이명박정부 국정백서

➋

➊ 2009. 07. 29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주재
➋ 2009. 06. 08 제1단계 농협법 개정안 서명식

➊
➌

➌ 2012. 05. 08 약사법 등 서민생활 편의제고 관련 법안 서명식

활기찬 시장경제

➊

➋

➊ 2009. 04. 20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
➋ 2009. 05. 08 서비스산업 선진화 민관합동회의

➊

➋

➊ 2008. 01. 15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초청 외국인투자기업 신년 리셉션
➋ 2012. 08. 16 외국인직접투자유치 확대방안 설명회

➊
➋
➌

➊ 2012. 08. 16 구미국가산업단지 현장설명회
➋ 2009. 12. 04 대마국가산업단지 방문
➌ 2011. 07. 21 시화국가산업단지 방문

➊

➋

➊ 2011. 10. 27 SW마에스트로연수센터 방문
➋ 2010. 04. 08 국가고용전략회의(유망서비스분야 일자리 창출)

➊
➋
➌

➊ 2008. 12. 12 IPTV 상용서비스 출범

기념식
➋ 2009. 10. 08 현대기아차기술연구소 방문
➌ 2011. 07. 21 시화국가산업단지 방문
➊

➋

➊ 2009. 10. 02 (주)세코닉스 방문
➋ 2010. 05. 06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방문

노사관계 선진화

➊

➋

➊ 2009. 02. 24 노사민정 대타협 선언 참여자 초청 오찬
➋ 2010. 10. 25 노사정대표자 초청 오찬

➊

➋

➊ 2008. 12. 19 GM대우자동차 부평공장 방문
➋ 2011. 04. 20 서울 금천구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주)아름다운사람 방문

공정한 사회

➊

➋

➊ 2010. 08. 15 제66주년 8・15 경축사(공생발전 추진 선포)
➋ 2011. 02. 17 제1차 공정사회추진회의

➊

➊ ➋ 2012. 02. 03 글로벌 코리아 2012 개회식
➋

➊

➊

➋

➋

➌

➌

➊ 2011. 03. 31 제2차 공정사회추진회의
➋ 2012. 09. 29 동반성장주간 기념식
➌ 2011. 08. 31 공생발전을 위한 대기업

경영자 간담회

➊ 2011. 09. 08 공생발전을 위한 중소기업인

간담회
➋ 2012. 05. 22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워크숍
➌ 2011. 12. 20 사내 하도급 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 활동경과 보고회

열린고용

➊
➋
➌

➊ 2012. 09. 27 KBS 꿈의기업 입사 프로젝트

‘스카우트’ 출연
➋ 2012. 05. 23 대한민국 고졸인재 채용

‘잡 콘서트’ 격려 방문
➊

➋

➊ 2011. 10. 24 IP-MEISTER 아이디어 발표회 및 특성화고 교장과의 정책 간담회
➋ 2010. 03. 02 전국 마이스터고등학교 합동 개교식

➌ 2011. 09. 02 공생발전을 위한

열린고용사회 구현 대회

공정병역

➊
➋
➌

➊ 2012. 06. 15 병역명문가 시상식
➋ 2012. 04. 25 공정병역 페어플레이 선언식
➌ 2012. 06. 05 현역병 입영문화제

➊

➋

➊ 2010. 08. 19 강북청년창업센터 방문
➋ 2011. 05. 19 서울산업정보학교 방문

전통시장 활성화

➊
➋
➌

➊ 2009. 09. 04 경기도 구리 전통시장 방문
➋ 2010. 02. 12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방문
➌ 2012. 01. 19 경기도 평택 송북시장 방문

2008. 12. 04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상인 격려

공공기관 선진화

➊

➋

➊ 2009. 07. 20 전
 통시장 온누리상품권
➋ 전통시장을 위한 주차공간 확대

출시

➊

➋

➊ 2011. 01. 28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
➋ 2012. 01. 27 열린고용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기관 워크숍

농협법 개정

➊
➋
➌

➊ 2009. 10. 07 한국토지주택공사 출범식
➋ 2008. 12. 30 공공기관 2009년도

업무보고
➌ 2012. 07. 06 공공기관정책 공동학술대회
➊

➋

➊ 2011. 04. 07 제82차 국민경제대책회의 및 농협 하나로클럽 방문
➋ 2012. 03. 02 새농협 출범 기념식

2011. 03. 29 제
 2단계 농협법 개정안 서명식

선진화 개혁

국정백서 권별 집필・감수(대통령실)

§

§

국정백서 편찬자문위원회

§

§

§

§

국정백서 편찬위원회

1권 총론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7권 국토 녹색뉴딜 4대강살리기와 지역상생

집필책임 최원목 경제금융비서관 겸 국정과제1비서관

집필책임 정내삼 국정과제2비서관

감수책임 김대기 정책실장 겸 경제수석

감수책임 이동우 기획관리실장

이동우 기획관리실장
8권 고용・복지 친서민 중도실용
2권 경제 ①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집필책임 김효겸 서민정책비서관 / 이강성 고용노사비서관

집필책임 최원목 경제금융비서관 겸 국정과제1비서관

최영현 보건복지비서관 / 이재인 여성가족비서관

감수책임 김대기 정책실장 겸 경제수석

조현수 국민소통비서관 / 이동권 국민권익비서관
김혜경 시민사회비서관

3권 경제 ② 세계를 경제영토로

감수책임 박인주 사회통합수석 / 노연홍 고용복지수석

집필책임 강남훈 지식경제비서관
감수책임 김대기 정책실장 겸 경제수석

9권 교육 교육개혁과 신고졸시대 개막
집필책임 이성희 교육비서관

4권 외교 글로벌 리더십과 국격 제고

감수책임 박범훈 교육문화수석

집필책임 장호진 외교비서관 / 윤영범 국방비서관
감수책임 천영우 외교안보수석 / 이종화 국제경제보좌관

10권 문화 세계 속의 문화강국
집필책임 김석붕 문화체육비서관 / 안경모 관광진흥비서관

5권 통일・안보 원칙 있는 대북ㆍ통일정책과 선진안보

감수책임 박범훈 교육문화수석

집필책임 윤영범 국방비서관 / 최보선 통일비서관

김희철 위기관리비서관
감수책임 천영우 외교안보수석

안광찬 국가위기관리실장

11권 제도개혁 선진화 개혁
집필책임 최원목 경제금융비서관 겸 국정과제1비서관
감수책임 김대기 정책실장 겸 경제수석

이동우 기획관리실장
6권 미래준비 녹색성장과 미래성장동력
집필책임 임성빈 기후환경비서관 / 최종배 과학기술비서관

김대희 방송정보통신비서관

12권 국정자료 재임일지·어록·인사
집필・감수책임 김명식 인사기획관

감수책임 유명희 미래전략기획관

김영수 연설기록비서관

김상협 녹색성장기획관
영상실록 영상으로 보는 이명박정부 5년
제작책임 김재윤 국정홍보비서관
감수책임 최금락 홍보수석

편찬실무

최원목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겸 국정과제1비서관

(대통령실)

김종열  선임행정관

고재신  행정관

김    건  행정관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문의처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콘텐츠과(02-3704-9827)

최광식

편집・집필 협력

(주)사사연

2013년 2월 15일

인쇄・제본

삼화인쇄주식회사

김도형  행정관

맹석인  행정관

박태현  행정관     

발행인

윤정식  행정관

이경만  행정관

조인철  행정관

발행일

발간사

글로벌 가치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녹색성장의 비전은 전 인류적 과제인 기후변화

‘더 큰 대한민국’을 향하여 코리아 루트를 열어갑시다

에 대응하는 한편, 환경과 성장을 조화시키는 환경분야 코리아 루트입니다. 그 비전이 세계적
흐름으로 자리잡으며,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가 주도하고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글로벌녹색성
장기구(GGGI)를 국제기구로 만들었습니다.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대형 국제기구로 성장할
녹색기후기금(GCF) 본부도 유치하였습니다. 4대강살리기사업으로 오염된 강의 수질을 개선

우리 국민은 식민지배와 전쟁의 폐허를 딛고 불과 두 세대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취하
였습니다. 이명박정부는 그 업적과 민족의 저력을 바탕으로 ‘선진화’의 앞길을 여는 시대적 사

하고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는 동시에 국민 모두가 자연과 함께 쉬고 즐길 수 있는 명소로 만들
어 가고 있습니다.

명을 안고 출범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에 걸친 세계 경제위기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민층을 더욱 어렵게 만
그러나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향한 발걸음은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부 출범 첫해인

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친서민 중도실용주의의 기조 하에 공생발전을 국정비전으로 제시하고,

2008년, 전대미문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았고, 그 위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유럽발 재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정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대외의존도가 너무나 높은 경제구조 때문에 위기극복을 최우선과제

속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의 복지예산을 편성하여 복지 혜택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제때에 도움

로 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펼쳤으며 근로자, 기업인, 그리

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에 힘써 왔습니다. 한 번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려는 분들을

고 국민 모두가 합심하여 밤낮없이 땀을 흘렸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

돕기 위하여 ‘미소금융’ 같은 서민금융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왔습니다. 마이스터고를

어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각 부문의 국가 순위를 끌어올리며 ‘더 큰 대한민국’으로 도약

새롭게 시작하여 형편이 어려운 학생도 일하며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학력보다 능력이

하고 있습니다.

대우받는 신고졸시대를 열었습니다. 만5세 누리과정을 시작하여 학부모의 육아 부담도 덜어

우리 대한민국은 글로벌 경제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모범적으로 극복하여 경제의 새

주었습니다.

장을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역 1조 달러를 2년 연속 달성하며 세계 8대 무역강국으로 우

굳건한 한·미 안보동맹을 토대로 주변국과의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안보 기반을 더욱

뚝 섰습니다. 한·미, 한·EU FTA를 통하여 세계에서 세 번째로 넓은 경제영토를 개척하였습

튼튼히 다졌습니다. 원칙에 기초한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통일재원인 ‘통일항

니다. 세계 주요국의 국가신용등급이 모두 추락하는 유례없는 악조건 속에서 우리의 신용등

아리’를 만드는 등 다가올 통일시대 준비도 착실히 진행하였습니다.

급은 지난 5년간 OECD 34개국 중 가장 높이 상승하였습니다. 세계 7번째로 국민소득 2만 달
러, 인구 5,000만 명이 넘는 나라들 대열에 합류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세계의 중심으로 진입하며 글로벌 코리아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세계경제
를 구하기 위하여 새롭게 구성된 G20 정상회의와 세계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세계의

지난 5년간 숱한 어려움을 극복하며 대한민국은 이제 경제만 강한 나라가 아니라 스포츠강
국, 문화강국으로 힘차게 뻗어가고 있습니다. 2010 밴쿠버동계올림픽에 이어 2012 런던올림
픽에서도 세계 5위 스포츠 강국으로 우뚝 섰으며, 드라마, K-POP, 한식 같은 한류가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규칙을 따라야 하는 나라’에서 ‘세계의 규칙을 만드는 나라’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전후 독립한
최빈개도국 가운데 유일하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탈바꿈하여 개발도상
국이 가장 따르고 싶은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진복지국가의 건설을 위하여 아직도 무수한 도전을 극복하여야 합니다.  지난 5년
동안 희생을 감내하고 위험을 무릅쓰며 힘을 합친 많은 국민들의 염원과 이명박정부의 줄기찬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기치 못하였던 정책 부작용,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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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에 따라 심화되는 새로운 정책문제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 차례에 걸친 세계적 경제위

‘국정백서’1권은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입니다.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

기는 선진화의 기틀을 다지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공기업 선진화나 노사관계 정상

운영 성과, 그리고 국내외 전문가의 평을 담았습니다. 이 한 권으로 이명박정부 5년 동안의 국

화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감수하였지만, 제도화를 위해서는 좀 더 계속적인 노력이

정 흐름과 성과 전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권과 3권은 경제편입니다. 2권은

있어야 합니다. 최근 출산율이 상승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지만 저출산 문제도 지속적이고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과정, 3권은 경제영토 확장 등 경제적 성과를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보다 충실한 범국민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4권과 5권은 외교·안보편입니다. 4권은 글로벌 리더십과 국격 제고, 5권은 원칙있는 대북·통

무엇보다도 세계적인 흐름과 맞물려 계속 진행되는 양극화가 잠시 주춤거리기는 하였지만,

일정책과 안보체계의 선진화 노력을 실었습니다. 6권은 녹색성장과 미래 성장동력, 7권은 녹

악화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양극화의 가장 핵심적 원인인 일자리 부족 문제는 해

색뉴딜 4대강살리기와 지역상생, 8권은 친서민 중도실용, 9권은 교육개혁과 신고졸시대 개막,

결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명박정부의 대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 문제, 조기퇴직

10권은 세계 속의 문화강국, 11권은 선진화 개혁, 12권은 재임일지와 어록, 인사에 관한 내용

문제, 비정규직 문제,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사회 전체

을 담았습니다.

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부의 노력과 인내심 있는 국민들의 이해

이 ‘국정백서’는 국정의 큰 줄기를 담았고, 상세한 내용은 각 부·처·청과 대통령직속위원회

가 해결을 위하여 필수적입니다. 이명박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녹색성장정책과

의 ‘정책자료집’에 실었습니다. 국민 모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백서’로도 펴낼 예정

과감한 R&D 투자는 성장동력을 확충시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

입니다. 객관적 자료와 지표를 바탕으로 이명박정부의 성과와 한계를 가급적 객관적으로 기록

다. 많은 문제를 파생시키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인구의 고령화는 더욱 장기적이고 근본적

하고자 힘썼으며, 각계의 평가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정책의 효과나 긍정

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적인 측면보다는 문제점이나 부작용 등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정책에 대하여 편
향된 의견을 갖기 쉽습니다. 이러한 편향된 의견은 국정운영에 참고로 하는 경우나, 이명박정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새로운 역사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더 이상 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
라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코리아 루트’를 개척하여야 합니다.

부가 추진한 정책이나 과업을 평가하여 계속 추진여부나 수정 보완 등을 시도할 때 커다란 장
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정책이나 과업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정책이
나 과업의 내용, 추진 의도 및 기대효과 등을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기술하여 많은 사람들이 균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습니다. 무수한 어려움을 극복하며 단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기적

형 잡힌 의견을 갖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적으로 달성하였듯이, 선진복지국가의 건설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오늘
의 대한민국에는 세계로 약진하는 큰 힘이 용솟음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 번 꿈과 열정을

그동안 백서 편찬 전 과정에 열과 성을 다하신 국정과제1비서관실을 비롯한 대통령실 직원

불태워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국민은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며 다시 한 번 새

여러분과 원고 집필과 감수에 시간을 아끼지 않고 헌신한 박형준 전 정무수석, 이동관 전 홍보

역사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수석, 백서의 윤문·제작을 위하여 수고한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사연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

우리 자신에 대한 자긍심을 바탕으로 세계에 기여하는 품격 높은 나라, 국토는 작아도 국격
이 높은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역사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소

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백서가 ‘더 큰 대한민국’, ‘함께 가는 미래’를 열어가는 밑거름이 되기
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명을 안고 국민과 함께 한 지난 5년에 대하여 무한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낍니다.
국정백서 편찬위원회 위원장 겸 대통령실장  하 금 열
국정백서 편찬자문위원회 위원장, 전 대통령실장  정 정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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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 개혁, 고통스럽지만 미룰 수 없었습니다

국가의 성장과 발전은 외연의 확장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외연의 확장과

총액제한제도를 폐지했으며, 수도권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산업자본의 금융

더불어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의 구조개선을 통한 내실화가 이루어져야 균형적인 발전이 이

산업에 대한 투자제한도 완화하였습니다. 창업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한편, 시장진입에 대한

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두 개의 수레바퀴가 하나가 되어 굴러가는 것처럼 시스템 개혁과 외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각 분야에서 경쟁을 촉진하였습니다. 또한 십 년 이상 3개 정부에 걸쳐

적인 성장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합니다.

논의해 온 노동법 개정을 완료하여 투쟁지향적 노동 관행을 개선하고 복수노조 허용, 근로시

선진화 개혁은 각 분야별로 운영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서 선진경제, 선진사회의 기반을 닦

간면제제도 도입 등 노사관련 제도를 선진화하였습니다.

는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진화 개혁은 경쟁과 효율을 추구하는 제도보

아울러 선진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윤리적・실천적 기반으로 법과 원칙에 입각한 공정한 사

완 과정에서 때로는 기득권 세력이 기득권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일자리를 잃

회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적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에 만연한 전관예우 관행

는 사람도 생겨나는 등 고통을 수반하는 과제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역대 정부는 개혁의 필요

을 개선하고, 병역과 납세에 있어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실현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성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집단의 조직적인 반발 등으로 추진을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선진

학력차별을 철폐하여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나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도록 하였으며 비정규직

화 개혁은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에 대한 임금, 복리후생 등에 있어 차별을 개선하였습니다.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중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핵심적인 과제였습니다. 이명박정부는 이러한 시대적・역사적 인식하에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많은 정책을 펼쳤습니다.

2008년을 ‘선진화 원년’으로 선포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하여
선진화 개혁을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산업별로 경쟁력을 높이고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개혁도 추진하였습니다. 특기할만한
것으로는 우선, 50년 간 안주해온 농협을 개혁하여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여 경영효율

정부는 우선, ‘자유 민주주의’와 ‘창조적 실용주의’를 근간으로 ‘작지만 일 잘하는 정부’와

화를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의약분야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을

‘활기찬 큰 시장’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정부를 효율성 높은 유능한 조직으로 바꾸고,

약국 외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 포괄수가제 도입 등을 통해 기존 공급자 중

꼭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닌 분야는 민간에 이양하였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

심의 보건의료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그 혜택이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돌아가도

하고 공공부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였습니다. ‘활기찬 시장경제’를 도모하기 위해 시장의 자

록 하였습니다.

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시장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의 역할에 집중하였습니다. 각 분

이명박정부는 이러한 선진화 개혁을 차질 없이 실행하기 위하여 모든 국가적 역량을 동원하

야에 산재한 각종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여 핵심적인 덩어리 규제 등을 중점적으로 개

였습니다. 그러나 개혁은 말 그대로 가죽을 벗기는 아픔을 견뎌야 했습니다. 관행을 깨는 아픔

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개혁 성과로는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하였던 대기업 집단에 대한 출자

이 있었고, 그동안 당연한 것으로 누리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는 집단도 있었습니다.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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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인내심이 요구되는 개혁의 과정에서 오랫동안 누적되고 난마(亂麻)처럼 엉킨 문제들을
일시에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상
실감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다하였으나 일부 미흡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유
례없는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도 이 시기를 세계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놓칠 수 없는 기
회라고 인식하고 선진화 개혁을 추호의 흔들림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그 성과는 국가의 경쟁
력을 한 단계 더 높여 선진국 도약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나아가 이명박정부가 지
난 5년 동안 가열 차게 펼친 개혁활동이 다음 정부에서도 중단 없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개혁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책실장 겸 경제수석비서관  김 대 기
기획관리실장  이 동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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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 개혁 단행

선진화 개혁 | 제1편 총론

여 경제 활력을 높이는 한편, 계층 간 격차 완화 및 서민부담 경감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를 이
끌어가는 중산층이 두텁게 형성되어야 한다. 노사관계 선진화, 살기 좋은 농어촌 조성 등을 통
하여 함께 번영하는 경제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차가운 시장경제를 녹여줄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

제1장

을 주는 보편적 복지,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에 도와주는 예방적 복지, 생애주기별로 수
요자의 필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복지체제를 강화하여 전 국민을 보호하는 튼튼하고 촘촘한

‘선진화를 통한 세계일류국가
진입’을 국가 비전으로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나아가 가난이 대물림되는 것을 차단하고 양성평등을 보장하
며,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보호함으로써 사회적 차별을 철폐하여야 한다. 식의약품 안전 강화,
범죄와 폭력으로부터 국민보호, 재해예방 등 국민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회여
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품격의 소프트파워가 강한 나라를 건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수한 인
적자원을 바탕으로 지식정보화 분야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어야 나가는 한편 오천 년 간
이어온 언어, 음식, 풍속 등 문화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2008년 대한민국은 산업화를 이뤘지만 민간과 시장의 기능이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계층, 지역, 세대 간에 사회적 갈등이 격화되었고, 경제가 활력을 잃
어 조로화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대내적 상황은 급속히 진행되고 있었던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에 대한민국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세계 일류국가로 선진화하려는 시대적 소명
을 현실화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명박정부는 대
한민국 헌법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리에 기초하여 ‘선진화를 통한 세계일
류국가 진입’을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선진화’란 바로 국가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개선하여 내실을 다지는 일이다. 그동안 우리나
라는 압축성장 과정에서 외형적으로는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아직도 후진
적이고 비효율적인 요소들이 잔존하고 있어 지속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국가의 성장동
력은 외연의 확장에서만 창출되는 것은 아니다. 외연과 함께 내실화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지속적인 균형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국가시스템을 내실 있게 선진화하기 위한
개혁이 절실하게 요구되었다.   
‘세계 일류국가’란 일류의 시민의식과 문화, 일류의 과학기술과 산업을 통하여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이 실현되는 나라로 구체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한다.
먼저 대다수 국민이 잘사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탄탄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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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60년을 시작하는 첫해인 2008년을 대한민국 ‘선진화의 원년’으로 선포합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결실을 소중하게 가꾸고, 각자가 스스로 자기 몫을 다하며,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협력하는 사회, 풍요와 배려와 품격이 넘치는 나라를 향한 장엄한 출발을 선언합니다.

제2장

지난 10년, 더러는 멈칫거리고 좌절하기도 하였지만
이제 성취의 기쁨은 물론 실패의 아픔까지도 자산으로 삼아 우리는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념의 시대’를 넘어 ‘실용의 시대’로 나가야 합니다.

선진화 개혁 단행

실용정신은 동서양의 역사를 관통하는 합리적 원리이자 세계화 물결을 헤쳐 나가는 데에 유효한 실천적 지혜입니다.
인간과 자연, 물질과 정신, 개인과 공동체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삶을 구현하는 시대정신입니다.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이룩하는 데에 나와 너가 따로 없고, 우리와 그들의 차별이 없습니다.
협력과 조화를 향한 실용정신으로 계층갈등을 녹이고 강경투쟁을 풀고자 합니다.
정부가 국민을 지성으로 섬기는 나라, 경제가 활기차게 돌아가고
노사가 한마음 되어 소수와 약자를 따뜻이 배려하는 나라, 훌륭한 인재를 길러 세계로 보내고 세계의 인재를 불러들이는
나라, 바로 제가 그리는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이명박정부가 이룩하고자 하는 ‘선진 일류국가’의 꿈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사(2008.2.25)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2008년을 ‘대한민국 선진화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을 임기 내내 꾸준하게 추진하였다.

리나라는 압축성장 과정에서 서구 자본주의 국가에서 볼 수 있는 계층의 공고화 현상이 강하

우선 그동안 정체된 경제가 다시 살아 움직이도록 ‘활기찬 시장경제’를 향한 개혁을 단행하

게 나타나는 한편,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욕구도 봇물처럼 솟아오르고 있다. 특히 사회가

였다.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부는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시장의 기능 활성화

급속히 다원화되고 있어 다원적 가치들간의 긴장이나 갈등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를 위한 선순환의 역할에 집중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전면적인 규제개혁을 제로베이스에서

사회적 통합은 물론 국가경제의 발전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단행하였다. 규제개혁은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을 수반하기 때문에 기존의 규제개혁위원회 외
에 대통령 직속으로 업계와 관계전문가 집단이 폭넓게 참여하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신
설하여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이명박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비롯한 공정사회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여 2010년 8월 15일 이후 사회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국가적 노력을 결집하였다.
구체적인 성과로는 사회에 만연한 전관예우 관행을 개선하고, 병역과 납세에 있어 ‘노블레스

구체적인 개혁 성과로는 투자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의 걸림돌로 작용하였던 대기업 집단

오블리주’가 실현되도록 제도개선을 하였다. 학력차별을 철폐하여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나

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였으며, 수도권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도록 하였으며,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복리후생 등에 있어 차별을 개선

본의 금융산업에 대한 투자제한을 완화하였다. 창업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한편, 시장진입

하였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하여 민간주도의 동반성장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중소·

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각 분야에서 경쟁을 촉진하였다. 또한 십 년 이상 3개 정부에 걸

중견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였다.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

쳐 논의하여 온 노동법 개정을 완료하여 투쟁지향적 노동 관행을 개선하고 복수노조 허용, 근

업체간 상생협력,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개선 등 공정거래질서도 확립하였다.

로시간 면제제도 도입 등 노사관련 제도를 선진화하였다.

이명박정부는 또한 공공부문의 비효율 제거와 대국민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국가경

다음으로 기득권 세력의 부당한 이권 행사를 제한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공정성

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조직을 유능하고 작은 정부로 개편하는 한편, 공공기관 선진화

확보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나란히 성장할 수 있는 토대 구축을 위한 개혁을 추진하였다. 우

작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다. 우선 정부 부처는 각 부처의 기능을 통합하고, 불필요한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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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선진화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꼭 해야 할 일들입니다.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위기 이후의 도약과 선진일류국가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

공기업 지원에 국민의 세금이 매년 20조 원이나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체질을 개선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들 대다수도 개혁과 변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은 민간에 넘기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까지의 기능 조정, 통폐합, 인력감축, 보수체계 합리화 등

전기, 수도, 건강보험 등은 민간으로 넘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영역도 경영 효율화를 해야 합니다.

외형 중심의 개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노사관계를 선진화하고 엄격한 책임경영 시스템을 정착시켜,

그래서 서비스의 질도 높여야 합니다.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일류 공기업으로 발돋움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제18대 국회 개원식(2008.7.11)

이명박 대통령,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2009.11.2)

를 대폭 정비하여 기능과 조직이 광역화된 대부처주의를 도입하였다. 아울러 부처간 할거주의

이명박정부는 이러한 선진화 개혁을 차질 없이 실행하기 위하여 모든 국가적 역량을 동원하

를 제거하여 상호 관련성이 있는 행정기관 간 융합행정체제 강화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였

였다. 그러나 개혁은 어렵고 복잡하고 인내심이 요구되는 질곡의 과정을 거쳐야 하였다. 오랫

다. 시장경제가 발달하고 민간의 역량이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대하고 비효율적

동안 누적되고 난마(亂麻)처럼 엉킨 문제들을 일시에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경영으로 비난받고 있던 공공부문에 대하여도 강력한 개혁을 단행하였다. 민영화 지분매각,

개혁을 단행한 결과, 일자리를 잃은 가장도 있었으며 그동안 당연한 것으로 누리던 많은 혜

유사기관 통폐합, 경쟁체제 도입, 출자회사 선진화와 함께 법과 원칙에 따른 노사관계 정착, 보

택을 내려놓아야 하는 집단도 있었다. 정부로서는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상실감을

수체계의 합리적 개편 등을 추진하였다. 이와 같이 공공부문 개혁은 군살은 줄이면서도 미래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한계가 있었다. 개혁 초기에는 박수를 보냈던 국민들의 상

대비 기능과 대국민 서비스 기능은 강화하고, 민간과 지방에서 더 잘할 수 있는 기능은 과감하

당수가 새로 출범한 정부에 등을 돌리고 개혁 반대세력으로 돌아섰다.

게 이양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다.
특기할 것은 60년을 지속하여온 종합농협체제를 전문화하여 농가와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
하고 단위 농업협동조합의 경영효율화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였다. 또한 안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이 시기가 세계를 놀라게 한 발전의 엔진에 다시 불을 붙이기 위한 마
지막의 놓칠 수 없는 기회라고 인식하고 세계일류국가를 위한 선진화 개혁을 추호의 흔들림
없이 추진하였다.

전상비의약품을 약국 외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 일곱 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
수가제 도입 등 기존 공급자 중심의 보건의료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였다. 리베이트
등 낡은 관행을 개선하여 약가인하를 단행함으로써 그 혜택이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돌아가
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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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 개혁 | 제2편 활기찬 시장경제

신 발전체제를 가능케 하는 활기찬 시장경제는 경제운용이 정부 주도에서 벗어나 시장 중심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조업·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서비스업 등 다양한 고부
가가치 산업이 골고루 발전하며, 요소투입 중심의 양적 성장 패러다임을 탈피하여여 한다. 사
람과 제도의 혁신에서 성장의 동력이 제공되고, 국토의 불균형 발전 및 부동산시장 불안 등 단

제1장

기 압축성장 과정에서의 부작용을 극복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지속성장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된 개방된 선진경제를 지향하고자 하였다.

추진 배경과 추진 방향

구(舊) 발전체제와 신(新) 발전체제의 패러다임 비교				
구분

구 발전체제

신 발전체제

경제운용

정부주도

시장중심

산업

제조업·대기업중심

다양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성장동인

요소투입중심

사람과 제도 혁신 중심

대외

수출지향형

시장개방형

성장 인프라 구축

국토 불균형발전, 부동산시장 불안

지속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제1절   추진 배경
제2절   추진 체제 및 전략
이명박정부 출범 당시, 대한민국은 산업화를 이뤘지만 아직 민간과 시장의 기능이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명박정부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
본이념 중 하나인 시장경제 원리에 기초한 선진화를 통한 선진 일류국가로의 진입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설정하였다.
대다수 국민이 잘사는 ‘더 큰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하여 탄탄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
이 가능하도록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명박정부는
창조적 실용주의를 행동규범으로 하는 신(新) 발전체제의 5대 국정지표 중 하나로 ‘활기찬 시
장경제’를 천명하였다.
국제경영개발(IM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세계경제포
럼(WEF, World Economic Forum), 세계은행(World Bank) 등 국가 경쟁력을 평가하는 주

이명박정부는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중심으로 한 시장중심 경제운용을 위하여 규제개혁 추
진체계와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규제개혁이란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여야 하는 과정이다. 특히 핵심 정책 규제의 개혁일
수록 이해관계 집단 간의 갈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정부의 확고하고 강력한 정책적 의지가
없이는 추진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명박정부는 규제개혁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기존의 규제개혁위원회 외에 대통령
소속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신설하였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정부, 국회, 기업, 노동
계, 학계, 언론계, 외국인을 대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하였으며, 매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를 통하여 다양한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왔다.

요 국제기관에 따르면 당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지난 10년간 정체되었으며, 그 주된 요

규제개혁 추진 방식에 있어서도 공무원이 아닌 수요자의 입장에서 시스템을 개혁하는 한편,

인을 기업의 투자 감소에 따른 자본형성의 부진과 생산성 둔화에서 찾았다. 이에 따라 기업투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개선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을 택하였다. 무엇보다 현장 중

자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이 요구되었고,

심의 살아있는 규제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한 애로해소 활동이 시

사회적 자본의 확충과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 등 사회 전반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었다.

스템 개혁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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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트랙(Two-Track) 규제 개혁 전략

로서의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시장에

시스템 개혁
•제도의 틀을 재설계하는 것으로 상당 부분
입법사항이라 국회 협조가 필요하고 장기간 소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본질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는 과제

현장애로 개선
•지금의 제도 내에서 일부 문제점 해소가
가능하므로 행정부 내 처리 가능
•빠른 성과도출을 통하여 규제개혁에 대한 체감도 제고 가능

보여주었다.
또한 수도권 규제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정비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편익은 지방에 환원하는 방향으로 수도권 규제에 관한 제도를 보완하였다.
이명박정부는 탄탄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하여 기업 투자환
경의 획기적 개선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규제개혁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였다.

‘이명박식 규제 개혁’의 상징이 된 대불공단의
전봇대 일화에서 보듯이 이명박정부는 ‘공무원
탁상행정’을 타파하고 정부가 기업 활동을 하는

“지난 대선 때 목포에 있는 대불공단을
방문하였는데 선박 블록 제조 회사들이
길가의 전봇대 때문에 선박 블록 운반에
지장이 많다며 관계기관에 전봇대를 옮

우선 정부는 산업단지 개발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공급가격도 인하
하여 국내 산업단지의 입주 환경이 중국, 말레이시아 등 인근 경쟁국과 비교하여 더 유리한 수
준으로 끌어올렸다.

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무엇을 하여주면 기업

겨 달라고 하였지만 몇 달이 지나도 잘

이명박정부는 도입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는데도 정부 부처가 관행에 젖어 그대로 유지하고

이 창의력을 가지고 세계와의 경쟁을 잘하여 나

안 되고 있다더라. 아마 지금도 안 되었

있는 규제나 기술발전 또는 영업방식 개선 등 경제상황의 변화로 사실상 규제 효과가 사라졌

갈 수 있겠는지를 먼저 생각하였다.

을 것이다.”
2008년 1월 18일, 인수위 첫 간사단 회

이명박정부는 정치와 이념보다는 국가 경쟁력

의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한

제고라는 관점에서 불필요한 기존 규제를 글로

마디가 온 나라를 들썩이게 하였다. 당선

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에 맞게 개혁하

인 발언 이틀 뒤인 1월 20일에 전봇대 1
개는 철거하고, 또 하나는 인도 안쪽으로

거나 시장진입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다양한 분야의 규제들을 풀어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확대
하고 신규 진입을 활성화하여 경쟁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였다.
또한 창업 절차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하여 창업 및 공장 설립 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기간을 크게 단축하였다.

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

옮겼다.

에서 세계적 기업과 경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뒤 이 두 개의 전봇대는 순식간에 ‘이

한적으로 금지시키는 ‘원칙허용·예외금지’라는 네거티브 방식(negative system)으로 전환하

외국인이 불편 없이 국내에서 기업활동을 할 수

명박식 규제개혁’의 상징이자 ‘공무원

여 민간으로 하여금 무궁무진한 아이디어가 이윤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경제적 자유를 마음껏

있도록 각종 규제를 세계 표준에 맞추자는 것이
었다.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별칭을 동시
에 얻었다. 이것은 ‘비즈니스 프렌들리

규제방식도 ‘원칙금지·예외허용’의 포지티브 방식(positive system)에서 모두 허용하되 제

펼치게 하였다.

(Business Friendly)’를 표방한 이명박

이명박정부는 서비스산업을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핵심분야로 인식하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의 출발점이 되

고, ‘서비스산업에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나라’,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함께 발전하는

기도 하였다.

나라’를 비전으로 삼고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추진하였다. 5차례에 걸친 서비스산업 선진화
종합대책 마련 등 서비스업의 업종별 특성에 맞게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방안

제3절   추진 방향

을 추진하였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규제 완화, 재정·
세제지원, 시장창출 등 분야별로 적합한 정책수단을 활용하는 다차원적 접근(Multi-track

규제개혁에 대한 확고한 국정철학과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바탕으로
이명박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시도하지 못하였던 핵심 규제를 제로 베이스에서 과감하게 개혁
하여 나갔다.

approach)을 추진함으로써 국제 수준의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명박정부는 경제의 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산업의 선진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 정부에서는 엄두를 내지 못하였던 지나치게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금산분리 관련 규제개

우선 기업규제의 상징처럼 인식되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였다. 시장경제를 진일보

혁에 속도를 내어 관련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정비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

시키기 위하여 철폐하거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상징적인 규제

산 경기 침체 등으로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저축은행 부실문제를 정리하여 저축은행이 서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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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기관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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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명박정부는 국가경쟁력의 저해요인인 노사관계를 바로잡기 위하여 핵심과제인 복수노
조·전임자제도 개선을 위한 노동법 개정을 완료하는 등 노사관계 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간 우리나라는 투쟁 지향적 노동운동 관행이 고착되는 등 노동후진국이라는 오명에서 벗
어나지 못하여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계기 마련이 절실하였다. 복수노조·전임자 문제는 김

제2장

영삼정부 때부터 논의되었으나 세 차례에 걸쳐 시행이 유예되는 등 13년간 시행되지 못하고
있었던 해묵은 미해결과제였다. 이명박정부는 3개 정부에 걸쳐 미해결 과제로 남겨졌던 노동
법 개정 문제를 노사정 합의를 통하여 완료함으로써 노사관계 안정, 노동운동의 자주성·민주

핵심규제 완화

성·투명성 제고 등 새로운 노사관계의 흐름을 견인하였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개요
‘국가경쟁력 제고를 통한 경제 살리기’라는 이명박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이어받아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규
정(대통령령 제20651호, 2008.2.29)‘에 근거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였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으로 구성하였다. 민간위원은 각계의 목소리가 골고루 반영되
면서 전문성도 확보될 수 있도록 주요 경제단체장 및 주요 국책연구원장, 노동계, 소비자, 언론, 지자체 및 주한

제1절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외국기업 대표 등 35명으로 구성하였다. 정부위원 중 당연직으로는 기획재정부장관과 경제수석이 참여하며, 각
부처의 장관들은 관련 안건이 상정될 경우에 위원회에 참석하여 보고하고 논의에 참여하였다. 국가경쟁력강화

1.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추진 배경

위원회 회의는 모두 대통령 참석 하에 개최되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기업환경 개선, 신성장동력 발굴, 사회적 자본 확충에 역점을
두고,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총 30회의 회의를 거쳐 88개 안건을 상정하고, 실천과제를 확정하여 추진하였다.

(1) 출자총액제한제도 도입 배경 및 현황

이러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노력은 산업입지 개선, 시장진입 등 기업활동 관련 규제개혁, 기능인력 확충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각종 법·제도의 선진화를 통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확충에 기여함으
로써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①  도입 배경
우리나라의 경제력 집중현상은 지난 1960년대 이후 30여 년간 경제개발 추진과정에서 생성

연도별 회의 개최 및 안건 수 현황

되고 심화되어 왔다. 이는 기업가의 창의 및 노력이나 확장 위주의 기업전략에 기인하는 바도

연도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회의개최(회)

30

9

10

4

3

4

안건(개)

88

24

28

11

10

15

크다. 한편으로는 불균형 성장정책에 기반을 둔 수출산업위주의 고도성장정책을 추구하는 과
정에서 한정된 자원의 집중적 활용이라는 측면과 특정산업 또는 기업에 대한 금융·세제 등의
선별지원 및 대외경쟁압력으로부터의 보호와 같은 경쟁제한적인 경제시책의 추진 등 복합적
인 요인에 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 경제력이 소수의 대기업집단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대기업집단을 중심으로 한 경제력집중현상을 억제하여야 한다는 여론
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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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출자총액제한제도 현황

출자총액제한제도 연혁

출자총액제한제도(이하 ‘출총제’)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1986년 12월 공정거래법 개
정을 통하여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대규모기업집단 정책의 하나로 도입되었다. 출총제의
기본틀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중핵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당해 회사 순자산의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소유하는 것
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시기별로 당시의 경제여건과 정책목표의 변화에 따라 제도도입·폐지·재도입 등
변천과정을 거쳤으며, 전반적으로 시장개선 정도에 따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 왔다.

주요 내용
•도입·시행(1987.4.1): 자산총액 4,000억 원 이상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하여 당해 회사 순자산의 40%를 초과한      
타회사 주식취득 금지
•대규모기업집단 기준 변경(1993.2.20): 자산총액 4,000억 원 이상 → 자산순위 상위 30대 집단
•출자한도 축소(1995.4.1): 순자산의 40% → 25%로 축소하되, 한도 초과분은 1998년 3월 31일까지 해소(3년 유예)
•제도 폐지(1998.2.24): IMF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의 적대적 M&A의 허용 등에 따라 경영권 방어 및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하여 폐지
•제도 재도입(2001.4.1): 30대 집단 소속회사의 출자한도를 순자산 25% 이내로 한정하되, 한도 초과분은 2002년 3월 31일
까지 해소(1년 유예)

즉 1998년 외국인의 적대적 M&A 허용 등 기업환경의 변화와 기업구조조정 등 정책적 필요에

•대상 기업집단 변경(2002.4.1): 30대 집단 →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집단

따라 폐지되었다가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폐해가 나타나자 2001년에 재도입되었다.

•제도개편(2005.4.1): 적용대상 기업집단을 축소(자산 5조 원 이상 → 6조 원 이상)하고, 출총제 졸업제도를 도입

2003년 12월 외환위기 이후 구조개혁의 성과를 감안하여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통하여
각종 졸업제도 도입 등 출총제가 완화되었다. 2006년 하반기 민관합동 T/F 및 관계부처 합의
를 거쳐 대규모기업집단시책 개편안을 마련하고, 2007년 4월 법개정을 통하여 출자한도 확대

 ①지배구조모범기업, ②지주회사 및 그 소속 자회사, 손자회사, ③출자단계가 2단계이하, 계열회사수가 5개 이하,              
④소유지배괴리도가 25%p 이하이고 의결권승수가 3.0배 이하인 회사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제도 대폭 완화(2007.7.14): 적용대상 집단과 기업을 축소(집단: 자산 6조 원 이상 → 10조 원 이상, 기업: 집단소속 모든 회사
→ 자산 2조 원 이상 회사)하고, 출자한도를 대폭 상향(순자산의 25%→40%)
•제도 폐지(2009.3.25):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규제타당성 약화, 기업의 투자의욕 고취 등 경제활성화의 필요성 등을 고려

및 적용대상 축소 등 출총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2) 출총제 폐지의 추진 필요성

같은 사전적 규제를 축소하고, 대신 부당지원행위 같은 사후 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향

2008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규모기업집단 정책에도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이명

으로 전개되었다.

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신성장동력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주창

이러한 대기업집단 경제력억제 시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출총제를 운영하는 동안 드러

하였고, 이와 같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의 기조는 각종 정부정책에 반영되었다. 이러한 새 정부

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컸다. 출총제는 순자산액 대비 일정 비율로 출자를 획일적으로 제

의 국정철학을 구현하고 시장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기업집단 규제는 ‘사전규제를 사후

한하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기업의 자산운영에 대한 지나치게 엄격하고 형식적인 제한이 기

감시 체제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의 큰 틀을 변경하였다.

업의 효율적인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효율적인 투자가 억제되거나 적대적

과거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는 주로 사전적 규제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

인 M&A로부터의 적절한 방어가 제한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

다. 물론 이러한 규제들은 대규모기업집단을 중심으로 경제력집중이 심화되는 것에 대응하여

또한 출총제는 도입 당시와는 달리 글로벌 경쟁시대에는 맞지 않는 규제였다. 즉 과거에는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입안된 것이다. 과거 권위주의적 통제경제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의 시

대기업집단에 대한 편중여신으로 무분별한 기업확장이 문제되었으나, 그동안 국가 간 자유

장경제를 조속히 뿌리내리게 하는 과정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로운 자본이동이 확대되고 금융시장도 선진화되었다. 국내 시장개방과 글로벌 경쟁 심화로

그러나 이러한 형식적이고 획일적인 규제는 경제활동의 수준과 규모가 비약적으로 확대되
고 있는 글로벌 환경에서 기업이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하는데 일정한 장애가 될

시장규율이 개선되고 기업행태도 차입을 통한 확장경영에서 수익성 위주로 변화하였으므로,  
기업에 대한 사전적 출자규제에 따른 부작용이 더욱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경제력집중의 억제를 위한 규제도 시장의 자율적 통제 기능

우리나라의 출총제는 일본의 ‘대규모회사의 주식보유한도제’를 모델로 삼은 제도였다.

을 강화하고 경쟁 정책적 관점에서의 사후적 평가를 통한 규제로 사전적 규제를 대체하여야

1977년에 도입된 이 제도는 대규모 비금융회사(자본금 100억 엔 또는 자본총액 300억 엔 이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대규모기업집단 정책은 출자규제나 지주회사 규제와

상인 회사)의 타회사 주식보유총액을 당해 회사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 이하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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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할 일은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기업을 위하여 봉사하는 최고의 도우미가 되겠습니다.

정부는 과반의석을 만들어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선진화하는 일에 전념하겠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는 주저 없이 풀 것입니다.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서민경제가 살아나도록 하는 일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법과 제도도 글로벌스탠더드에 맞게 대폭 고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국회가 5월 중에 임시국회를 열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제35회 상공의 날 축사(2008.3.19)

더 이상 뒤로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공정거래법개정안 등 기업규제 완화 관련 법안도
빨리 처리하여야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미·일순방 관련 대국민 기자회견(2008.4.13)

한하는 제도였으나 기업집단의 규모 및 영향력 저하 등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2002년 폐
지되었다. 이에 따라 출자총액을 규제하는 나라는 당시 우리나라가 유일하여 글로벌 스탠더
드에 맞지 않게 우리 대기업들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제도라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여대야소의 결과가 나타난 2008년 4월 총선 후 수석비서관 회의에
서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를 지지한 국민여론이 과반 의석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한편 일부에서 출총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염려하는 시각이 있었으나 출총제는 이미 실

… 선진 국가를 만들자는 국정목표를 향하여 가는데 있어서 국회 쪽의 협조를 구하기가 쉬운

효성이 저하되어 폐지에 따른 규율공백이 거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기업의 인식과 행

여건이 되었다. 국민이 바라는 일 가운데 쉽게 할 수 있는 일부터 먼저 처리하라.”고 하면서

태가 바뀌었고 시장의 감시기능도 개선되었기 때문에 무리한 계열확장은 시장에서 규율이 가

출총제 폐지 등 입법과제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다. 2008년 4월 13일 대국민 기자회

능하였다. 특히 시장규율을 강화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기업집단 공시제도를 도입하여 기업

견에서도 국회가 기업규제 완화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정부는 2008년 4월 14일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공정거래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출총제 폐지에 대하여 사회적 논란이 있더라도

2.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의 추진 경과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피력하였다.
이후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8년 7월 24일 국회에 공정거래법

(1) 출총제 폐지 추진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동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2009년 1월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되었

정부는 위와 같은 인식하에 출총제 폐지 작업을 추진하였다. 공정위는 2008년 3월 28일 대

다. 정무위는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2009년 2월 10일 공청회를 개

통령 업무보고를 통하여 출총제 폐지 추진을 발표하였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조속한 추진을
지시하였다.

공청회 토론자 발표의견
“출총제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도입하고 있는 사전적으로 선별적인 누더기 규제 … 이미 소임을 다해

이명박 대통령 공정위 업무보고(2008.3.28)

박물관으로 보내야 할 규제인 만큼 조건없이 폐지하여야 한다.”
“출총제는 심각한 시장실패가 있을 때만 고려할 수 있는 특별조치 … 출자규제는 오히려 기업집단 간의 원활한

“새정부가 대기업규제 완화를 과감하게 하겠다는 것을 두고 일부에서는 새 정부의 ‘비즈니스 프랜들리’ 정책을

경쟁을 억제할 가능성이 있어 출총제를 폐지하여야 한다.”

‘대기업 프랜들리’로 오해하는 점이 있다 … 대기업 프랜들리라는 비판이 두려워 정책을 소극적으로 하면 변화를

“국경없는 경제 시대에 출총제는 세계화·개방화와 충돌하며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가져올 수 없다 … 지금도 공정위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시장공시제도를 쓴다고 하면서도 …신중한

“출총제 폐지는 대기업 총수의 경영권 방어와 가공자본에 의한 무분별한 경영확장으로 귀결된다.”

입장인데 적극적인 사고로 풀어야 한다.”

“재계의 출총제 폐지 요구는 투자 걸림돌 해소라는 표면적 이유보다는 경영권 방어수단의 의미가 더 강하다 …
계열사 출자를 통한 경영권 유지승계는 지배주주의 참호구축과 사익추구 성향으로 더 큰 비용을 초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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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였다.

나 주가하락 등을 통하여 기업의 명성이나 평판에 영향을 주어 기업의 투명성 및 지배구조 개

공청회에서는 출총제 폐지에 반대하는 측과 찬성하는 측의 패널과 국회의원간의 열띤 토

선에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시장개방, 기업내부견제

론이 이루어졌다. 출총제 폐지 찬성 측은 경제위기 속에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치 도입 등으로 시장감시가 활발해졌고, 기업들이 기업의 명성・사회적 평판 등에 민감해

출총제를 폐지하고 사후규제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논리였고, 반대 측은 출총제가 폐지될 경

진 시장상황도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도입을 통한 사후규율 강화로의 정책방향 전환에 영향

우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폐해가 심화될 것을 우려하였다.

을 미쳤다.

출총제 폐지에 대한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정부는 법 개정을 위하여 다방면에 걸쳐 적극적으
로 노력하였다. 모두 6회에 걸쳐 여야 당정협의를 추진하였고, 국회의원·보좌관 및 관련 전문

4.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의 성과 및 향후 과제

가·학자들을 대상으로 법 개정안 설명회를 170여 차례 개최하였다. 각종 언론매체에 적극적
인 기고와 인터뷰를 통하여 개정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하였다.

(1) 출총제 폐지의 성과

이후 정무위 대체토론, 여야정협의회 논의, 정무위 및 법사위 심사 등 논의과정을 거친 공정

출총제는 계열사 출자를 통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함으로써 재벌체제에서 야기될 수 있는

거래법개정안은 2009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후 공포절차를 거쳐 2009년 3

차입 등을 통한 과도한 출자를 억제시켜 소유지배구조의 왜곡, 경쟁기반의 훼손, 동반부실에

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따른 시스템 리스크 확산 등 부작용을 일정부분 억제하는데 나름대로 기여하였다.
그러나 출총제는 출자라는 기업의 일반적 경제행위를 사전적으로 규제하기 때문에 자유로

3. 보완책 마련: 사후적 시장감시 시스템 강화

운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대표적인 규제로 끊임없는 존폐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출총제는 포
지티브 규제(원칙금지-예외허용)이자 출자총량 규제의 속성을 지니고 있어 원칙 적용 시 상

출총제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규제가 직접적 상호출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여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출자관계를 규제하는 수단으로 기능하여 왔다는 점에서 출총
제의 폐지 이후 경제력 집중이 심화될 우려가 존재하였다. 따라서 동 제도의 폐지를 보완하는
제도적인 개선 노력도 병행 추진되었다.
출총제의 폐지는 시장의 자율적 감시 기능을 통하여 효율적인 대규모기업집단 운영을 꾀

당한 규제비용 발생하는 반면 비정상적 출자를 선별하여 억제하거나 복잡한 출자구조를 개
선하는 효과는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무엇보다 기업의 경영행태가 과거 차입위주 확장경영에서 외환위기 이후 수익성 중심으로
변화하는 등 글로벌화의 진전, 기업의 인식과 행태변화, 시장감시수준 개선 등 경제여건 변화
에 따라 규제 타당성이 크게 약화되어 출총제를 폐지하게 된 것이다.

할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이 전제가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시장 감시에 의한 통제는 기업집단

대표적 사전규제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던 출총제의 폐지는 기업규제 완화에 대한 정부의

의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경우에 보다 실효성 있게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의 제공이 매

확고한 의지를 시장에 인식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출총제 폐지에 따라 기업의 투자의욕이

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물론 종래 공시제도를 통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져 왔지만 기업집

고취되어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단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2009년 3

출총제 폐지에 대하여 재계는 기업의 투자환경이 개선되었다며 크게 환영하였다. 대한상공

월 25일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기업집단 현황 등에 대한 공시제도를 도

회의소는 2009년 3월 4일 논평을 통하여 “외국에 없는 대표적인 기업투자 관련규제들이 국회

입하였다.

입법절차를 거쳐 폐지·완화됨에 따라 투자환경이 제도적으로 일대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

새로운 기업집단 공시제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기업집단 전체에 대

하며 이를 환영한다. …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를 내다보고 새로운 경영전략과 투자계획을 수

하여 일정한 사항을 공시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기존의 개별회사 공시와는 달리 기업집단 전

립하려는 우리 기업들에게 신사업기회를 다양하게 모색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체의 정보를 일목요연하고 포괄적으로 공개하고, 정보공시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도록 하

고 밝혔다. 전경련도 2011년 2월 그간의 대표적인 규제 개혁 과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출

려는 것이 기업집단 공시제도 도입의 취지이다. 기업집단 공시제도의 도입으로 사회적 압력이

총제 폐지를 가장 우수한 과제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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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임을 다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출총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1986년 말 도입된 이래 대기업집
단 규제의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제도로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우리 경제의 개방화, 국제화가 급진
전됨에 따라 폐지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특히 이명박정부가 출범하면서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완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반응을 얻은 것은 야당과 논의할 때 상당한 자신을 얻기에
충분하였다.
그 후에 정무위에서 공청회가 개최되었는데 초청된 전
문가는 예상대로 반반으로 의견이 갈라졌다. 위원장은 나
에게 아무런 이야기하지 말라고 당부하였으나 나는 의원
의 질문에 못이기는 척 하고 답변하였다.

지배구조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여야 합의된 출총제 폐지안은 격론없이 정무위를 통과

나는 “지금 만족스러운 수준을 아니지만 과거에 비하여

해서 법사위를 거쳐 일사천리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당일

사외이사제도의 도입 등으로 현저히 지배구조가 개선되

에 통과되었다. 나는 감개무량하였다. 막바지에 백용호 위

었으며, 앞으로 운영의 실효성을 높인다면 우리 기업의 지

원장의 독려가 돋보였다. 정부 내에서는 입법추진 모범사

배구조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

례로 거론되었다.

변하였다.

출총제 폐지는 이명박정부가 추진하였던 기업규제 완화

이후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별도의 논의가 없어 여

의 상징적인 사례가 되었다. 정부의 친기업정책에 대한 국

야간의 이견도 거의 없는 것처럼 보였다. 다만 당시 방송

민의 인식을 확고히 심어준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09년

법 개정문제로 여야 대치상태라 국회통과가 어려워 계속  

하반기 이후 친서민 정책으로 전환함에 따라 후속 조치가

대기상태에 있었다.

단절되고 폐지에 따른 성과에 대하여 관심이 적어졌다.  

그러다가 한나라당 정책위원장이 야당과 상임위별로 현

실제로 폐지 후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등 경제

안문제에 대하여 담판을 통하여 마무리를 시도하였다. 정

활성화에도 일정부분 기여하였다. 그러나 반대로 출총제

무위에서도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폐지로 인해 대기업의 경제력집중이 심화되었다는 주장

폐지대상 제1순위가 되었다. 2008년 3월 28일 공정거래

정무위가 개최되기 얼마 전에 민주당 정무위 소속 의원

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 시 이명박 대통령은 “출총제는

들이 국회에서 조찬회의를 하면서 공정위측 간부들이 와

이미 폐지된 것이나 다름없으니 출총제 폐지를 추진하는

서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나는 당시 사무처장, 정책

당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출총제 폐지 외에 지주회

것을 가지고 대기업집단의 규제 완화를 하였다고 거론하

국장 및 기업집단과장 등을 대동하고 출석하여 출총제 폐

사 및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이 포함

지 말고 추가로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라”고 주

지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되어 있었다. 출총제 폐지 이외에는 야당이 전혀 문제로

에 따라 2012년 대선에서는 야당에서 오히려 다시 출총제
를 도입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야당이 약속한 지주회사 등의 규제 완화 법안은 다음 임

거론하지 않다가 막바지 담판에서 야당측이 갑자기 출총

시국회에 가니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야당측은 출총제 폐

여 사실상 폐지된 것이나 다름없이 실효성이 없어졌다.”고

제 폐지는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 주겠으나 지주회사 규제

지안을 그냥 합의해서 통과시켜준 것에 대하여 몹시 아쉬

이에 따라 나는 출총제 폐지를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하

설명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였다. 의원들

완화는 아직 검토가 미비하여 2개월 후인 다음 회기 때

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출총제 폐지후 1년간

여 국장급 이상 간부들과 대기업집단 업무를 담당한 경험

이 정무위 간사에게 경위를 물었다. 그러자 간사의원이 “당

통과시켜 주겠다고 하였다. 아니면 다음 회기에 함께 통

은 그 결과를 보고 그 후에 추가적인 규제 완화여부를 결

있는 과장들을 소집하여 그동안의 경위 및 공정위의 입장

에서 영향력있는 모 의원께서 장관으로 입각한 후 기업들

과시켜 주겠다고 하였다.

정하겠다고 하였다. 그 개정안은 그후 18대 국회가 끝날

을 다시 한 번 정리하였다. 특히 반대가 예상되는 야당측

의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출총제를 폐지할 것

여당 정책위의장의 이러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백용

인사들이 지난 정권에서 집권당으로서 표명한 출총제 관

을 주장해서 그렇게 된 것 같다.”는 취지로 설명하는 소리

호 위원장은 나에게 의견을 물었다. 나는 출총제 폐지 자

련 발언이나 발표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대비하였다.

가 들렸다.

체가 대기업집단 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우선

문하는 등 출총제 폐지는 정부내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
이 당연한 사실로 인정되는 분위기였다.

내가 “이미 지난 노무현 정권에서 출총제를 대폭 완화하

야당 의원들은 다소 실망한 표정으로 서로 몇 마디를

제 폐지에 대하여 아무런 이견이 나오지 않았다. 문제는 국

하더니 “알겠다.”고 말하고 그 후 회의는 흐지부지 끝나

음 회기에 함께 통과시킨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고 말하

버렸다.

였다. 결국 출총제 폐지와 다른 안건은 분리처리하기로

여 결사 반대할 태도를 취하였다. 그래서 백용호 위원장은

그 후 다시는 출총제 폐지와 관련하여 ‘MB악법’ 운운하

먼저 야당과 접촉하기 전에 재벌정책에 대하여 가장 비판

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정무위원회의 대체토론에서 야

적인 시민단체 인사들을 설득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당의원들은 대부분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으

그래서 나는 시민단체 인사들을 1:1로 만나 만찬을 하

한 야당의원은 나의 박사학위 논문을 거론하며 1997년

다행이 이분들은 모두 출총제의 폐지에 대하여 이견을 달

도에 작성한 내 논문에서는 “출총제는 합헌이므로 시행하

지 않았다. 개인적으로는 출총제가 이미 실효성이 없어졌

는데 문제가 없으며, 중장기적으로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다고 생각하므로 폐지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가 개선되고 경영의 투명성이 제고된 경우 출총제를 폐지

었다. 공식적으로는 몰라도 일단 개인의견으로 그 정도의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는데 나보고 지금 대기업집단의

선진화 개혁

하였다.

나 목청은 높지 않았다.

면서 출총제 폐지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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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원(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이것 만이라도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다. 다

집권 초기의 분위기상 입법예고나 부처간 협의에서 출총

회였다. 야당은 초기에는 소위 ‘MB악법’의 하나로 선정하

때까지 통과되지 못해 자동 폐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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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집·커피전문점 등 골목상권 진출문제도 출총제 폐지로 나타난 현상이라기보다는 대외경제

기업규제 빅뱅, 투자 활성화로 이어져야
“대기업의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산(金産)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3
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규제 중의 규제’가 풀림으로써 재계는 숙원을 이뤘고 대통령의 기업친화적 정책도 가시적
성과를 거둔 셈이다. … 규제의 그물도 치워졌으니 기업들은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
- 서울경제 사설(2009.3.4)

의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내수시장 진출 확대, 총수 일가 2~3세의 창업 증가 등의 요인이 복합
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2012년 치루어진 총선 및 대선 등 선거국면에서 경제민주화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출총제 재도입이 일부에서 주장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출총제 부활은 대기업집단 문제의 근
본적 해결에 적합한 처방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부작용만 발생시킬 우려가 크다.
출총제를 다시 도입하더라도 대기업의 중소기업영역에 대한 침투 등의 폐해를 억제하지 못

시대흐름 반영한 공정위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한다. 사업구조 재편 등 기업들의 필수불가결한 투자까지 가로막거나 외국 투기자본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방침이 점차 기업 현장으로 스며들고 있다. 기업의 신규투자에 최대 걸림
돌로 지목돼왔던 ‘출자총액제한제도’가 마침내 폐지되었고 … 기업 활동을 돕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이처럼 구체화

적대적 M&A에 대한 국내기업의 경영권 방어가 취약해지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크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젠 기업이 투자 확대와 고용 창출 노력으로 화답할 차례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정부의 탈규

다. 즉 외국 자본은 출자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국내회사 인수가 용이한 반면 국내기업은 출

제 노력과 기업의 미래 투자 의지가 선순환하기를 바란다.”

자한도 제약으로 국내회사 인수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문화일보 사설(2009.3.27)

따라서 출총제와 같은 사전적 규제를 통하여 기업활동을 획일적으로 제한하기 보다는 문
제해결에 적합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기업집단 문제의 핵심은 총수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점차 둔화되던 설비 투자 감소폭이 하반기에 플러스(+)로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경영을 좌우하면서 사익을 추구하는데 있다. 따라서 사익추구 목적의

전환되었다. 민간 30대 그룹의 투자 실적도 2010년에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견주어 16.3%가

일감몰아주기 등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을 규율하는 법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엄정한 법집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어 출총제 폐지가 기업들의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을 통하여 대기업집단 총수의 사익추구행위를 억제하여야 한다.

판단된다.

또한 기업의 내부견제장치가 시스템화 되도록 보완하고 강화하고, 이해관계자의 압력이나
사회적 평판을 통한 개선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회적 감시시스템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또한

(2) 문제점 및 향후 과제

대기업이 스스로 불합리한 행태를 개선하는 공생발전 의식과 문화의 확산을 유도하는 정책

출총제 폐지 이후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

방향이 바람직하다.

다. 즉 출총제 폐지 이후 대기업집단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자산·매출액 등의 비중이 커
지고 계열회사 수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중소기업 영역으로의 진출 등 대기업집단의 문제가
커졌다는 것이다.

제2절   수도권 규제 합리화

그러나 출총제 폐지 이후 대기업집단의 비중이나 계열회사 수가 더 빠르게 증가한 것은 사
실이지만, 이러한 현상은 경제규모가 성장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그 자체를 문

1. 수도권 규제 합리화의 추진 배경

제 삼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다는 반론도 있다. 즉, 계열사가 증가한 것은 새로운 성장동력 확
보를 위한 업종 다각화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한 것이며 출총제 폐지가 계열사 증가의 직접적

(1) 수도권 규제 현황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매출 및 자산 증가의 대부분도 기존 주력계열사의 성장에

수도권의 지리적 범위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전체이다. 고도 성장의 과정에서 수도권은

의한 것이며 새롭게 편입된 계열사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대기업의 중소기업영역 진출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대기업집단 총수 2~3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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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비하여 취업·교육·정보·금융 등의 각종 사회적 문화적 기회가 월등히 풍부하여 인
구와 산업 등이 수도권으로 과도하게 집중되었다. 수도권 집중은 수많은 비용과 문제점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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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로 인한

기시키고 있다. 과도한 사회적·경제적 자원 등의 집중으로 인하여 환경오염, 주택난과 높은

화 우려가 제기되었다. 수도권은 인구, 산업, 고

지가상승, 교통난에 따른 많은 비용 등을 유발하여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과 경쟁력을 저하

급 인력 등에 있어 사실상 성장의 기관차 역할

시키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경제·사회적 자원이 수도권에 편중됨에 따라 지방의 자생적 발

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여 일

1. 덴마크의 레고그룹은 이천시 호법면

전동력이 약화되는 등 국가 전체적으로도 많은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본,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은 국가경쟁

일대에 60만m2(2억 달러) 규모의 테

력 강화를 위하여 수도권 규제를 완화 또는 폐

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자연

수도권 규제의 근거 법률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등이다. 규제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신·증설, 일정규모 이상
의 개발사업 시행, 공업 지역 지정 등이다. 규제의 수단으로는 물리적인 직접 규제와 경제적
규제가 병용되고 있다.

지하는 추세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엄격한 수도권 규제를 유지하고 있어 선진국과

외국기업 투자실패 사례

보전권역 내 관광지 조성 면적제한(6
만m2)으로 무산→2002년 독일에 레
고랜드 테마파크 조성
2. 부천시에 위치한 Fairchild*(외투기
업)는 공장증설 규제로 중국에 8,000

우선 대표적 규제로는 공장총량제, 산업단지 물량 배정, 권역별 입지 규제, 대학 신설 및 정

의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었다. 특히 2008년 글

원총량 규제 등을 들 수 있다. 수도권 내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3년 단위로 공장

로벌 경제위기 이후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내

건축 허가의 총 허용량을 정하고 있다.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

수를 진작하고 성장동력을 회복할 필요가 있었

여 대기업을 중심으로 권역 별로 업종·규모에 따른 개별공장의 신증설도 제한하고 있다. 또

다. 대기업과 첨단산업에 대한 과도한 입지규제

한 대표적인 인구집중 유발시설인 대학의 신설 및 정원을 규제하고 있으며 대규모 개발 사업

로 인하여 수도권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그 결과 대기업 설비

및 공공청사의 신축·증축 등도 차등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투자 지연 및 영세 중소기업 난립 등으로 기업 및 수도권 자체의 경쟁력이 약화되었다.

만 달러를 대체 투자
  *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생산, 연 매출
액 약 6,000억 원 규모

경제적 규제로는 과밀 부담금과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의 중과가 있다. 서울시에 대형

또한 수도권 규제정책이 인구 및 산업집중 억제라는 당초의 정책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지

건축물을 신증축할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거하여 건축 연면적 기준으로 표준건축비

못한 채 오히려 무등록 공장의 양산, 수도권 인접지역에 국한한 공장설립 확대 및 국내 공장

의 5~10%에 해당하는 과밀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부담금은 서울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의 해외 이전 등 의도하지 않았던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었다.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하여 행정

재정비촉진특별회계뿐만 아니라 국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도 동일비율로 편입된다. 또

기관의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이 추진됨에 따라 자칫 침체될 수 있는 수도권

한 과밀억제권역 내 집중을 억제하고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밀권역 내의 공장 신증

지역의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하여도 수도권 규제의 합리화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설 등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를 중과하는 한편 과밀억제 권역 내 공장 등이 지방
으로 이전하였을 때는 법인세·취득세·재산세 감면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② 대내외 경제여건의 악화
2008년 들어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및 규제개혁 조치의 체감 부족으로 설비 및 건설투자가  

  

(2) 수도권 규제 합리화의 필요성  

위축된 상태였다. 신규고용 창출 규모가 2008년 2/4분기에 20만 명을 하회하는 등 급감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기업 투자 부진 및 일자리 감소 추세를 타개하고 국가 경쟁력

①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

제고를 위하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경기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7

수도권 규제 정책은 서울 인구 집중이 확산되면서 1970년대부터 수도권 과밀억제와 국토

년까지 경기도에서 해외로 나간 업체 수는 6,128개였으며, 지방이전 업체는 150개에 불과하

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유지되어 왔다. 수도권 규제 정책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1982), 공
장총량제 시행(1994), 과밀부담금제 시행(1994) 등으로 1990년대까지 강화되어 왔다.

여 과도한 수도권 규제는 국내기업의 지방이전보다 해외이전을 초래하고 있었다.
정부 출범 이후 투자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우선 창업절차 간소화방안, 임대산업단

그러나 세계화, 지식 정보화 등 글로벌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입지규제를 기반으로 하

지 공급 확대방안, 지방의 기업유치 및 투자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여 경제살리기에 힘을

는 수도권 정책이 유지됨에 따라 수도권 성장 잠재력의 저하로 인한 국가 전체의 경쟁력 약

보탰다. 하지만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가장 주된 요인 중의 하나인 과도한 수도권 입지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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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2002년 공장 등 설립허가제를 폐지하고 2006년에는 공업재배치법을 폐지하는 등 수도
정부차원에서 철저히 대책을 마련 중인데
내수진작이 중요하며 특히 지역 간 갈등문제를 넘어서서

권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 외국의 수도권 문제 해결 방식을 볼 때 지속적으로 지방육성정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과감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책을 추진하면서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진 외국

이명박 대통령, 제8차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회의(2008.10.30)

의 수도권정책은 규형발전이라는 큰 틀 속에서 수도권의 집중완화와 지역발전이 조화를 이루
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기본 골격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2. 수도권 규제 합리화 추진 경과
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에 대하여 지방과 수도권간의 첨예한 갈등으로 의견접근을 이루
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수도권 규제 완화의 서막은 5+2 광역경제권별 신성장 선도사업의 발전방향 제시였다.

이러한 수도권 관련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수도권 규제의 합리화 요구가 점차 대

5+2 광역경제권별 신성장 선도산업 발전방안은 지금까지 노무현정부에서 지방 13개 시도

두되었다. 이에 부응하여 이명박 대통령도 지역 간 갈등을 뛰어넘는 내수 진작과 기업하기 좋

(수도권 제외)에서 중점적으로 진행하여 왔던 지역산업진흥사업을 7대 광역경제권별로 전환

은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시켜 광역경제권별로 1~2개의 신성장 선도산업을 집중 지원하여 대표산업으로 육성시킨다
는 것이다. 여기에서 수도권의 광역별 선도산업은 금융·비즈니스·물류 등 지식서비스 산업

③ 선진국의 사례

으로 선정되었다. 발전방향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수도권

선진국에서는 일찍부터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도권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현재는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진흥사업에서 소외되어 온 수도권의 발전방향을 제시

입지 규제를 폐지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추세이다.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영국은 런던의 인구 및 제조업 집중완화와 북부 낙후지역 개발 촉진을 위하여 1940년대 산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2008년 10월 30일 ‘국가경

업개발허가제, 공장건축허가제 등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유럽 내 경쟁심화와 세계화의 급진

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이 발표되면서 부터이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전으로 런던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1980년대 산업

에서 확정한 이 방안은 ‘국토이용계획의 유연화’ ‘용도지역의 통합 단순화’ ‘토지개발 이용규

개발허가제 및 공장건축허가제를 폐지하고 2004년에는 런던의 인구증가를 수용하기 위하여

제의 합리화’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담고 있어 수도권 규제 완화의 직접적인 시작을

주택·대중교통정책 마련을 골자로 하는 런던플랜을 수립하였다.  

알렸다.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 방안은 공장 등 산업 관련 규제의 완화에서부터 환경규제

프랑스는 전통적 중앙집권체제로 의사결정 기능, 인프라, 교육기관 등이 수도 파리에 집중
되어 있었다. 1950~1960년대 이를 타파하기 위하여 파리권에 공장설립허가제, 과밀부담금
제 등을 시행하여 지방이전 유도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유럽통합 등 경쟁환경의 급변으로
1982년 과밀부담금제 폐지를 시작으로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전략으로 수정하였다.

방식의 전환, 규제 완화로 창출되는 경제성과의 비수도권 환원까지 개선할 규제의 종류, 방
식, 향후 성과의 배분방식을 아우르고 있다.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이 발표되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갈등이 점화되었다. 정부가 수
도권 규제 합리화를 발표하자마자 인구와 기업의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일본은 고도성장의 부산물로 도쿄권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이 심화되어 1950년대부터 공장

제기되었다. 그동안 추진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이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타났다.

등 설립허가제, 수도권정비법, 공장재배치촉진법 등을 도입, 시행하였다. 그러나 산업구조가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자문단은 수도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변화하고 인구구조가 저출산·고령화·핵가족화 등으로 변화함에

권의 규제를 풀면 지방경제는 모두 붕괴될 것이라며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였다. 충

따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1980년대 들어 정책기조를 공업활성화로 전환하였다. 이에

청, 강원, 대구, 전북 등 비수도권은 일제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비수도권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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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규제의 큰 틀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기업활동의 자율성 확대, 투자 촉진 및 일자리 창
지방이 경쟁력을 가지고 차별화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정부목표이며
최근 있었던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조정은 실물경기 침체를 막고

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행위제한을 합리화하도록 하여 법개정보다는 구체적인 행위제한을
규정한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국가 경쟁력을 높여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수 처방으로서
정치논리로 접근하지 말고 경제적 관점과 투자자의 입장에서 생각하여야 합니다.

3. 수도권 규제 합리화의 성과

이명박 대통령, 국무회의(2008.11.11)

아무 성과 없이 요란하게 말만하는 지방분권이 아니라
하나하나 내용이 알찬 지방분권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초유의 불경기 속에서 지방에 가야 할 것이 이번(수도권규제 완화) 조치로 인하여
안 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1) 수도권 규제 합리화의 내용
수도권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수도권 기업활동 및 주민생활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8년 10월 수도권 규제 합리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2009년
법령 개정을 통하여 실행하였다. 부처 간 과도한 중첩규제를 해소하고 자연보전권역 등 수도

이명박 대통령, 전국 시・도지사 초청 청와대 회의(2008.12.4)

권 내 저개발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 유도를 위한 기반을 제공하였다. 2009년 이후에도 과도
한 규제 및 인구 집중 유발 시설에 대한 합리적 완화를 통한 기업활동 및 주민생활의 불편 개
선은 계속되고 있다.
심으로 하는 균형발전을 포기하는 처사라며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대통령과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규제 합리화로 인한 갈등진화에 나섰다. 대통령은 국무회

①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공장 개념의 일원화

의에서 직접 수도권 규제 합리화에 대하여 오해하지 않도록 잘 설명할 것을 당부하였다. 전국

우선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공장 규제 대상을 당초 연면적 200m2에서 500m2로 조정하

시・도지사 회의를 주재하여 수도권 규제 합리화로 인하여 지방이 위축되는 일은 없을 것임

였다. 이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관리 대상 공장과 기준을 일원화하

을 언급하였다. 국토해양부도 장관이 직접 전국의 시・도지사에 서신을 보내고 의견을 협의

기 위한 조치로 효과적인 공장관리와 합리적인 규제를 가능하게 하였다. 법 적용상 혼란을

하는 등 규제 합리화의 순효과에 대하여 이해를 구하였다.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수도권 규

일으킬 수 있는 요소도 제거하였다.

제 완화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은 물론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들과 병행하여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어 2009년

② 산업단지 물량 제한 규제의 유연성 제고

1월 16일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을 개정·시행하였다. 이는 경제위기의 조기 극복을 위하여

효율적 토지이용과 산업집중 억제를 위하여 ‘수도권 정비계획’에 따라 수도권에 공급되는

모든 부처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으며 대통령도 이후 필요한

산업단지 공급 면적을 제한하던 산업단지 공급물량 제한 역시 완화하였다. 그동안의 산업단

조치였다고 언급하였다. 2011년에는 타부처 정책과의 공조, 총량규제 관련 추가적인 합리화

지 공급규제는 집중적 개발의 필요성 등 각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과 무관하게 성장관리권역

등을 추진하였다.

전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기본방향은 수도권과 지방의 동반발전이라는 원칙하에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불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 경제자유구역, 반환공여구역, 지원도시사업구역 등의 지정에 따

합리하고 중복적인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기능적 보완성을 강화하

른 산업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국가적으로 필요한 정책지구에 대하여 산업단지 물량과 상관

는 방향으로 국내 산업의 재배치를 통하여 국토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한다. 이를 위하여

없이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상황적·정책적 필요에 따라 산업단지를 유연하게 개

수도권은 주력 R&D 및 시제품 생산 등 첨단산업 기능을 갖고 지방은 다수의 생산거점 내에

발할 수 있게 되어 좀 더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게 되었다.

서 개발과 생산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형태로 보완적 기능을 구비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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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장의 신설·증설·이전 규제 개선

전면적으로 이루어졌다. 오염총량제를 시행하는 지역에서 관광지 개발사업은 상한을 폐지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의 산업단지 내에서는 규모·업종 제한 없이 공장의

고, 10만m2 이상의 도시개발사업도 허용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허용되지 않던 폐수

신·증설 및 이전을 허용하였다. 성장관리권역 중 산업단지 외 지역 내 공장 증설·이전 규제

비발생 공장의 신증설에 대하여도 입지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이 조치에 따라 환경보전

를 개선하였다. 기존 96개 첨단 업종에서 모든 첨단업종 기존공장의 증설범위를 확대하였으

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고도 토지의 효율적·집약적인 활용이 가능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낙후

며 첨단업종 외의 공장은 기존부지 내에서 증설을 허용하였다. 과밀억제권역·자연보전권역

된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에서 성장관리권역 내 공업지역으로 이전 가능한 업종도 기존 8개 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

확대하였으며 과밀억제권역 중 산업단지 외 지역의 공장 증설범위를 확대하였다.
자연보전권역 내에서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 건축면

허용 대상

기존

개선(2009.3)

•도시/지역개발사업

6만m2 이내

도시지역: 10만m2 이상,
비도시지역: 10만~50만m2

•관광지조성사업

6만m2 이내

상한 폐지

2

적 산정 시 오염배출시설이 아닌 창고·사무실을 제외하여 제조시설 확대효과를 약 10만m
이상 누릴 수 있게 되었다.

④ 오염총량제 실시와 연계한 자연보전권역의 대형건축물 규제개선

•대형건축물: 판매용 1만 5,000m2 이상
업무용 등 2만 5,000m2 이상

금지

입지 허용

환경규제 방식을 입지규제 중심에서 총량제·배출규제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오염총

•폐수비발생 공장 신증설

금지

입지 허용

량제 의무화 시행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입법을 환경부 주도로 추진함에 따라 규제개선이 이루
어졌다. 기존 자연보전권역에서는 창고시설과 주차장의 면적을 제외하고 2만 5,000m2 이상 업
무용, 1만 5,000m2 이상 판매용 건축물 또는 복합용(업무·판매용) 건축물의 건축을 금지하는

⑥ 금융·R&D 시설의 과밀 부담금 감면

규제를 시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규제는 자연보전권역 내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었

과밀부담금은 수도권 과밀억제와 도시기반시설 및 지역균형개발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서

을 뿐 아니라 지자체 별로 대규모 물류 시설 등의 조성을 추진할 때 걸림돌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과 함께 자연보전권역에서도 도시지역은 압축개발이 바람직한 점, 비도시지
역의 경우 용도지역별 건축규제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대형건축물의 신축·증축·용도 변

울시에 건축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규제이다. 이 부담금은 인구집
중을 유발하는 판매·업무용 대형 건축물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으로 인구집중 등으로
발생하는 간접비용 등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의 성격도 갖는다.

경을 전면 허용하는 규제 개선이 이루어졌다. 다만 자연보전권역의 특수성과 개발 총량의 관

그러나 국제금융 비즈니스 허브로 거듭나려는 서울시의 비전을 고려할 때 관련 투자를 촉

리를 위하여 오염총량제를 시행하는 지역에서만 이러한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수

진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고려하여 금융중심지 내 금융업소, 산업단지 등의 R&D 시설에 대

도권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여 과밀부담금을 감면하는 규제개선을 시행하였다.

⑤ 오염총량제 실시와 연계한 자연보전권역 개발사업의 총량규제 전환

⑦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지방의 이익환원

규제개선 이전에는 자연보전권역의 도시개발·공업용지·관광지 개발사업의 경우 6만m2

규제 완화로 창출되는 경제적 성과를 비수도권 지역의 투자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

2

미만의 규모에 한하여만 허용하되 3만m 이상의 경우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었다. 이러한 규

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규제 완화로 발생하는 이익 등으로 투자재원을 마련하여 지자체

제는 환경보전을 위한 조치였으나 상대적로 자연보전권역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에는 어려움

가 제시하는 지역투자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공정한 지원을 위한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 있었다.

구체적 지원방안으로 별도의 지역상생발전기금 등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오염총량제가 시행됨에 따라 오염총량제 시행지역에 한해서는 개발사업의 규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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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규제대상이 되는 연수시설 기준면적 조정 및 자연보전권역 내 연수시설 규제 완화

어 있던 자연보전권역에서 짜임새 있는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

건축물 연면적이 3,000m2 이상인 연수시설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인구집중 유발시설로

일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의 성장 비전에 따라 차등적으로 규제를

분류되어 규제를 받아왔는데 이는 기업활동에 과도한 제약이 되어왔다. 하지만 연수시설은

완화하여 ‘규제’ 뿐만 아니라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완화되었다는 점도 큰 시사점을 갖

공장·업무시설 등과 비교할 때 인구를 유발하는 정도가 매우 낮다. 시설별 인구집중유발 계

는다. 산업 부문에서 볼 때 정책 지구에 대하여 산업단지 공급의 유연성을 제고하였다. 수도

수를 보면 공장 16.87, 업무시설 29.12, 서비스시설 7.19, 교육시설 1.66이었다. 따라서 연수

권에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비전에 따라 성장관리권역의 공장 신·증설 중 첨단 업종

2

시설보다 인구집중 효과가 큰 업무용 건축물의 경우에도 연면적 2만 5,000m 를 기준으로 규

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비전에 맞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서울의 경우에도 금융 중

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연수시설의 경우에는 규제 대상 자체를 3,000m2에서 3만m2로 대

심지의 과밀 부담금을 감면함에 따라 금융 중심지로의 성장을 육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

폭 확대하였다. 그 결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제고되었다.

였다.

같은 맥락에서 자연보전권역 내 연수시설 규제도 대폭 완화하였다. 자연보전권역에서는

정부는 향후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계획적 관리로의 수도권 관리 방식 전환을 준

건축물 연면적 100분의 10 이하 범위 내에서의 기존 연수시설의 증축만 허용되고 신축, 용도

비하고 있다. 계획적 관리가 기존 수도권 관리 방식과 가장 크게 다른 점 중 하나는 중앙정부

변경 등은 허용되지 않고 있었다. 이는 인구의 집중을 막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환경에의 영

중심의 규제에서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중앙정부-지자체의 긴밀한 연계 하에 관리를 시행하

향을 최소화하기 위함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오염총량제가 시행됨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계획

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적정량의 개발을 관리하고 지역의 특성에 따라 개발의 종류를 배분하

시행지역 내의 연수시설 신축, 증축, 용도변경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면적으

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오염총량제를 실시하는 지역에서의 총량규제로의 전

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입지규제 완화를 통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높아지

환은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고 기업활동의 편의성도 제고되었다.

4. 수도권 규제 합리화의 향후 과제
⑨ 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폐합 허용기간 연장 및 수도권 소재 산업대의 한시적 일반대 전환 허용
수도권 내에는 원칙적으로 4년제 대학의 신설이 불가하다. 비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과 수

앞으로도 기업활동과 지역 주민의 생활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되어야

도권 내 전문대학을 통폐합하는 경우에도 수도권 전문대가 4년제 대학이 되므로 4년제 대학

한다. 앞서 기술하였듯이 자연보전권역의 수질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

의 신설에 해당, 금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면 공업용지 조성사업의 면적을 완화하는 규제 개선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조정 차원에서 추진 중인 대학과

는 선진국의 예와 같이 수도권 관리 방식을 계획적 관리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전문대학 간 통폐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폐합으로 신설되는 4년제 대학의 경우에는 수도권

계획적 관리로의 전환은 세종시, 혁신도시 등 지역개발 시책의 성과가 가시화되면 이루어지

정비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허용하는 한시적 특례규정을 연장(2009.12.31→2012.12.31)하였

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역시 교육과학기술부의 산업대의 일반대 전환 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
의 심의를 거친 경우 한시적으로 (2011.9.28까지) 산업대의 일반대 전환도 허용하였다.

수도권 규제 완화의 목표는 지방의 성장동력을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다. 수도권
과 지방은 상생발전하여야 한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수도권이 세계 속에서 선진 대도시권들
과 경쟁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며, 경쟁력 확보의 목적은 국가 경쟁력 향상

(2) 수도권 규제 합리화의 성과

을 통한 지방과의 상생발전이다. 따라서 수도권 규제 합리화 또는 관리방식의 전환은 지역개

오염총량제가 도입되는 지역에 대하여 수도권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막

발 시책 성과와 연계하여 이뤄져야 할 것이다.

고, 토지의 집약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특히 오염총량제 내에서는 대규

수도권 규제 완화, 계획적 관리로의 전환이 지역개발과 연계될 때만이 수도권-비수도권 간

모 개발사업에 대한 일률적인 면적 제한을 폐지함에 따라 수도권 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 없이 정책이 수행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명박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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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도 선 지방발전지원 후 수도권 규제 완화가 현 정부의 정책기조라고 밝힌 바 있으며, 이

수도권 규제합리화,

후에도 지방선도사업을 우선 지원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석을 놓다

무한경쟁시대! 세계 경제는 글로벌화의 진전으로 국경

또한 오염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자연보전권역에는

을 초월하여 경쟁하는 구도로 변화하고 있었다. 성장한 시

도시개발사업, 지역종합개발사업, 관광지조성사업 등 대

민의식과 세계 각국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기업 유치를

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면적제한 완화와 업무용(판매용・

위하여 경쟁하는 이 상황. 불합리한 규제는 더 이상 어느

복합) 건축물등 대형건축물의 입지(신・증축 및 용도변

누구에게도 이해받을 수 없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었다. 특

경)를 허용하였다. 이로써 상대적으로 낙후된 자연보전권

히 기업들의 투자처는 대한민국만이 아니었다. 전 세계가

역에 대한 토지의 효율적·집약적 활용과 지역경제 활성

그들을 부르고 있었다.

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제3절   토지 규제 완화
1. 추진 배경
투기로 인한 지가 급등과 토지소유의 양극화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토지・부동산 관련 규제와 정책은 기본적으로 민간 투
기자본이 토지거래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

그러나 인구, 산업, 고급인력 등에 있어 사실상 대한민국

그 외에도 수도권 내 공공법인 사무소의 신축이 금지되

성장의 기관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수도권은 입지규제

었으나 신증축 및 용도변경을 허용함으로써 공공법인의

되었다. 출범 당시 전 국토의 20%가 넘게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부동산산업에 대한

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수도권규제로 인하여 선진국과의

경쟁력 향상이 가능하게 되었다. 금융업소 등의 과밀부담

강도 높은 진입 규제, 중앙정부와 공공기관 중심의 택지개발사업 등은 집권적이고 규제적인

경쟁에서 뒤지는 환경이었다. 특히 2008년 들어서는 대

금 면제 등으로 국내외 기업과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촉

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어 투자촉진 및 일자리창출 등 국

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토지정책의 대표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제중심의 토지정책은 투기 심리를 억제하고, 부동산 산업 전반의 질서를 유지하

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도권 규제 합리화가 절실하였다.

이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수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세종시, 혁신도시 등의 든든한 지역발

권 규제 합리화가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주

며, 단기에 많은 택지를 공급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명박정부에 즈음하여 지가가 안정

전 시책이 마련된 상황이기도 하였다.

장도 있었다. 균형발전을 포기하는 처사라는 비난도 있었

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됨에 따라 시장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원상회복하여 완화시킬 필요

수도권 규제 합리화의 첫 신호탄은  2008년 10월 30일

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하였던 것은 국무회의에서

수도권규제의 합리적 개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

직접 수도권 규제 합리화에 대하여 오해하지 않도록 잘 설

경쟁력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의 발표였다.

명할 것을 당부하였던 대통령, 그리고 손수 편지를 써 시

이에 따라 기업활동과  주민생활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불

도지사의 이해를 구한 국토해양부 장관 등 관계자들의 노

합리한 규제들이 하나하나 정비되기 시작하였다.

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목적과 효과와는 별개로 수도권 규제 합리화

사업구역 등) 내 산업단지는 수도권 산업단지 물량규제

로 인하여 수도권과 지방 간 감정의 골을 더욱 심화시킨

대상에서 배제하여 체계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 속 우려도 있었다. 그래서 규제 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이원화되

리화 이후, 대통령의 “수도권 규제 완화 관련, 할 것을 하였

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던 공장총량제 적용대상 공장도 기

다고 본다.” 라는 말씀 한마디에 그동안 노심초사하였던

2

존 ‘200m ’이상에서 ‘500m 이상’으로 일원화하였다. 수
도권에 입지할 수 밖에 없는 첨단 산업 등에 대한 규제도
전략적으로 개선하였다.

계화가 심화되면서 민간의 자율성이 강조되는 환경으로 급격히 변화하였다.
이명박정부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따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토지를 안정적으로 공급
하면서도 규제중심에서 민간자율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의 집권화된 방식에서 지방

정책지구(경제자유구역, 주한미군반환구역, 지원도시

2

가 생겼다. 대내외적으로 민간의 역량과 전문성이 강화되고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세

정부와 민간 중심의 분권화된 방식으로,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자유경쟁을 촉진하는 방식의
토지정책을 수립하였다.

2. 토지거래허가제의 합리적 개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도 사실이다.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통하여 선진 일류국가라는 열매
가 맺어지길 빈다.

(1) 지가 안정 추세와 규제 완화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적 거래 등으로 지가가 급등하였거나 향후 지가 급등 우려가 있는

- 강팔문(전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장)

지역의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 당사자가 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토
지거래규제이다. 이 제도는 1970년대 후반 도입되었으나, 2003년 노무현정부 당시 각종 국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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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확대에 따라 지가급등 현상이 전국토로 확산됨에 따라 2007년 9월 당시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이 총 2만 1,788km2 로 국토의 21.8%에 이르렀다.

한편 지가가 안정되거나 투기 가능성이 낮은 지역은 원칙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
제하되 지가변동률이 높은 지역,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지역 개발사업 예정지역, 투기 우려가

전국의 토지 가격은 2008년 말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당시의 일시적인 급락 이후 대체로 안

있어 지자체에서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 등을 해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

정세를 유지하였다. 국토의 상당부분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저정되면서 국민의 자유로운

고 있다. 사업규모가 큰 신도시개발사업 지역은 주변지역 지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당

재산권행사에 대한 요구가 점차 확산되었다. 따라서 과거 시장과열기의 토지시장에 대한 적

장의 투기 가능성은 낮더라도 주변 영향권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극적인 정부개입보다는 민간의 자율성을 높이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중심이

(3) 토지거래허가제의 향후 과제

이동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세계적인 경기 불황과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침체, 국민의 불편 등을

(2)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합리적 조정

감안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해제하였다. 그러나 허가구역 해제만이 능사는 아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과 해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근거하고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나 예정된 지역에서는 국지적으로 지가 급등 현상이 포착되고 있

있다.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거

다. 특히 도시개발 초기 단계에 있는 지역의 경우 지가 급등은 보상가 급등과 도로, 공원 등

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5년의 기간 내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향

공공시설 설치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정부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후 토지시장 안정으로 지정사유가 소멸된 경우나, 관계 지자체장의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
될 때 허가구역을 해제 또는 축소할 수 있다.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해제는 지가변동률과 토지거래량 등 한정된 자료에 기초
하여 결정된 경향이 있다. 대응에 있어 정책시차가 발생하여 토지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의 토지시장 안정 추세와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국

응하는 데 미흡한 점이 있었다. 앞으로는 국토공간정보체계의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토지

민 불편을 감안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7차에 걸쳐 대폭 해제하였다. 그 결과 2012년 말 현재

시장 동향을 포착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선별, 토지거래허가제도 실시에 활용하여 나갈

2

1,099km 가 국토해양부 지정 허가구역으로 남아 있다. 이명박정부 출범 당시 전 국토 면적대비

계획이다.

19.1%가 국토해양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이던 것이 2012년 11월 1.7%로 대폭 감소하였다.

3. 토지은행 제도 도입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2012년 8월 현재)
일자
2008.5.31
2009.1.30

해제지역(사유)
수도권·광역권 GB,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 중 일부(투기우려 해소)
행복도시, 김포·파주신도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무안기업도시,
아산신도시고속철, 혁신도시, 경북도청 예정지(금융위기 이후 규제 완화)

2009.5.31

수도권·광역권 GB,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 중 일부(금융위기 이후 규제 완화)

2010.12.1

광교신도시, 인천경제자유구역, 길음·왕십리뉴타운(개발·보상완료에 따른 필요성 해소)

2010.12.15

2011.5.31

2012.1.31

수도권·광역권 GB,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 중 일부
(토지시장 안정기조, 과도지정 구역조정, 장기지정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수도권·광역권 GB,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 중 일부
(토지시장 안정기조, 과도지정 구역조정, 장기지정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수도권·광역권 GB,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 중 일부
(토지시장 안정기조, 과도지정 구역조정, 장기지정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면적(km2)

(1) 토지의 가치와 우리의 현실

1,428

‘토지’는 노동, 자본과 함께 국민경제 활동을 위한 3가지의 생산 요소 중 하나로서, 국민의

10,224

생산과 생활의 기반이자 가장 중요한 삶의 원천이다. 특히 많은 인구에 비하여 ‘좁은 국토’를

163
17.98
2,408

가진 우리나라에서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설치하기 위한 공공개발용 토지를 확보
하고 활용하는 일은 국가 전반의 생산성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는 고비용의 토지비용 구조와 용지비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사회간
접자본 확충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우리나라의 지가총액은 GDP의 3.6배에 달하여 선

2,154

1,244

진 외국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높은 토지가격은 우리경제의 고비용 구조를
심화시켜 국가경쟁력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여 왔다. 특히 국가경제 기반이 되는 공공
개발용 토지의 비용 상승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사회간접자본의 경우 용지비 급등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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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재정부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산업단지의 경우에도 토지비용 급등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으로 기업투자 활성화에 큰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국가 차원의 토지수급 통제체제
가 없는 상황에서 토지의 수급불안으로 인한 토지시장 불안 현상은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만

주요 선진 외국 토지은행 도입 현황					
구분
프랑스

성적이고 고질적인 문제가 되어 왔다.
스웨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가 토지 비용체계의 획기적 개선 필요
일본
3.6배
3.0배
2.5배

우리나라 지가총액은 GDP의 3.6배로 높은 수준
(캐나다 1.1배, 일본 2.5배, 미국 2.8배, 프랑스 3.0배)
※ 자료 : 통계청

영국

2.8배

미국

1.1배

캐나다 일본

미국 프랑스 한국

도입배경
•민간 위주 공급
•토지가격 급상승
•토지투기 만연
•저렴한 주택제공
•지가상승
•공공용지 취득난
•Greenbelt 관리
•개발토지 공영화
•환경보전

도입시기

운영주체

1950년대

공공법인

1900년대 초

공공법인

1970년대 초

공공법인

1960년대

공적주체

1870년대(국유지확보)
1970년대(토지비축)

토지은행공사

관련법 제도
토지법
(1953년)
토지임대법
(1907년)
토지기본법
(1989년)
공유지에 대한 토지등록제도
(1980년)
연방정책관리법(1976년)

우리나라에서도 토지은행 관련 논의가 계속되어 왔으나 예산 부족 문제 등으로 실현되지
못하다가 이명박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빛을 보게 되었다. 이후 국가재정
운영계획 전략회의,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경제운용방향 보고회의 등에서 논의가 확대되면

SOC 용지비 지속 상승으로 재정 부담 급격히 증가
6.9배

59.6

서 법제정, 담당조직 등 전반적인 추진체계와 관련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토지은행의 법적 성격, 비축대상 토지의 범위, 재원조달 방법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학계와

29.8

동탄 신도시 인근 도로용지 보상가의 경우 6.9배 상승
(2001년 8.6만 원/m2→ 2007년 59.6만 원/m2)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후, 2008년 11월 5일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이렇게 제출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은 2009년 1

8.6

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9년 2월 6일자로 시행되었다. 또한 2009년 7월 1일 구 한
국토지공사(현 LH공사)에 토지은행이 토지비축사업을 담당하는 전담조직으로 설치되었다.

2001 2005 2007

이에 따라 토지은행사업의 본격 실시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를 토대로 국토해양부 등 정부차원의 본격적인 움직임도 시작되었다. 국토해양부는
2009년 6월 19일 제1차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09년도 토지비축시행계획과

(2) ‘시작이 반이다’ 토지은행 출범

토지은행 예산을 확정하고 토지은행의 첫 사업으로 SOC 용지, 산업단지 등 21개 사업 2조 원

공익 목적을 위하여 장래에 이용·개발이 필요한 다양한 용도의 토지를 미리 확보하고 효

규모의 토지비축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2010년 3월 12일 개최된 제2차 공공토지비

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토지관리시스템, 즉 ‘토지은행(Land Bank)’ 제도는 이

축심의위원회에서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총 20조 원 매년 2조 원의 토지를 비축하기로

미 선진 외국에서는 20세기 초부터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결정하였다.

미리 개발 등에 필요한 토지를 국·공유지로 매입하여 도시계획시설 설치, 임대주택 건설, 사
회간접자본 확충, 환경보전을 위한 녹지 비축 등에 사용하는 사업이 활성화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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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은행 제도도입을 위한 주요 논의 현황
주요정책
국정과제(No.193)
(2008.2.25,
2008.4.24)

국가재정운영계획
전략회의
(2008.4.27)

제3차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회의
(2008.5.23)
제8차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회의
(2008.10.30)
2009년 경제운용
방향 보고회의
(2008.12.16)

토지은행 운영 프로세스 및 조직
주요사항

운영 조직

운영 프로세스

• 장기임대산업용지 조성·공급 확대
- 舊 한국토지공사의 토지비축기능을 활용·확대(2017년까지 3,300만m2의 산업용지 임대 공급)
- 개발예정지역 등을 중심으로 개발가용지 사전 비축

토지수급 조사

- 도입 추진 중인 Land Bank 제도에 포함 운영
• 저가 적기의 공공용지 공급을 위한 Land Bank 도입
- 舊 한국토지공사에 Land Bank를 설립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

- SOC·산업용지 비축 후 정부·공기업 등에 공급

토지비축 계획

종합계획(10년)
시행계획(연간)

비축사업계획

취득·관리·
공급 실행계획

- 매년 2조 원(SOC·산단 각 1조 원)씩 총 10조 원 누적 비축
• 산업단지 공급가격 인하방안 (Land Bank 제도 도입)

국토해양부

- 토지비축위원회 설치, 비축대상지역 선정, 산업용지 임대확대
- 국유지를 활용한 산업단지 조성 및 복합산업단지 개발 확대
- 랜드뱅크에 대하여 비축목적의 농지매입을 허용 등

토지은행
(한국토지주택공사)

•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 이용 효율화 방안

토지비축
취득 보상·매입 등
관리 보유·조성 등
공급 매각·임대 등

- 공공용지(산업·도시용) 공급 능력 확대를 위하여 토지공사에 농지 사전 비축 허용

• 한국형 뉴딜정책 추진을 위한 SOC 투자 확대
- 개발예정지·가능지 등을 미리 비축하여 SOC·산단 등 공익사업에 적기·저가에 공급(2조 원)

토지비축
정보체계 토지수급정보
통합서비스

토지시장 분석

심의, 의결하여 확정하게 되면 토지은행 운영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비축시행계획에 따
라 사업별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비축토지를 취득, 관

토지은행 토지 운영 현황(2012년 11월 현재)
					

리, 공급하게 된다. 아울러 토지비축 정책효과 및 토지시장 동향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기 위하
여 토지시장 분석을 시행하는 한편 토지비축정보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승인

2009년 말부터 도로, 산업단지 등 공공개발용 토지에 대한 본격적인 토지비축을 실시하였
다. 2012년 11월 현재 25개 지구 10km2 9,660억 원의 토지를 비축하고, 이 중 2km2 3,477억

비축

원의 토지를 공급하여 사회간접자본 등의 건설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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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수

면적(천m2)

용지비(억 원)

도로

20

6,189

9,179

산업단지

5

21,779

10,763

합계

25

27,968

19,942

도로

20

3,467

5,356

산업단지

5

6,557

4,304

합계

25

10,024

9,660

도로

20

2,041

3,477

산업단지

-

-

-

합계

20

2,041

3,477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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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은행의 향후과제

료 후 건축물대장 작성에 시간이 걸려 적기에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

2019년까지 총 20조 원의 토지비축을 목표로 야심차게 출범한 토지은행 사업은 재원부족

기 위하여 준공검사 등을 받은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이라도 중개사무소를 둘 수

으로 토지비축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현재 재원 전액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채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

권으로 조달하고 있어, 재원의 절대금액과 조달 비용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08년 전

중개업 개설등록을 위하여 이수하여야 하는 실무교육의 지침에 포함될 세부기준과 절차를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국내 토지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토지은행사업의 유

규정하여 실무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원활한 교육시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유한회

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인 중개업의 공인중개사 확보기준을 임원의 3분의 1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현재 안정세에 있는 토지가격은 또 언제 급등할지 알 수 없다. 개발압력이 높은 지

또한 중개사무소 안에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원본을 게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중개사무

역에서의 국지적인 지가상승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사회간접

소등록증 등의 사본게시를 통한 무자격 중개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외국인의 토지

자본 등 공공개발 수요는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토지은행은 장래

취득신고를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로 갈음하도록 ‘외국인토지법’을 개정하였다.

공공개발과 전체적인 토지시장 안정, 그리고 토지 수급조절의 측면에서 여전히 그 유용성을
갖고 있다.

②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토지은행은 이론적 기반과 정책·제도적 환경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처음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2 이상의 중개업자가 조직한 사업자

도입, 운영되는 초보적 단계에 있다. 앞으로 다양하고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와

단체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해당 사업자단체 또는 구

함께 꼭 필요한 토지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국토공간정보체계와 연계하여 토지비축 필

성원인 중개업자가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중개업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거나 해당 중개

요지역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등록관청 등은 중개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
나 업무를 정지하려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

4. 부동산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록 하였다.
중개업자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중개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1) 부동산 거래질서 선진화

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중개업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① 중개업 분야 규제 완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첨부하
던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의 제출의무를 폐지하되 등록관청이 해당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2) 리츠 활성화 위한 규제 완화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그 자격 확인을 요청하도록 하였다. 외국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부동

리츠는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

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결격사유의

를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2001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정으로

확인절차를 개선하였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에 영문서식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도입되었다. 2010년대 들어 PF 사업 부진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위축된 부동산 시장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면 응시수수료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

서 리츠가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리츠는 자본시장에서 주로 재원을 조달하므로 건설사의

여 응시자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부동산거래정보망 활성화를 위하여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요

지급보증을 근간으로 하는 PF가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활성화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건을 완화하며 중개사무소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확보하도록 하였던 것을 가설건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활성화를 모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축물에 중개사무소를 둘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재건축사업 등의 경우에는 사업 완

094

선진화 개혁

2001년 리츠 제도가 도입된 이후 리츠 활성화를 위하여 위탁관리 리츠의 도입, 개발전문 리

제2편 활기찬 시장경제

095

범위 확대(20→30세대 미만) 등을 통하여 부동산개발업 규제 완화를 추진하였다.

리츠 증가현황
 자산규모    리츠 수
90
76,312

80
70

82,038

70

60

81,526
74

40

70,000

산개발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요건으로는 자본금 3억 원 이상(개인은 영업용자산평

30,000
14,360

20
10

3,000m2 또는 연간 1만m2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부동

40,000

30
5,584

16
4

0
2002

20,000

21

10,000

10

이에 따라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0m2 또는 연간 5,000m2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80,000

50,000

48

33,296

90,000

60,000

48,724

50

(개)

가액이 6억 원 이상), 사무실 및 상근하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해당 전문인력은 법에서 정하는 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007년 11월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가 시행된 이래 신규 등록업체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 12월 말 기준 2,001개의 업체가 등록하였다.

0
2004

2006

2008

2010

2011

2012

연도별 부동산개발업 등록 현황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츠제도의 도입, 리츠 설립절차의 간소화, 자본금 규모의 완화 등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

신규등록

67

1,720

392

342

399

진하여 왔다. 2012년 말 위탁관리 리츠의 1인당 주식소유 한도를 30%에서 50%로 확대하고,

등록말소

-

142

279

266

232

순증

67

1,578

113

76

167

연말기준 등록업체 수

67

1,645

1,758

1,834

2,001

리츠에 대한 현물출자도 기존 자본금의 50% 범위 내에서 허용하던 것을 최저자본금(자기관
리 리츠 70억 원, 위탁관리 리츠 50억 원) 확보 이후에는 완전 자율화하며, 국내 부동산개발
사업 법인에 대하여 순자산의 범위 내에서 금전대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리츠
의 금융사고 발생에 대응하여 상시 감독체계 구축, 리츠 영업인가 심사 강화 등의 정책 추진
도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고 리츠 시장의 장기 성장가능성을 제고하였다.
리츠에 대한 지속적 규제 완화로 리츠의 수 및 자산규모, 투자대상의 다양성에 있어 큰 변

앞으로 정부는 불확실성을 내재하고 있는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참여자 및 투자자를 보
호하고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하여 공신력과 신뢰성있는 부동산개발사업 평가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화가 있었다. 이에 따라 리츠가 기업에게는 부동산 투자나 구조조정 등을 위한 자본조달 수
단이 되고, 투자자에게는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5. 안정적인 택지공급을 위한 규제 개선

먼저 리츠의 수는 2012년 말 기준 174개에 달하여 2008년 대비 3배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리츠의 자산규모도 2012년 말 기준 8조 원을 넘어서 2008년 대비 약 2배 정도 성

(1) 택지공급의 목적과 현황

장하였다. 투자대상도 비즈니스호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기존 오피스, 상가 외에 다양한 대

정부는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고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

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왔다.
1981년 택지개발촉진법이 제정된 이후 총 945km2의 공공택지(공공사업시행자가 조성하

(3)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완화

여 공급하는 택지)가 공급되었다. 지난 4년(2008년～2011년)동안에는 연평균 44.3km2(여의

2007년 5월 17일 부동산개발업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였으나 업체설립을 위한 등록자본

도 면적의 약 15배)의 공공택지가 공급되었다.

금 등이 높아 시장진입의 규제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해양부는 2011년 부동
산개발업 등록자본금 인하(5→3억 원), 전문인력 범위 확대 및 도시형생활주택의 등록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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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추진

공공택지 공급 실적
(Km2)
70

 수도권    전국
65.2
59.2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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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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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40.4

15.8

21.6

단독으로 실시하여왔다. 그러나 LH 등 사업시행자의 재무여건 악화 등으로 공공부문 위주

54.8
54.5

의 택지개발에 일정부분 한계가 발생하였다.
2011년 5월 30일 택지개발촉진법을 개정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도 공공사업시행자와 공

34.2

30.5

29.4
24.4

택지지구는 전면수용을 통하여 개발되므로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공사업시행자가

동으로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 제도’를 도입

23.6

21.5

15.2

11.8

10.0

10
0

하였다. 공공사업시행자는 민간 기업의 사업수행 능력과 재무건전성 등의 항목을 평가하여
공동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민간참여 비율을 50% 미만으로 한정하고, 민간기업의 이윤율
상한을 총사업비의 6% 이하로 제한하여 공공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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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말 시범사업 지구 선정 및 사업추진을 계획 중이다. 제도가 활성화될 경우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활용한 택지개발이 가능하여 택지 조성원가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2) 택지공급관련 제도개선

기대된다.

① 택지개발사업 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③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체계 개선

2008년 이전에도 20만m2 이하 택지개발지구 등 일부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

택지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직접비·간접비와 투자비에 대한 자본비용 등을 합산하여 산출

었으나 지역여건에 맞는 적기의 택지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도시기본계획 등의 승인권

하는 조성원가 체계를 개선하여 택지비 인하 및 주택분양가 인하 효과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한은 시·도지사에 있는 반면 택지개발지구의 지정권한은 국토해양부장관에 있어 계획·개

조성원가 공개항목을 10개에서 30개 수준으로 세분화하고, 조성원가에 포함되는 일반관

발권한간의 형평이 맞지 않은 문제점 등도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2009년 12월 29일 택지개발촉진법을 개정하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국토해

리비, 판매비 등 간접비의 비중을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하였다. 또한 자본비용은 자기자본 비
용을 제외하고 타인자본 비용만을 인정하도록 하였다.

양부장관의 권한을 국가정책사업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적으로 시·도지사에 이양하
였다. 다만 택지수급계획 상 시·도별 계획량을 초과하여 지구를 지정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
2

과 사전협의하도록 하고, 지구의 면적이 330m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지방이양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부의 장·단기주택종합계획(택지수급계
획 포함)과 연계하여 시·도별 택지수급계획을 수립토록 하였다. 전국의 택지수급 계획을 체
계적으로 점검, 조정하여 안정적으로 택지를 공급하고, 과도한 택지개발사업 추진이 되지 않
도록 하였다.

④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1～2인 가구 증가로 인하여 소형주택 선호도가 증가하고, 85m2 초과 중대형 미분양 택지
가 증가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LH 등 공공사업시행자의 재정이 악화되고, 택
지개발 지구의 사업 추진도 더디게 되어 공동주택용지의 규모조정을 허용하여 택지개발사업
의 신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규모조정은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 매각하지 못한 85m2 초과 중대형 공동주택건설용지와
사업주체가 택지를 분양받았으나 사업성이 없어 주택건설을 하지 못하고 있는 85m2 초과 중
대형 공동주택건설용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준공 전 택지지구는 개발계획 수립(승인)권자가,
준공된 사업지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권자가 평형 조정을 허가하도록 하였다.
준공 지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유지기간(일반택지 10년, 신도시 20년)에도 불구하고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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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다만 당초 계획된 용적률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

(3) 향후 과제

에서 규모조정이 가능하며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등을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허

저출산·고령화 시대 도래 등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여 택지개발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고령화 및 인구감소, 도

용여부를 결정하게 하였다.
이와 더불어 임대주택 공급 및 중·소형 주택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민간의
임대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택지지구에서 10년 임대주택 용지 이외에 5년 임대주택 용지
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분양용지 중 공동주택 호수의 5% 범위에서 확보하되 구체적인

시생태적 특성을 반영하는 개발, 전원형 주거단지 확대 등 다양한 변화에 대응하는 택지개발
을 시도하고 있다.
2000년대 후반 이후 만성적인 초과수요 현상이 사라짐에 따라 미매각 주택 및 택지가 증가
하여 토지자원의 활용도를 저하시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향후 계획적인 택지개발의

공급비율은 지구여건에 따라 결정하게 하였다.
또한 택지지구 내 85m2 이하 중소형주택 의무확보 비율을 확대하여 중소형 주택을 계획단
계에서 충분히 확보토록 하여 준공 후 미분양 발생을 방지하고, 중소형 주택 수요 증가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범위 안에서 택지공급의 유연성을 보다 확대하여 미매각 택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 마
련될 필요가 있다.
인구감소 및 가구원수 감소를 반영한 중·소형 주택공급 확대, 다양한 주택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주거공간 설계, 단지기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집중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중소형 주택 의무확보 비율 확대

구분

이다. 또한 임대주택 비율조정, 택지공급가격 체계 개선, 택지조성원가 절감방안 연구 등을
종전

통하여 지속가능한 택지공급 체계를 구축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개선(2011. 5. 31)

60m2 이하

60~85m2

85m2 초과

60m2 이하

60~85m2

85m2 초과

수도권·광역시

30% 이상

30% 이상

40% 미만

30% 이상

40% 이상

30% 미만

기타

20% 이상

40% 이상

40% 미만

20% 이상

50% 이상

30% 미만

6. 향후 과제
토지정책에 규제 완화와 자율, 경쟁의 가치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의 급상

⑤ 단독주택용지 및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관련 규제 완화

승이라는 부작용 발생을 막고 사회 전체의 이익 극대화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2011년 5월 31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단

의 협력에 의한 토지정책의 추진이 요구된다.

독주택 층수·가구 수 규제를 완화하였다. 지구단위계획 수립권자가 해당 지역의 도시기반

토지거래허가제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적극성이 더욱 유도할 필요가 있다.

시설을 포함한 주거환경 여건에 적합한 경우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여 최고 4층까지 단독주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성패는 지가의 급등락에 따라 얼마나 신속히 허가구역을 지정 또는 해

택의 건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1·2종 일반주거지역 내 1주택당 3~5가구로 가구

제하는가에 달려 있다. 토지은행제도에 대하여 비축효과와 시장동향에 대한 분석체계를 체

수가 제한되어 있던 부분을 폐지하여 지구단위계획수립권자가 관계법령 및 지역여건을 고려

계적으로 갖추어 나갈 필요가 있다.

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다만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를 위
하여 기존 제한 규정을 유지(3～5가구)하도록 하였다.
블록형 단독주택 사업의 신축성을 확대하여 택지지구 내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련 규제를 일정부분 완화하였다. 그동안 개발계획으로 정한 수용세대수의 10% 범
위 내에서만 증감이 가능하였다. 증감하는 경우도 블록당 50세대를 초과하지 못하게 규제하
고 있었다. 2012년 5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20%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아울러 리츠·부동산개발업 등 부동산산업의 경우 진입장벽 완화에 따라 역설적으로 시장
참여자에 대한 정부의 감독과 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더욱 강하게 요구된다. 부실한 업체가
시장 질서를 교란하지 않도록 엄격하고 실효성 있는 통제장치 강구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야 할 것이다.
정보의 비대칭을 완화하여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 발생 시에는
적절한 절차를 통하여 구제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한다.

하고, 20% 증가에 따라 50세대를 초과한 경우도 허용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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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역시 2006년 이후 대폭적인 증가세를 보였는데 이는 당장 공장가동이 가능한 부지가 필요
한 상황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복잡한 규제로 인하여 산업단지 지정부터 실시계획 승인
까지 평균 2～4년이 소요되어 입주를 원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적기에 공장이전을 하지 못하여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바라는 지자체 입장에서도 공장유치에 성공하기

제3장

어려운 상황이었다. 일례로 대구 성서 4차 산업단지는 인허가에 4년 11개월, 5차 산업단지는 8
년 9개월이 소요된 바 있다. 또한 투자자가 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인허가 과정에서 43

산업경쟁력 강화

개 법령을 숙지하고 2～4년간 40여 개 부서를 수차례 반복 방문하는 일이 잦았다. 협의기관의
자의적 기준에 의하여 반려와 보완 요청이 빈번하여 사업기간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았다. 실제
성서 4차 단지의 경우 공장 가동을 3년 정도 앞당겼더라면 약 7,000억 원의 생산증가 효과와
사전고용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또한 이미 조성된 산업단지의 관리 측면에서 살펴보아도 노후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산업
단지의 경쟁력이 쇠퇴하여 가고 있었다. 그 동안 산업단지가 생산시설을 중심으로 조성된 결
과, 근로생활의 질(QWL: Quality of Working Life)에 대한 인식과 투자가 부족하여 근로
자의 배움, 문화, 편의가 보장되지 않는 한계에 봉착하였다. 실제로 2008년 당시 대학생들의

제1절   산업단지 활성화

95%가 직장을 선택할 때 문화·복지·편의시설이 중요하다는 답변을 하였지만 산업단지의
현 주소는 많이 달랐다.

1. 추진 배경

경기도의 반월단지는 복지·편의시설 면적이 전체 단지 면적의 2.5%에 불과하여 50여 개
의 불법 판매시설(식당 등)이 간이 컨테이너 형태로 난립되어 있었다. 인천의 남동 단지는 주

1964년 구로공단(現 서울디지털단지)이 최초의 산업단지로 지정된 이후 지난 50여 년간 산

차장이 부족하여 하루 9,000여 대의 차량이 노상에 불법주차하고 있었다. 경북의 구미 단지

업단지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견인하여 왔다. 2011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는 948개의 산업

는 1,900여 세대의 기숙사 중에서 70%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된 것이었다. 이렇듯 초창기

단지가 지정되어 613개가 가동 중이다. 2011년 산업단지의 생산은 985조 원, 수출은 4,120억

에 개발된 산업단지일수록 생산기능 위주로 설계되어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기반시

달러에 이르고, 산업단지 내에 7만 9,000여개 업체에 약 171만 명이 고용되어 있다. 이는 전체

설도 30~40년 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하여 우수한 청년들이 산업

제조업 생산의 58%, 수출의 79%, 고용의 47%를 차지하고 있어 산업단지가 국가 경제에서 중

단지 취업을 기피하고 있고, 이는 산업단지의 생산성 저하와 합께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떨

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산업단지는 공장용지를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허가제

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도로써 현재 우리나라 공장부지의 약 54%를 차지하고 있다. 한 마디로 산업단지의 활성화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과제라 할 수 있다.

2. 산업단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인허가 간소화

그러나 산업단지의 개발 측면을 살펴보면, 2008년 당시 상황은 산업단지를 신속하게 공급
하기에 어려운 구조였다. 조선·자동차산업 등의 수출호조, 중국진출 기업의 국내 회귀수요

(1)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정

등에 따른 영향으로 산업용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었으나 산업단지는 수도권·경남·전남 등

정부는 산업단지를 신속히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부분의 지역에서 재고가 바닥나는 등 공급부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공장등록

‘산업단지 규제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1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발표(2008.3.13)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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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규제개선방안의 실현을 위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정을 추

③ 관계기관 협의 등 통합절차의 시행

진하게 되었다. 특례법안은 2008년 4월 국회에 제출되어 2008년 5월 16일 국회를 통과, 2008

산업단지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신청일로부터 3일(근무

년 9월부터 시행하였다.

일 기준) 이내에 주민의견청취 공고를 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청취와 동
시에 환경·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 등에 대한 의견청취를 같이 시행하도록 하였다. 아울

(2) 특례법의 주요내용

러 주민의견청취 과정에서 공고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합동설명회 또는 합동공

특례법은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산업용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종전에 산업단지 지정신청부

청회를 개최하여 제반 분야에 대한 주민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도록 하였다. 이는 종전에

터 실시계획 승인까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던 행정절차를 동시에 통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개발계획,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에 대하여 각각 개별적으로 의견청취를 시행하던

2～4년 소요되던 산업단지 개발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

것을 한번에 동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주민들

고 있다. 산업입지법에 의한 종전의 산업단지 개발절차가 종적으로 긴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도 당해 산업단지와 관련한 계획을 종합적·유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례법에 의하여 새롭게 도입되는 절차는 각각의 유사절차를 분야별로 통합하여 횡적으로

또한 산업단지계획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시에도 환경·교통 등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넓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시·도에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인허가

필요한 각종 협의절차를 동시에 착수하도록 하여 협의기간을 단축하였다. 이를 위하여 산업

의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법제화하였다.

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민간기업 등은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시에 도시기본계획,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 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 산업단지계획

①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설치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민간기업이 당해 서류를 지원센터에 제

산업단지 개발업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와 시·도에 관계기관 합동조

출하게 되면 지원센터에서 제반 분야에 대한 협의를 일괄 진행한다.

직인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는 당해 기관에서

이렇듯 기존에 여러 분야에서 각각 이루어지던 협의절차를 동시에 착수토록 하여 행정절차

산업입지·도시계획·건설·교통·환경 등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를 간소화하는 한편 관계기관 협의에 기한제를 도입하여 협의절차에 불필요한 시간이 낭비

과 국토관리청, 환경청 등 관계기관에서 파견한 인력으로 구성된다. 이는 산업단지를 개발하

되지 않도록 하였다. 협의기관의 보완요청 횟수도 1회에 한정함으로써 협의기관의 과도한 보

고자 하는 민간기업 등이 산업단지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

완요구를 억제하고 보완요청으로 인한 지연사례를 예방하도록 하였다.

고 지원센터에서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대한 검토 및 협의를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④ 관계기관간 이견조정 절차 효율화

지원센터에서는 투자의향서의 접수, 입지타당성의 검토, 관계기관 협의 및 조정업무, 환경영

과거에는 산업단지 지정과정에서 사소한 이견이라도 관계기관 간 의견이 협의되지 않을 경

향평가 등의 방향설정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시·군의 경우에는 지자체 수, 파견인력의 부족,

우에는 이로 인하여 인허가가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 왔다. 따라서 관계기관 간 이견이

산업단지 지정건수 등을 고려할 때 지원센터 설치가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지원센터를

발생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1~2개의 이견사항으로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시·도에 설치된 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산업단지 개발업무를 수행한다.

관계기관 협의가 계속 지연될 수 있는 현재 절차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였다.
관계기관 협의결과 이견이 있는 경우 일차적으로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이 모

②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의 통합 수립

두 참여하는 통합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이를 조정한다. 이를 통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산업입지법은 개발계획 승인 이후에만 실시계획 승인절차에 착수할 수 있어 계획수립이 시급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또는 총리실에서 직접 이견조정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도지사 및

한 경우 이에 맞는 적절한 대응수단이 없었다. 이에 특례법에서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통합

시장·군수·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견조정을 요청하면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하여1개의 계획(산업단지계획)으로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이견조정을 수행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총리실에서 최종적인 조정역할을 담당한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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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제 오창은 인접한 오송생명과학단지,

신울진 1·2호기 건설에도 6조원이 넘는 건설비가 투자되고 연인원 약 620만 명이 참여하게 됨에 따라

청주산업단지와 함께 우리나라 녹색성장산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질 좋은 일자리도 많이 창출되고 연관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또한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의 핵심은 특색 있는 선도산업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꾀하는 것입니다.

또 작년 1월 경상북도는 경북 동해안의 원자력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시설,

정부는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이 특성화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데 앞으로도 역점을 둘 것입니다.

그리고 원전 수출 산업단지를 모아 대규모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원자력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LG화학 전기자동차용 배터리공장 준공식 축사(2011.4.6.)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는 날 경북은 세계 최고 경쟁력을 자랑하는 원자력의 메카로 부상할 것이며,
원자력은 경북 도민의 미래 먹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신울진 1・2호기 기공식 축사(2012.5.4)

지정권자 또는 국토해양부장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중앙행정기관과의 이견사항에 대
하여 총리실에 조정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이견조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이다.
는 일이 없도록 지정권자에게 산업단지계획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승인여부
⑤ 위원회 심의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 절차 개선

를 결정하도록 기한준수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하였다.

관계기관 협의 및 이견조정절차가 마무리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친다. 산업

⑥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중앙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방의 경우에는 당해 시·도지

산업단지를 지정하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사전에 변경하여야 하는데 도시기본계획 변

사가 위원장이 된다. 소속 공무원, 관계 전문가 이외에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심의

경 절차에 통상 1～2년 정도 소요되므로 그 과정에서 절차가 지연되고 토지가격이 상승하는

위원회, 재해영향평가위원회 등 산업단지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구성된 6개 개별위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특례법에서는 산업단지 지정승인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원회에서 위촉된 위원으로 구성된다.

의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하여 도시기본계획 의제는 산업단지 예정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면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 중앙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재해영향평가위원회, 에너지사용계획 관련 심의위원회, 대도시권광역

부지의 면적이 당해 시·군의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의 총 면적의 30% 이하인 경우
에 한정하도록 하였다.

교통위원회,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는 종전에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

아울러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통합됨에 따라 15만m2 이상 산업단지도 사전환경성검토

기 위하여 앞서 열거된 7개 분야의 위원회 심의를 각각 개별적으로 거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

없이 환경영향평가만 시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현재는 15만m2 미만의 산업

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인허가 기간도 장기간 소요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각 개별 위

단지 개발사업은 사전환경성 검토만 시행하나, 15만m2 이상의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개발계

원회에서 위촉된 위원들을 포함하여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기간을 단축

획 단계에서는 사전환경성 검토, 실시계획 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하는 한편 내용에 관한 심의도 빼놓지 않고 검토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지정권자가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
한다. 산업단지계획의 승인 고시는 기존 산업입지법에 의한 산업단지의 지정고시 및 실시계

또한 환경영향평가를 획일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지역의 환경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철저한 환경조사가 필요한 지역은 보다 철저히 검토한다. 환경적으로 덜 민감한
지역은 그에 적합한 수준의 조사를 시행하도록 하여 절차를 합리화하였다.

획의 승인 고시로 간주된다.
또한 지정권자 및 협의기관의 과도한 보완요구, 업무의 늑장처리 등으로 인허가가 지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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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산업단지 개발절차 및 특례법상 개발절차 비교
기존 절차(길고 좁은 형태) - 2단계에 걸쳐 순차 진행 -

(3) 절차 간소화의 주요 성과
개선 절차(짧고 넓은 형태) - 한 번에 통합 심의-

이명박정부의 대표적인 탈 규제정책인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시행 4년 동안 원스톱
행정 서비스로 승인기간이 단축되고 산업단지 조성이 속도를 내는 등 그  효과가 나타나고

도시기본계획 변경

있다. 종전 산업단지 조성 시 개발계획 승인에 12~24개월, 실시계획 승인에 다시 12~24개월

투자의향서 제출
산단개발
지원센터

지정계획안 수립

사전타당성조사

이 소요되었던 현행 2단계 승인 절차를 한 단계로 통합하여 6개월 만에 처리토록 함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개발 지연에 따른 지가 상승부담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산업단지의 분양가 상승을 억

산업단지 지정 요청

산업단지 계획안 수립

제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기업에게 생산에 필요한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산업단
환경·교통
영향평가
초안제출

산업단지 승인 신청

시・군・구

주민공람/
의견청취

있다.
과거 대구 성서 4차 산업단지개발에 4년 11개월이 소요된 것에 비하여 특례법 시행

관계부서 의견

개발
계획
(12~
24월)

지 수급안정에 기여하였다.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하였다고 볼 수

•주민공람・공청회
•각종영향평가 협의

지자체
협의

중앙행정
기관협의

(2008.9.6) 후 2009년 4월부터 2010년까지 특례법에 의거 총 136개의 산업단지(1억

주민설명회
↓
공람

2,096m2)가 지정되었다. 산업단지 지정기간이 6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1개 산업단지당 인허
가 비용이 약 4억 원 정도 절감되어 전체 544억 원의 절감효과를 가져왔다.
136개 단지는 1개 단지당 평균 89만m2(산업시설용지 50만m2) 규모로 조성 중에 있다. 1개

시・도
관계부서 의견

단지당 1,440명, 총 19만 5,800여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산업단지 조

기술
검토서
작성

시행자
의견제시

성이 완료되어 공장 입주가 시작되면 약 30만 명의 고용창출과 연간 약 172조 원의 매출효과
가 기대된다.

산업입지심의회

각종 영향
평가 협의

산업단지내 기업의 생산·고용 추이			

산업단지 지정/고시
연도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지자체 의견

2002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28,178

30,091

42,393

51,348

56,189

61,297

66,783

72,331

고용인원(천 명)

978

1,000

1,216

1,335

1,403

1,474

1,577

1,714

생산액(조 원)

287

306

453

566

695

699

844

985

수출액(억 달러)

943

1,124

1,891

2,734

2,981

2,801

3,431

4,120

입주기업체수

실시계획 작성/신청
실시
계획
(12~
24월)

2001

•주민공람・공청회
•각종영향평가 심의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

※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실시계획 승인/고시
착공
착공

2012년 12월 말 기준 산업단지는 985개 단지, 지정면적 1,357km2(산업용지 631km2)가 지
준공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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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어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개발 중에 있다. 산업단지 지정이 활발함에 따라 수급안정을 위
하여 공공이 산업단지를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전문기관 합동으로 수요를 검증하고, 국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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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과 연계하는 등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한 결과 2011년도에는 산업단지 지정면적이 11.2km2,

QWL은 근로생활의 질을 의미하며 보수 이

2010년 10월 개최한 제74차 국민경제

2012년도 9월 말에는 9.6km2로 안정화 되었다. 산업단지 분양면적도 꾸준히 증가하였다. 특

외에 직무생활의 만족과 동기, 생산성에 영향을

대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30년 전

히 2011년도 분양면적은 25.7km2로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하였다.

주는 제반 요인을 강조하는 개념(ILO, 1984)이

(단위: 개, 천 m , %)

산업단지 지정현황 (2012.12.31 현재) 			

유형

단지수

지정면적

985

국가
일반

계

도시첨단
농공

2

개발대상

개발면적

분양

미분양

1,357,214

630,821

472,682

458,766

13,915

2.9

41

792,288

283,179

250,931

248,100

2,831

1.1

494

482,536

292,770

172,540

163,273

9,267

5.4

11

2,272

1,115

265

183

82

31

439

70,118

53,757

48,946

47,211

1,735

3.5

지정
개수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11

지정
면적
분양
면적

9

위하여 산단을 쾌적한 생활환경, 교육,

일터, 배움터, 즐김터가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문화 등의 기능이 복합된 QWL 밸리로
재창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
한 유능한 인재들이 산업단지로 몰려 원

삶의 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작업장 환경을

천기술 확보 등을 통하여 강한 중소·중

쾌적하게 개선하고 복지·편익시설을 확충하는

견기업이 많이 탄생하는 것이 곧 대·중

한편 대학캠퍼스와 기업연구관을 산단 내에 유
치하여 교육・연구기능을 확보하고 문화·예술

소 동반성장과 4만불 시대를 여는 지름
길이라고 말하였다.

・교육과 여가활동도 지원하게 된다.

(단위: 개, km2)

연도별 산업단지 지정현황
연
도
별

미분양률

시대까지 왔지만 4만 달러 시대를 열기

다. QWL밸리 조성사업은 기존의 산업단지를

재창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근로자의

산업시설용지

생산기능만 있는 산업단지로 2만 달러

2012.
9

8

6

9

14

30

26

31

26

39

96

71

86

47

37

-0.2

1.7

0.6

2.0

15.8

6.2

14.7

14.5

18.4

55.8

43.5

30.9

11.2

9.6

10.8

8.6

6.5

4.8

8.0

6.6

6.8

8.8

10.6

10.2

15.0

21.7

25.7

14.8

※ 산업시설용지면적 기준

QWL 밸리 조성사업 주요 내용

일터

배움터

즐김터

구조고도화

산학융합지구

문화·체육기회 확대

업종 고도화, 산단 기반시설 개선,
복지·편익시설 확충

기업연구관·멀티캠퍼스
산학일체형 인력양성

문화센터운영,
산단문화거리 조성 등

(2) 쾌적하고 생산성 높은 일터 구현
①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추진

3. QWL 밸리(행복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산업단지 리모델링

쾌적하고 생산성 높은 일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고 있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서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1) QWL 밸리(행복 산업단지) 조성사업 개요

을 산업단지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산업집적기반시설, 산업기반

산업단지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청년을 유입할 수 있는 매력을 잃어가는 것은 국내 제조업

시설 및 공공시설의 확충 등을 통하여 기업 등의 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높

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위기 요인이다. 산업단지를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일자리로 변모시

이기 위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키기 위하여 산업단지를 단순한 생산시설과 인프라의 집합체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일과

2010년 10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반월·시화, 남동, 구미, 익산 등 4개 산업단지에서 구조

배움, 문화생활 및 여가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복합공간이라는 관점으로 전환할 필요가

고도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동 사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자체, 민간사업자를 중심

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2010년 10월 제74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QWL 밸리 조성계획:

으로 추진된다. 업종 고도화, 복지·편익시설 건립, 주차장·자전거도로 등 산업단지 내 기반

일하고 싶은 직장, 미래를 키우는 터전’을 발표하였다.

시설 개선 등을 포함하여 총 31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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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고도화사업은 기본적으로 민간자본이 주도하여 추진하게 된다. 종전에는 공공부문이

상으로 공동 통근버스 운행을 추진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

20% 이상 출자한 법인에 참여하거나 사업에 활용할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구조고

정을 통하여 공동 통근버스 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지식경제부는 시화 및 군산

도화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허용하였으나, 2011년 7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산업단지에서 참여 희망기업 수요조사 및 버스 노선설계 등을 통하여 2012년 6월부터 공동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하여 100% 민간법인도 사업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통근버스 시범 운행을 시작하였다.
또한 산업단지 어린이집 건립을 위하여 지경부, 고용부, 전경련, 산단공, 지자체 등이 적극적

구조고도화사업 추진 현황(2012.9 현재) 					
구분
지원시설(3)

복지・편익시설(16)

반월・시화(15)
•복합비즈니스센터

남동(9)

구미(6)

으로 발 벗고 나섰다. 2011년 7월 기준으로 40개 국가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은 19개에 불과하
익산(1)

였고 이 또한 대부분 큰 기업들이 운영하는 직장 어린이집이었다. 2011년부터 국가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확충을 추진하여 2012년까지 3개소(서울디지털, 시화 2개소)를 준공하였고, 현재

•종합비즈니스센터
•공동물류센터

•산업집적기반시설

•근로자복지타운

•주거환경 개선

•호텔 및 편의시설

•운송장비정비

•체육시설 개선

•시화드림타운

•주유소

•기숙사형 오피스텔

•주유소・편의시설

•복합지원시설

3개소(천안, 전주, 광주)가 착공을 완료하였으며, 4개소(남동, 반월 등)는 착공 준비 중이다.

산학융합의 개념

•주유소・편익시설(4)

구분

•도시형생활주택
•체육시설 개선

기반시설(8)

산학융합

현행 산학협력

협력공간

•기업과 대학이 공간적 분리

•산학협력의 공간적 통합

•자전거도로

•화물주차장

•자전거 거점도시

교원 임용・평가

•논문실적 중심

•산업체경력·산학협력 중시

•가로정비

•제2유수지 환경개선

•공단 특화거리 조성

학위

•이론형 학위트랙

•이론형＋현장형 학위트랙 병행

•인공수로 하천정비

•단지입구 고가차도

•3～4학년 학부생 Lab 참여

•지식산업센터

•집적화 단지조성

학생

•학부생: Lab 미참여

•청정표면 처리센터

•단기 인턴십(1～2月)

•장기인턴십(6개월～1년)

•프로그램 부족

•계약학과 등 평생교육

업종고도화(4)

•의료기기 부품소재  
    생산단지

또한 구조고도화사업 등 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민간의 관심과 투자를 유도하기

2011년 7월 개최한 제94차 국민경제대
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산업단지
내 대중교통 확충, 어린이집 설치 등은

근로자

고용

생산
현장

R&D

인력양성

(3) 성장의 꿈을 키울 수 있는 배움터 형성
우리나라의 산업단지는 생산기능에 중점을 두고 조성되어 대학을 중심으로 조성된 해외의
선진적인 클러스터들(시스타 사이언스시티, RTP(Research Triangle Park), 오울루 테크노

위하여 QWL 밸리 펀드를 조성하였다. 제1차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고, 특히 주부

QWL 밸리 펀드는 반월산단의 ‘호텔 및 편의시

근로자들을 위한 24시간 운영 어린이집

폴리스 등)에 비하여 우수한 인력 유치와 연구개발(R&D)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간 산

설 건립사업’에 투자되었다. 정부와 민간 금융

설치 등 현실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업단지와 대학 간의 산학협력을 추진하였으나 이론 중심·공급자 중심의 협력으로 기업의 다

기관이 함께 투자하는 새로운 성공모델을 창출

당부하였다.

양한 요구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기업과 근로자의 실질적 참여가 저조하였다. 산과 학이

함으로써 QWL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민간자금

공간적으로 분리된 네트워크형 산학협력 전개로 협력의 집중도와 빈도가 낮아 실질적인 기

유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업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새롭게 도입된 산학융합지구 사업은 대학이 산업단지와

② 교통 및 보육편의 확충

공간적인 통합을 이루고 현장중심의 산학협력을 제공하여 현장맞춤형 인력양성과 취업, 그

산업단지 교통편의 개선을 위하여 단독으로 통근버스 운행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대

리고 중소기업의 기술력 제고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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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학이 직접 산업단지 내로 이전하여 산업단지의 근로자들이 직장생활과 대학생활을

사업시작 첫해인 2011년에는 반월·시화(산기대 컨소시엄), 구미(영진전문대 컨소시엄),

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先)취업 후(後)진학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군산(군산대 컨소시엄)이 선정되었다. 2012년에는 2차로 대불(목포대 컨소시엄), 오송(충북

이를 위하여 산업단지 캠퍼스에 마이스터고, 특성화고를 졸업한 재직자를 특별전형으로 선

대 컨소시엄) 등이 선정되었다.

발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 계약학과 참여기업을 모집하여 맞춤형 교과과정을
설계하게 된다. 또한 산학융합지구 내에 기업연구관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R&D 연구소의

(4) 근로자가 행복하고 즐거운 산업공간 조성

설치·이전을 지원하고, 기업과 대학이 융합된 연구 환경 조성을 통하여 지역 내 R&D 인력

산업단지 내 문화적 요소를 도입하여 근로자가 일과 여가가 어우러진 행복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2011년도부터 산업단지 문화센터 운영, 산업단지 꾸미기, 문화순회 공연 등 다양

확보 및 기업경쟁력 향상 기회를 제공한다.

한 문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학융합지구 조성 및 운영

2011년 서울, 반월, 남동, 광주, 창원, 구미 6개 단지를 시작으로 입주기업 CEO와 근로자
들이 참여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통기타, 합창)을 운영하여 문화예술커뮤니티(동아
리)가 형성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문화센터 수강생이 직접 참여하는 산업단지 아티스트

정부

행복 페스티벌을 개최(7개팀, 110명 참여)함으로써 산업단지 문화기반 확산에 기여하였다.
제도 개선

예산 지원
산업단지 이전
교육시스템 개편
대학
교수
학생
교육시설
R&D, 현장실습,
인턴십

산학융합지구
•산업단지캠퍼스
•기업연구관
•기업지원센터
•인력개발센터

2012년 현재 천안, 주안단지가 추가되어 총 8개 단지에서 문화센터를 운영 중이다.
연구소 설치
인턴 채용/실습 지원

정형화된 산업단지의 이미지를 보다 쾌적하고 즐거운 이미지로 전환하기 위하여 2010년
기업
근로자

선취업후진학 경로 제공

시화단지를 시작으로 산업단지 꾸밈의 날 행사인 외벽 꾸미기(벽화, 그래피티아트)를 개최하
여 단지환경을 쾌적한 분위기로 개선하는 등 산업단지에 문화를 입히고 있는 중이다.
문화인프라가 부족한 산업단지에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여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
도록 전통, 복합, 대중예술 등의 공연 단체를 초청하는 문화순회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컨소시엄 구성

산업단지 별로 ‘산업단지의 날’을 지정하여 근로자와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를 개
최하고 있다.

산학융합지구 조성 추진현황 				
산업단지

참여대학

산업단지 꾸미기 사업 추진 사례
비고
2011년 선정

2011년 11월 이른 아침, 가을의 희뿌연 아침안개가 막 걷히기 시작한 아산산단과 시화산단의 회색 담장 벽

반월・시화

산업기술대, 건국대, 안산대, 신안산대

구미

영진전문대, 금오공대, 경운대, 구미대

로 회색빛의 담장에 화려한 색을 입히기 시작하였다. 점심식사를 마친 근로자들은 현장을 찾아와 벽화작업자들

군산

군산대, 전북대, 군장대, 호원대

과 대화를 나누며 즐거워하였고, 예술가들의 기발한 아이디어와 상상력에 감탄이 이어졌다. 3일간 계속된 작업

대불

목포대

오송

충북대, 청주대, 충북도립대

2012년 선정

을 따라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다양한 연령과 직업을 가진 벽화예술가와 대학생들이 익숙한 손놀림으

을 지켜본 지역주민과 근로자들은 이들의 열정에 격려의 박수와 진심어린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예술가와 대학
생, 그리고 근로자들이 산업단지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가 된 행복한 시간이었다. 산단의 한 근로자는 그 동안
의 딱딱하고 건조한 공장건물이 매력적인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며 산단이 더욱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변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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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과제

2002 이후 신규기업 진입률 및 고용창출률 추이
(%)
25

급격한 기술변화와 산업구조개편 추세에 따라 산업입지 부문에서도 이에 대응하는 전략적
정책의 마련이 긴요하다. 도시 내 산업지역의 쇠퇴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이를 지식기반산업과
정보산업의 입지 공간 수요를 수용하는 첨단산업단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보화와
세계화의 진행은 공간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 유치를 위한 산업입지 전
략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수용하는 입지정책적 지원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산업단지 분양 이후 공장건축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기업의 산단 투자 확대에는 여전히 한

신규기업진입율    고용창출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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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남아있다. 산업단지를 분양받은 기업이 조기에 공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진입도로·공업
용수시설 및 폐수처리장 등을 조기지원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신규 산단 조성 등 공급확대와 함께 입지 수요에 맞는 적기·적소의 산업용지공급 체

※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 조사
※ 신규기업 진입률: 전체 기업체 가운데 신규 창업된 기업 비율
※ 고용창출률: 전체 종사자 가운데 신규기업에 고용된 종사자 비율

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존 산단의 활용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산업의 융복합화와 지
식기반경제로의 진전 등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산단의 업종 고도화, 지역 주력산업의 전초기
지화 등을 추진하여 기존의 산업단지를 지속적인 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 중요해지
고 있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지역경제 중요도가 높은 전국의 주요 산단에
QWL 밸리 확산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 진입규제 개선의 가장 큰 목적이었다.
이전 정부에서도 이러한 진입규제 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어 왔으나 기득권층의 반발과 감독·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담당부처의 반대로 그러한 노력이 번번이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명박정부는 이러한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규제 산업에 대한 감독 부처가
아닌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진입규제 개선을 추진하였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국무총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규제·감독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도록 하였고, 규제 개선의

제2절   경쟁제한적 시장 진입규제 완화

결과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
진입규제 개선 작업은 먼저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전문가 연구용역을 통하여 규제의

1. 추진 배경

문제점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한 후, 이해관계자 공청회·간담회와 관계부처와의 협
의 및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조정회의 등의 과정을 거쳐 확정하였다. 확정 후 국가경쟁력강

그동안 정부가 민간부문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불합리한 규제의 완화 또는 폐지를 적극

화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되었다.

추진하여 왔지만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막는 진입규제의 개선정도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

이러한 진입규제 등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은 2009년부터 2012년 현재 까지 4단계에 걸쳐

로 나타났다. 신규기업의 진입률은 2002년 20.6%에서 2008년 12.2%로 감소하였다. 고용창

진행되었다. 초기의 진입규제 개선 작업은 주로 공적 독점 영역 또는 장기간 독과점이 고착화

출률 역시 2002년 13.7%에서 2008년 7.6%로 크게 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되어 있는 시장의 장벽을 허무는 데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였다. 이후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독점적 폐해를 막고 경제의 활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지는 이명
박정부의 국정철학으로 여러 차례 강조되었다. 이명박정부는 활기찬 시장경제 구현을 위하

서비스 분야를 대상으로 사업활동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불편을 유발하는 다양한 세부규
제까지도 함께 개선하는 방향으로 확대·발전시켰다.

여 유망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진입규제를 혁파하였다. 진입규제로
인하여 독과점이 고착화된 시장에서 기존 사업자들이 누려왔던 독점적 이익을 혁파하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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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성과

제개선의 체감효과를 더욱 제고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지방 공공건설사업 신규사업자 낙찰제한 완화, 막걸리 판매용기 제한 완화, 건강기능

(1) 1단계 진입규제 개선

식품판매업 신고절차 간소화 등 중소기업의 자유로운 활동과 성장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

1단계로는 우선 공적 독점영역을 축소하고 민간 사업영역을 확대하거나 장기간 지속되어

제를 개선함으로써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였다.

온 독점적 기득권을 해소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26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하였다(2009.9.29,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17차 회의 보고).
먼저 주류제조업 면허기준을 완화하여 그동안 2개사(하이트, 오비) 과점체제였던 맥주시
장에 제주개발공사의 제주맥주(가칭, 2013년 시판 예정) 등 신규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는 여
건을 마련하였다. 또한 우체국이 독점해온 신용카드 배송업무를 민간에 개방하여 민간업체

화장품·의약외품 분류기준 개선, 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개선, 화장품 표시·광고규제
합리화, 골프장·스키장 등 회원증 확인절차 개선 등 불합리한 업무범위 제한, 영업활동 제한
등 다양한 경쟁제한적 규제를 폐지·개선함으로써 기업환경을 개선하였다.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업 경쟁확대, 화장품 온라인 수입 대행업에 대한 규제 합리화 등 가
격·서비스 경쟁 등 복수사업자간 실질적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였다.

가 합법적으로 배송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단계별 진입규제 개선과제 추진현황(총85개 과제)					

(2) 2단계 진입규제 개선

단계

2단계로는 보건의료, 유통, 항공운송 등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20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2009.4.28,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1차 회의 보고).
석유 및 LPG 수입업 등록요건을 완화하여 기존 2개사(SK가스, E1) 과점체제였던 LPG

1

2

수입업 시장에 삼성토탈(주)가 신규 진입하게 되었다. 또한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X-ray)
및 방사선 방어시설(촬영실) 안전 검사업무 기관 지정제를 등록제로 개선하여 기존 5개 업체
외에 신규 업체가 진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3

4

기본방향
불합리한 진입요건 완화로
신규사업자 진입촉진

주요 개선과제
우체국의 신용카드 배송업무를 민간에 개방,
주류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확대,
주류제조업 면허기준 완화 등 26개 과제

공적 독점영역을 축소하고

LPG 및 석유 수입업 등록요건 완화, 정밀안전진단 실시기관 확대,

민간 사업영역을 확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기관 확대 등 20개 과제

보건·의료, 문화·관광 등 국민생활과

치과기공소에 대한 치과의사 지정제 폐지, 자동차대여(렌터카)

밀접한 서비스 분야의 진입규제 개선

가맹사업 허용, 공익채널 선정기준 개선 등 19개 과제

중소기업·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 공공건설사업 신규사업자 낙찰제한 완화, 화장품·의약외품

기업환경을 개선

분류기준 개선, 인천공항 면세사업자 경쟁 확대 등 20개 과제

(3) 3단계 진입규제 개선
3단계로는 보건의료, 문화관광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19개 과제

3. 평가 및 향후 과제

의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2011.8.19, 4개 과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6차 회의 보고).
일반의약품의 슈퍼·편의점 등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여 약국이 부족한 지역은 물론 심야·공

진입규제 개선을 추진할 경우 신규사업자의 유입으로 기득권을 잃게 될 것을 우려한 이해

휴일 등에도 소비자들이 손쉽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중국 단체관광객 전담

관계자들이 집단적 반발이 따르는 것이 보통이다. 이명박정부에서의 진입규제 개선추진 노력

여행사 지정제를 개선하여 중원티앤피 등 22개 여행사가 신규 진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역시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적도 있었다. 그럼에도 이러한 진입규제
개선의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이명박정부의 규제개혁 의지가 확고하

(4) 4단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였기 때문이다.

4단계에서는 진입규제 뿐만 아니라 가격규제·영업활동규제를 포함한 20개 경쟁제한적 규

경쟁제한적인 규제를 철폐하여 시장경쟁을 활성화하는 것은 국민편익을 제고하고 국가경

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2012.9.24). 4단계 규제개선은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따라서 차기 정부에서도 경제 각 분야에 존재하는

보완할 사항을 찾아 중소기업, 소비자 등 경제주체들에 부담이 되는 틈새규제를 정비하여 규

다양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하여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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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규제 개선 이야기
경쟁사는 있어도 경쟁은 없었던 맥주시장
우리나라에는 맥주회사가 2개뿐이다. 2개의 맥주회사가 시장을 나눠먹고 있으니 경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
나라 맥주시장을 경쟁사는 있어도 경쟁은 없는 시장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 맥
주의 맛과 품질은 평범할 수밖에 없다. 맥주 맛을 결정하는 것은 맥아와 호프의 함유량인데 2개 회사의 맥주 모두
이들 함량이 낮아 풍부한 맛과 향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국내에서 생산

력을 지속하여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규제가 개선된 후에도 기득권자의 횡포, 기존의 관
행 등의 이유로 규제개선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하고 그 원인
을 적극 해소함으로써 규제개선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1~3단계 진입규제 개선과제 및 4단계 경쟁제한적규제 개선과제에 대하
여 주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해 나가야 한다. 특히 4단계 개선

하는 맥주는 대부분 저온 발효를 시켜 만드는 가볍고 부드러운 맛을 내는 라거(Lager) 계열 맥주이다 보니 고온

방안에 대하여 기업 및 소비자가 규제개선의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

발효시켜 만드는 묵직하고 쓰며 짙은 맛을 내는 에일(Ale) 계열의 맥주는 맛볼 수조차 없다.

등 후속절차가 신속하게 마무리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맥주회사가 270여개나 된다. 기린맥주, 아사히 맥주와 같이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는
대형 제조사의 맥주도 있는 반면 ‘지비루’라 불리는 지역 특산 맥주도 대형제조사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 소비
자의 다양한 맛과 기호를 충족시켜 주고 있다.(일본은 1994년 맥주 연간최저생산량 기준을 2,000㎘에서 60㎘로

또한 향후 중앙 및 지방정부, 공기업, 민간기업 및 단체 등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경제활성화와 관련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대폭 완화한 바 있다)
그러면 왜 한국에는 맥주회사가 2개뿐일까? 1,850㎘의 발효조 시설을 갖춰야 면허를 내주는 진입규제 때문이
다. 1,850㎘의 시설은 500ml 맥주 370만 병을 생산할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이다. 시설기준이 이처럼 과도하다 보
니 중소규모 업체는 맥주시장 진출 자체가 불가능하다.

제3절   창업절차 간소화

맥주 제조업 면허기준(발효조) 1850㎘에서 100㎘로 대폭 완화
이에 이명박정부는 맥주 제조업 면허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신규 맥주회사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1. 추진 배경 및 개요

하였다. 기존에 1,850㎘ 이상 필요하였던 발효조 시설을 100㎘ 이상으로 대폭 완화한 것이다(2011.1 시행). 이에
따라 맥주 사업을 위한 설비투자 비용도 크게 줄어들었다. 맥주를 만들고 싶어도 막대한 시설투자 비용 때문에 진
입할 수 없었던 사업자가 이제 적은 비용으로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반대편의 주장도 만만치 않았다. 맥주 제조 시설기준을 완화할 경우 소규모 사업자가 난립하여 맥주 품질
의 저하는 물론 국민 건강에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사전적인 진입규

2008년 4월 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변화와 개혁에는 늘 저항이 있을 수 있
다”며 “인내심을 갖고 변화와 개혁을 강력히 추진한다는 게 현 정부의 뜻” 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본

제가 아니라 사후적인 감시와 제재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오히려 맥주시장에서의 경쟁이 활성화되면 정부에

회의를 통하여 법인설립 절차 간소화, 체계적 입지공급, 환경・규제완화, 창업지원 체계강화를 추진전략으로 ‘기업

서 감시하지 않아도 맥주의 맛과 품질은 더욱 좋아질 것이 분명하다. 진입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맥주제조업 면허

친화적인 창업 환경 구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 자료: 한국정책방송 http://www.ktv.go.kr/program

기준 완화’를 추진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였다.
맥주 제조업 면허기준 완화로 ‘제주맥주’ 진출 계기 마련
바빠진 곳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제주개발공사)다. 이전부터 제주산 백호보리와 제주 화산암반수를 원료
로 차별화된 향과 맛을 지닌 특색 있는 제주맥주(가칭)를 개발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시설기준이 워낙 높아
투자비용이 크다 보니 맥주 사업을 선뜻 시작하기 어려웠다. 그러던 중 맥주 제조시설기준이 완화되다 보니 제주

경제의 신진대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신생기업들의 활발한 창업과 이

맥주 개발사업은 탄력을 받기 시작하였다. 맥주개발 공장을 세우고 제주도만의 특별한 맥주를 만들기 위하여 박차

러한 기업들이 꾸준히 성장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

를 가하고 있다.

나라는 2000년대 초반 벤처 붐 이후 창업(신설법인) 업체수가 감소하여 2008년까지 매년 5

제주맥주 개발 현장

만여 개 수준으로 정체를 지속하였다.

제주맥주가 판매된다면 장기간 경쟁 없이 유지되어 왔던 국내 맥주시장에도 새로운 경쟁의 바람이 불게 될 것이
라 기대된다. 제주맥주 뿐 아니라 지역특색에 맞는 다양하고 값싼 맥주가 출현하게 되고 소비자들의 입은 그만큼

이러한 현상은 장기간 지속된 내수침체와 투자수익모델 불확실성 이외에 복잡한 서류 제

더 즐거워 질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국내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을 통하여 살아남은 국내 토종맥주를 전 세계로

출 등 기업 친화적이지 못한 창업환경 등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법인을 설

수출할 수 있게 되어 ‘맥주의 한류 열풍’이 실현될 날을 기대하여 본다.

립하려면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창업비용도 많이 소요되는 등 행정부담이 많아 창업에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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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는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되찾기 위한 일환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 단계에서부터 ‘창업절차 간소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하여 추진하였다.
우선 이명박정부 국정과제 보고서가 보고된 2008년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본 회의에서
는 창업자가 아이디어만 있으면 온라인을 통하여 창업이 가능한 ‘재택창업시스템’ 구축방안

경제부의 시험・검사성적서 신청 및 발급 확대와 기업애로 신청서비스 및 사례정보 연계확대
등의 작업이 시행되었다. 2011년 3단계 사업을 통하여 국세청 홈텍스 및 4대사회보험연계 등
의 작업과 함께 사업내용 일괄변경을 완료하였다. 2012년 4단계 구축사업에서는 사업증명갱
신, 자금통합신청 등의 기능을 추가하였다.

을 채택하였다.
또한 이명박정부는 예비창업자와 기업인들의 비용절감 및 시간단축 등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을 목표로 ‘기업경쟁력 지원체계’ 구축사업에도 앞장섰다. 기업 관련 행정서비스를
한 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기업전용 포털사이트(www.g4b.go.kr)인 ‘기업지
원플러스(G4B)’ 구축도 추진하였다. 법인설립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기 위하여 상법 등 관
련 법령의 개정작업에도 박차를 가하여 창업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대폭 정비
하였다.

기업경쟁력지원체계 사업 추진 로드맵
서비스 도입(2008~2009)

고도화(2010~2011)

기업경쟁력지원체계 기반 마련

기업경쟁력지원체계 기반 강화

•기업경쟁력지원체계 BPR/ISP
•1단계 기반 구축
- 재택창업 및 방산 수출입
시스템 구축
- R&D자금 지원 서비스

2. 추진 내용

- Open API 서비스 첫 시도

•2단계 고도화 구축

확대 발전(2012~)
정부-기업 간 상호소통
및 협력촉진체계 완성
•신속한 사업전환율 위한

- 행정부담감축 서비스 확대

폐업처리 서비스 구축 등

- 기업애로/규제협업체계 구축

1~3단계 확대 구축 및

- 모바일 서비스 구축 및

서비스 안정화

서비스확대 구축
•3단계 고도화 구축
- 사업내용일괄변경 구축

(1) G4B 추진과정
2008년 3월 지식경제부의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하여 시작된 G4B사업은 원스톱으로 기업
의 애로해결을 지원하는 ‘온라인 기업애로 처리 시스템’을 구축해 2012년까지 세계 10위권의
매력적 기업환경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2008년 4월 법인설립절차 간소화를 위한 법인
설립 온라인 처리 서비스인 재택창업 시스템(StartBIZ)구축이 결정되었다. 같은 해 5월 16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주관으로 재택창업시스템 TFT가 구성되었다.
이후 2008년 10월 G4B사업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되어 추진되었다. 구체적 국정과제

(2) 재택창업 시스템 구축
기존에는 창업자가 법인설립을 할 경우 세무서 등 7개 기관을 직접 방문해 정관 등 32개 서
류를 제출하였다. 이 중 17개 서류는 5개 기관에 중복으로 제출하는 불편을 겪어야 하였다.
이러한 법인설립에 따른 절차상의 불편으로 인해 기존 창업자의 대부분(96.7%)이 법무
사 등에 법인설립 절차를 의뢰하는 실정이었다(양현봉, 창업절차 간소화 방안, 산업연구원,
2005.10. p36).

는 ‘섬기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창업절차 간소화’, ‘활기찬 시장경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정부는 창업자가 겪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은행, 시·군·구청, 상업

증대’, ‘방위산업의 신경제성장 동력화’ 등으로 구성되었다. 12월에는 BPR/ISP(업무프로세

등기소, 세무서, 4대 보험기관 등)들의 전산망을 연결해 법인설립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

스재설계/정보화전략기획)수행방안 설명 및 관련기관 실무협의체 구성을 위한 재택창업 시

할 수 있는 ‘재택창업 시스템(StarBIZ)’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스템 TFT 2차 회의가 있었다. 기업경쟁력 지원체계 BPR/ISP는 2008년 12월부터 다음해인

이를 위하여 2010년 6월 8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재택창업시스템 설치·운영에 관한

2009년 6월까지 진행되었다. 2009년 8월부터 12월까지 기업경쟁력 지원체계 1단계 구축사업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 법안은 ‘재택창업시스템’을 통한 대법원의 법인등기신청 등을 해당기

이 시작되었다.

관에서 인정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제공하고, 관련기관의 협력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으로

본 사업은 2008년 10월 행정안전부 ‘차세대전자정부지원과제사업’으로 선정되어 2009년 6
월 BPR/ISP를 완료하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에 걸쳐 추진되었다. 2009년 1단계 사
업을 통하여 중소기업청의 재택창업시스템 구축을 시작으로 2010년 2단계 사업에서는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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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시스템(Single Window)을 통하여 법인설립 신청을 하면 각 기관별 단계적 처리 및 진행

평균은 28%(자료: 2005 World Bank Report)로 나타났다. 최저자본금제도 폐지로 자본금

과정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구축되었다. 기존에는 법인설립에 17일 소요, 32개 서

100원인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해졌으며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초기 자본금 조달 부담이 없어

류작성, 약 130만 원의 비용이 필요하였지만, ‘재택창업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4일 소요, 온

졌다.

라인 서류작성, 약 30만 원의 비용으로 법인설립이 가능해졌다.

또한 유사상호금지제도가 폐지되면서 상호 선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
게 되었다. 등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방지해 예측가능성과 등기업무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

연도별 창업절차 간소화

과를 거두었다. 유사상호금지제도 폐지 전에는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상

2009
절차

2010
기간

절차

호가 이미 등기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 확인하기 위한 시간의 지연과 추가 상호선정에 많은

2011
기간

절차

기간

시간이 소요되었다. 일본의 경우 동일지번에서 동일상호만을 금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개정
법보다 더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며, 미국·캐나다 등도 다른 회사의 상호와 구분되는 상호를

① 상호 검색

1

① 상호 검색

1

상호 검색

0

② 법인인감 제작

1

② 법인인감 제작

1

① 법인인감 제작

1

③ 자본금 확인

1

④ 법인등록세 납부

1

⑤ 법인설립등기 신청

2

⑥ 사업자등록 신청

6

⑦ 4대 사회보험 가입

1

⑧ 취업규칙 신고

1

8단계

14일

선정하기만 하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업 활동의 광역화 추세에 부합하지 못하였으
며, 등기관이 상호의 유사성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우려가 있었다(자료: 법무부 보도자

③ 온라인 처리

4

료, 최저자본금제도 폐지, 전자투표제 도입 상법 등 개정안 국회 통과 및 시행, 2009.4.29).
② 온라인 처리

4

회사 정관·의사록 공증 의무면제 등도 창업절차 간소화에 기여하였다. 창업 시 공증인을
통한 정관 및 의사록 인증 의무 부과는 공증비용이 발생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회사설립자에

④ 취업규칙 신고
4단계

1
7일

2단계

5일

게 ‘심리적 장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관 인증의무를 면제할 경우 창업절차 간소화의 효과
가 더 크게 작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시,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기 위하여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발행, 이명박정부 4년 더 큰 대한민국(2012.2)

주금을 납입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던 기존 절차에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즉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를 발기 설립할 경

(3) 창업절차 간소화를 위한 법령개정

우, 별도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금융기관 잔고증명서만 등기소에 제

법령개정을 통한 창업절차 간소화도 함께 진행되었다. 상법 개정안이 2009년 4월 29일 국

출하도록 함으로써 비용절감(은행에 발급 요청 시 2만 원 상당의 수수료 발생) 및 절차 간소

회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09년 5월 28일부터 시행된 개정사항에는 최저자본금제도 폐지(상

화를 이루었다.

법 제329조 제1항), 유사상호금지제도 폐지(상업등기법 제30조), 소규모 회사(자본금 10억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된 상법에는 새로운 기업형태 도입이 가능해졌고 회사설립에 대

원 미만)의 설립 및 운영 간소화를 위한 소규모 회사 정관·의사록 공증 의무면제(상법 제292

한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도입되었다. 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된

조 등), 소규모 회사 설립 시 주금납입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 허용(상법 제318조 제 3

합자조합이 신설되었다. 사원에게 유한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회사의 설립·운영과 기관 구성

항), 소규모 회사 감사 선임 의무 면제(상법 제409조), 소규모 회사 주주총회 소집 절차 간소

등의 면에서 사적 자치를 폭넓게 인정하는 유한책임회사 제도를 신설하였다. 유한책임회사

화(상법 제363조), 소규모 회사의 이사회 구성 의무 면제(상법 제383조)등이 포함되었다.

제도 도입으로 사모(私募)투자펀드와 같은 펀드나 벤처 기업 등 새로운 기업 형태에 대한 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손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회사를 설립할

요에 부응할 수 있다. 또한 무액면주식(無額面株式)을 도입해 회사가 액면주식과 무액면주

수 있도록 기존 5,000만 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주식회사 자본금제도를 폐지하였다. 당

식 중 한 종류를 선택하여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식발행의 효율성 및 자율성을 높이고 소

시 최저자본금 제한규정은 다른 최저자본금제도 유지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매우 높은 편

규모 기업의 원활한 창업을 확대하였다.

으로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자본제한 금액은 한국 308%, 아시아지역 117%, OECD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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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업절차 간소화의 성과

4. 향후 과제

세계은행(World Bank)에서는 매년 183개국을 대상으로 기업환경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재택창업시스템은 대법원, 국세청,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금융결제원, 행정안전부 등

2003년부터 각국의 기업환경에 대한 연례보고서(Doing Business)를 발간하고 있다. 세계은

기관들 간의 연계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법인설립이 가능해져 창업절차가 간소화되었다는 것

행 산하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는 창업(Starting a Business), 재산권 등

에 큰 의의가 있다.

록(Registering Property), 투자자 보호(Protecting Investors) 등 10가지 부문별로 기업활
동에 대한 규제정도를 파악하고 종합 및 부분별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재택창업시스템이 이러한 혁신적 의미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대국민 인지
도가 낮아 연간 전체 신설법인 수 대비 이용률이 높지 않다. 2010년에는 전체 신설법인수가 6

‘재택창업시스템’이 도입되기 전 2008년 우리나라의 창업환경순위는 126위를 기록하였으

만 312개였으나 이중 재택창업시스템을 활용해 온라인상에서 설립한 법인은 1,005개(1.7%)

나 도입 이후 2009년 53위, 2011년에는 24위로 상승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에 불과하였다. 2011년에는 전체 신설법인수가 6만 5,110개였으나 재택창업시스템 활용 법

들 사이에서의 창업환경순위는 2008년 30개국 중 27위로 하위권에 위치하였지만 2011년에

인은 1,673개(2.6%)로 직전년도 대비 증가하였으나 아직까지는 활용도가 높지 못한 상태다.

는 34개국 중 7위를 기록하였다. 창업환경순위의 상승으로 우리나라의 기업환경평가 전체
순위는 2007년 30위였으나 2011년에는 8위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10위권 내에 진입하였다.

신설법인 대비 재택창업시스템 이용비율			
신설법인

Doing Business 평가항목 및 부문별 순위 변동 추이					
평가 항목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107

126

53

60

24

22

23

23

22

26

-

-

-

-

11

④ 재산권 등록 (Registering Property)

62

67

71

74

71

⑤ 자금조달 (Getting Credit)

25

12

15

15

8

⑥ 투자자 보호 (Protecting Investors)

66

70

73

74

79

⑦ 세금납부 (Paying Taxes)

43

43

49

49

38

⑧ 국제교역 (Trading Across Borders)

13

12

8

8

4

9

8

5

5

2

11

12

12

13

13

① 창업 (Starting a Business)
② 건축관련 인허가 (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s)
③ 전기연결 (Getting Electricity)

⑨ 채권회수 (Enforcing Contracts)
⑩ 퇴출 (Resolving Insolvency)

법인수

재택창업시스템
비중(%)

2010

2011

30세 미만

3,117

30~39세

법인수

신설법인 점유비중

비중(%)

(%)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2,823

5.2

4.3

78

182

7.8

10.9

2.5

6.4

15,401

15,842

25.5

24.3

349

580

34.7

34.7

2.3

3.7

40~49세

24,254

26,116

40.2

40.1

402

603

40.0

36.0

1.7

2.3

50~59세

13,633

15,687

22.6

24.1

144

246

14.3

14.7

1.1

1.6

60세 이상

3,823

4,583

6.3

7.0

32

62

3.2

3.7

0.8

1.4

84

59

0.1

0.1

0

0

0.0

0.0

0.0

0.0

60,312

65,110

100.0

100.0

1,005

1,673

100

100

1.7

2.6

기타
계

2012년 6월 중 재택창업시스템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법인설립자 127명을 대상으로 실시
한 설문조사 결과 활용률이 낮은 이유는 법인설립 시 법무사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법인설
2011년 1월 31일부터 2월 17일까지 약 3주간 전경련 회원사와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사 그리

립 후 세무·법무 등 추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자가 61%로 가장 높게 나

고 전국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타났다. ‘컴퓨터를 사용할 줄 몰라서 재택창업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였다(23%)’ 등이 그 뒤

‘규제개혁 베스트 10’을 조사하였다. 이 중 재택창업시스템 도입, 최저자본금제 폐지 등 창업절

를 이었다. 또한 온라인으로 법인설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몰라 이용하지 못하였다는 비율

차 개선으로 인한 ‘창업절차 등 기업환경 개선(기업환경 개선분야)’이10위에 선정되었다.

이 76%로 나타났으나 이들 중 95%는 재택창업시스템을 알았더라면 온라인상에서 법인설립
을 하였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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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창업시스템 콜센터를 통한 2011년 재택창업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매우 만
족 45.5%, 만족 36.4%, 보통 13.1%를 나타내며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용하여 왔다. 특히 중소상공인, 청년, 사회적 약자의 활동기회와 일자리 창출을 제약하였
고, 글로벌 경쟁시대에 투자처로서의 매력도 반감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이용자의 높은 만족도 및 2012년 6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에는 인지도 제고

포지티브 인허가 규제방식은 공무원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재량을 부여하여 부정과 비리의

를 위한 홍보강화와 시스템 세부기능 개선에 초점을 맞춰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창업을 활성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는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과 행정에 대한 신

화하기 위하여 재택창업시스템의 적극적인 홍보뿐만 아니라 보다 기업친화적인 제도를 정비

뢰성이 낮아져 개인의 자율과 창의적 사고를 통한 경제활동을 저해하였다. 다른 한편 으로는

할 필요가 있다.

규제의 경직적 운용으로 시대상황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었다.

우리나라 창업기업들의 경우 창업 초기의 필요자금을 대부분 개인자금이나 친인척 자금에
주로 의존하고, 부족한 자금은 은행자금, 공공기관의 융자 및 보증에 의존하나 엔젤자금이
나 벤처캐피탈의 활용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공정한 룰을 통한 공정사회 기반 강화와 민간 창의성 제고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 차
원에서 인허가 규제 방식을 네거티브(negative)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한 것이다.
네거티브 시스템은 인허가를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으로 전면 전환하여 정당한 경쟁이

창업 초기단계는 특히 담보 및 신용부족으로 제도권 금융을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정한 룰을 확립하려는 것이다. 인허가 요건에는 금지되는 것만 명시적으

에 따라 창업기업들의 자금난 완화를 위하여 벤처자금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엔젤

로 열거하고, 이에 해당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인허가를 하여주는 방식으로서 출발 과정에

투자에 대한 인식이 낮아 엔젤자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엔젤투자 수익에 대한 비과세와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는 선진적 법체계의 전형적 모습이다.

함께 소득공제금액 확대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창업기업들은 창업초기에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다. 한번 실패한 창

(2) 경제성장을 이끄는 법령선진화

업자의 재기 의지가 꺾이게 된다면 창업 활성화는 실현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창업자들의 기

인허가 원칙허용 전환은 법령선진화의 일환으로 추진하였다. 법령선진화는 법제도와 규제

업실패에 따른 부담완화 방안으로 면책재산 범위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사업실패 시 기업

의 틀을 자유경제 질서에 부합하도록 전면 재설계하는 것으로 경제성장을 통하여 선진일류

가의 압류면제 재산범위가 너무 협소하여 사업 재도전의 의지를 상실케 하므로 이를 완화할

국가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이다. 선진적 법령체계와 같은 사회적 자본이 잘

방안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구축되면 사회구성원 간의 신뢰수준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진다. 인허가의 기준을 명확히 하
여 공무원의 재량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행정이 투명화되고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투자촉진
의 전제가 되는 사회전반의 신뢰가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경제사회적인 거래비용이 감

제4절   원칙허용 인허가 도입

소하고 투자가 증가하여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이 촉진된다. OECD의 주요 국가들 중 고신뢰
사회 형성으로 사회적 자본이 잘 구축된 국가일수록 대규모 자본 축적을 통하여 연평균 약

1. 추진 배경

1% 정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다는 실증적 분석 자료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아울러 대표적 규제인 인허가의 운용방식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함으로써 자율과 창

(1) 국민중심의 공정사회 기반 마련

의를 바탕으로 한 민간기업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새로운 형태의 산업·시장의 창출을 유도함

우리나라는 근대 법체계가 도입된 이래로 인허가 규제의 99%가 ‘원칙금직·예외허용’의
포지티브(positive)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러한 형태는 일제 강점기의 근대 사법행정 제

법령선진화와 경제성장

도가 도입된 이래 약 100년 동안 지속되어온 전형적인 관(官) 중심의 인허가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모든 산업의 50% 이상이 진입규제의 대상으로서, 사전 규제 중심의 인허가
체계는 기회의 불균등과 민간경제 부문의 활력 저하를 초래하여 시장경제 발전의 걸림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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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고용 창출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업, 제조업 등 주요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니라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시하고 그 외에는 모두 개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

한 연구소에서는 인허가 원칙허용 전환으로 인해 약 3,000여 개의 창업과 약 1만 6,000명의

고 있다. 이렇듯 각종 국제법규에서도 네거티브 방식이 일반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

고용 창출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상업연구원, ‘인허가 원칙허용 전환에

로 무한경쟁시대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규제시스템의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2011.8).

마련이 필요하였다.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서 국정지표인 ‘활기찬 시장경제’

(3) 헌법상 경제적 자유권의 최대 보장

달성을 위한 핵심 추진과제의 하나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경제 살리기와 관

인허가 원칙허용 전환은 헌법상 경제적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우리

련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규제개혁이다.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우선적으로 정비하

헌법은 국가에 대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의무를 부여하면서 개인과 기업의 경

여야 한다”며 네거티브 규제 도입 방침을 여러 차례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이명박정부는 출

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자유경제질서를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범 이후 줄곧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규제제도와 법령의 선진화’ 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하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경제상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헌법상의 기본원

여 왔다.

리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각 부처 업무보고 등을 통하여 인허가 네거티브 시스템 도

인허가 규제는 기본적으로 국민과 기업의 재산권행사, 직업(영업)의 자유 등 경제적 자유

입을 포함하여 강력한 규제개혁을 주문하였다. 특히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사전적 규제

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에서 보장된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발휘할 수 없게 하

방식인 인허가제도를 ‘원칙허용·예외금지’의 사후 규제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하여 국가경쟁

는 정도의 강한 규제로 작동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는 이러한 정신을 반

력강화위원회, 법제처 등 각 부처 공동으로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 선진

영한 것으로서, 국가가 공익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 개입을 통하여

화 방안’을 보고(2010.10)하게 되었다. 업무변화 속도가 큰 분야, 행정기관의 재량을 최소화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되 헌법상 보장된 경제적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의미가 있다.

할 필요가 있는 분야 등 우선적으로 원칙허용 규정 체계의 도입이 필요한 인허가를 중심으로

인허가 원칙허용 전환의 대상이 되는 분야는 본래 자유로운 경제활동 영역이었으나 공익적
차원에서 국가가 개입하게 된 것이므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본래의 경제적 자유
권을 되돌려 준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인 정비 과제 선정에 착수하였다.
인허가 네거티브 시스템의 도입은 수많은 기업과 민간단체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반면 인
허가 규제를 운용하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로부터는 많은 우려와 함께 저
항도 없지 않았다. 인허가제도는 궁극적으로 이를 운용하는 공무원의 의지에 달려 있기 때문

2. 추진 경과

에 무엇보다도 인허가제도를 설계하고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특성이 있다. 변화된 네거티브 법 규정과 제도를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하고

우리나라에 근대적인 법령체계가 성립된 이후 지금까지 인허가의 규정 방식을 네거티브로

있는 공무원들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파주시 등 각급 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자

전면 재설계하는 범정부적인 시도는 없었다. 다만 분야별로 필요에 따라 네거티브 시스템을

치단체장과 주요 인허가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제도 도입의 취지를 설명하여 주기도 하

고려하거나 도입된 사례는 종종 있었다. 예를 들면 자본시장과 금융 관련 법령을 통폐합한

였다. 또 연중 실시되는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법제교육 현장에 찾아다니며 실무자들과 직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법률 제8635호, 2007.8.3 제정, 2009.2.4 시행)

대면하여 인허가 네거티브 시스템의 도입 취지를 공유하고 이해시키는 등 공무원들의 참여와

하면서 금융투자상품의 규정 방식을 ‘포괄주의(네거티브)’로 전환함으로써 법령에 제한되지

협력을 유도하였다.

않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금융상품의 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자본주의에 대비한 자본시장의
역할과 기능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한미 FTA에서도 서비스시장에 대하여 개방할 분야를 조목조목 제시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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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인허가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에 대한 공감

발선에서 시작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개인의 자율과 창의적 사고를 통하여

대를 확산시켜 나갔다.

노력만 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환경을 조성한 것이다.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를 제

인허가 원칙허용 전환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인식 제고와 참여 촉진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

공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서민경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으로 홍보를 추진하였다. TV나 시내 전광판, 서울역 등 역사 홍보 부스나 트러스에 교육·홍

예를 들어 민영도매시장 개설의 경우 엄격한 허가제로 운영되던 것을 일정한 시설을 갖추

보용 동영상을 제작・상영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기도 하였다. 홍보용

지 못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모두 허가하도록 바꾸어 대형마트와의 경쟁에서 위협받고 있는

포스터와 리플릿을 제작하여 공공기관, 경제단체, 민간단체, 대학, 어린이법캠프 등 각종 행

중·소상인들의 영업기반을 확대할 여지를 만들었다.

사장과 지하철 등 공중시설에 배포 또는 게시하였다.

(3) 국민과 기업의 큰 호응을 바탕으로 추진동력 확보

3. 추진 성과

인허가 네거티브 시스템 전환에 대한 국민과 기업들의 호응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
무총리실에서 일반국민과 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규제개혁 과제 성과에 대한 설문조사

(1) 149건의 원칙허용 인허가 과제 선정·추진

결과(2011.2)를 보면 기업이 뽑은 규제개혁 주요 성과에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개선’과 함

2011년 9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법제처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총 149건(법률상 인

께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이 상위권에 포함되어 있다. 또 전국경제인연합에서 기업을 대

허가 83건,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상 인허가 66건)의 원칙허용 전환과제를 선정하였다. 정부

상으로 실시한 규제개혁 체감도(만족도) 조사 결과(2011.7)에서도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

에 특별정비대책반을 가동하여 일일상황 점검을 실시하고, 각 부처의 입법을 사전 지원하는

입’이 ‘한시적 규제유예’, ‘산업단지 인허가 개선’ 등과 함께 베스트 5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등의 활동을 통하여 2011년 말까지 총 143건의 인허가 법령의 정비를 추진하였다. 이 중 하위
법령상 인허가 66건은 모두 정비를 완료하여 시행 중이고, 법률상 인허가 과제인 77건을 국

4. 한계

회에 제출하였으나 16건만 국회를 통과하고 나머지는 제18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
었다. 이들 폐기된 법률에 대하여 제19대 국회 구성과 함께 재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

인허가 네거티브 시스템은 우리나라가 근대 법체계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본격 시도한
것인 만큼 이에 대하여 학계는 물론 행정실무나 사업현장에서 아직은 생소한 제도로 인식되

사례
축산물가공업 허가 등 영업허가(‘축산물위생관리법’ 2012.2.22 시행)
축산물 가공업 허가 등 영업허가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도록 하는 기존규정을 금지사항에만 해당하
지 않으면 반드시 허가하도록 원칙허용 규제체계로 전환

고 있다. 특히 행정실무에 있는 공무원들의 경우 공익보호 차원에서 규제권한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는 초기부터 현장 공무원들의 적극적 지지를 끌어내지 못한
요인이 되었다.
또한 공무원들의 인식전환과 사업현장에의 확산 지연 이유 중의 하나는 네거티브 시스템
의 도입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제시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여 네거티브 시
스템 도입이 필요한 인허가의 유형과 범위, 그리고 도입 요건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못하

(2) 규제 패러다임 대전환의 기틀 마련

였던 것이다. 아울러 인허가 네거티브 전환 대상 과제를 선정함에 있어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최초로 도입한 규제시스템이어서 비록 완성도가 높지는 않으나 대표적 규제인 인허가를

이해와 설득이 충분하지 못하였다.

사전 진입규제 방식에서 사후 관리의 공정경쟁 시스템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기틀이 마

규제개선 총괄기관의 주도로 선정된 정비대상 과제는 모두 149건으로서 양적으로만 보면

련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자유경제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헌법의 경제적 자유권

적지 않은 성과라고 할 수 있으나 사업현장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분야의 인허가나 업종이

최대 보장이라는 인식이 정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원칙허용으로의 전환으로 모두가 같은 출

포함되었는지는 확언하기 어렵다. 인허가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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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선정하였더라면, 보다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이다.
인허가 네거티브 규정을 도입한 경우에도 상당 부분이 종전과 동일한 심사요건을 그대로

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보장과 경쟁의 촉진이라는 측면에서 네거티브 전환 가능성이 상대
적으로 높다.

둔 채 규정방식만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함으로써 실질적 전환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더구나 네거티브 규정으로 전환하면서 행정기관에게 포괄적인 재량을 부여한 규

(3) 실질적 규제완화를 동반한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

정이 신설되는 경우도 있어서 재량을 축소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네거티브 시스템 본

인허가 네거티브 시스템은 실질적인 규제완화가 동반되었을 때에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

래의 취지가 퇴색한 경우도 발생하였다.

화할 수 있다. 따라서 네거티브 규정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인허가의 실질적 요건을 완화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으로 진입규제 완화의 효과가 실제 나타날 수 있도록 질적인 규

5. 향후 과제

제완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종전의 인허가 요건과 절차를 그대로 유지한 채 형식적으로
규정방식만 바꾸게 되면 실질적인 규제완화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허

(1) 현장 공무원들에 대한 전방위적 교육과 홍보

가 심사 대상으로서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요건, 장기간 심사 기준으로 활용되지 않은 요건

우선 인허가 정책과 제도를 결정하는 공무원과 이를 현장에서 집행하는 공무원들을 대상

등은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으로 인허가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의 취지와 효과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
하다. 인허가를 실무적으로 운용하는 공무원들이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을 때에만 네

(4) 보다 과감한 규제시스템 전환을 통한 공정경쟁 환경조성

거티브 규제시스템이 성공 및 정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인허

인허가를 소관하고 있는 부처와 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인허가 규제 중 사회적 위해를 방지

가 네거티브 시스템의 도입 기준과 원칙을 명확히 확립하여야 한다. 현장 실무공무원과 기업

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등의 공익적 목적을 해할 우려가 없거나 적은 경우에는 과

등 이해관계자 그룹과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이 필요한 인허가의

감하게 네거티브 시스템의 도입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

유형과 범위를 설정하고, 경제적 진입규제와 같이 네거티브 규정 방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사

한 경제민주화 차원에서도 인허가 네거티브 시스템 전환을 통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은 정권

례들을 도출하여야 한다.

의 변경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시대적 사명이다.

(2)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의 기준과 원칙 확립
인허가 규제라고 모두가 불합리하고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네거티브로 전환할
경우 예상치 못한 부작용과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새로운 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희망자에
게 도움이 될 것인지, 지나치게 많은 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과잉경쟁과 자원낭비를 초래하지
는 않을지, 그리고 국가의 감독권 약화에 의한 서비스 및 제품의 질이 저하될 우려는 없는지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시행초기에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시범
적으로 선정,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점차로 적용범위를 넓혀가는 방법이 더 효과적
일 수 있다.
가령, 경제문제와 관련된 인허가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 가능성이 높고 부작용도 적
지만 사회질서와 관련된 인허가 규제는 사후관리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네거티브 시스템
으로 전환할 경우 국가사회적인 비용이 초래될 수 있게 된다. 특히 경제적 규제 중 진입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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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화되고, 우리경제의 내수기반이 미약하여 대외충격에 취약성이 심화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자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의 육성, 발전이 더욱 긴요해졌다.
그러나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은 선진국보다 여전히
낮아 서비스지수의 만성적인 적자가 지속되고 전반적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면서

제4장

서비스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정체되고 있고 생산성도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었다.

서비스산업 선진화

이에 따라 이명박정부는 ‘서비스산업에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나라’, ‘제조업과 서비
스업이함께 발전하는 나라’를 비전으로 삼고 서비스산업의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제2절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이명박정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전략의 가장 큰 특징은 서비스업의 업종별 특성에 맞
게 규제를 합리화해 국제 수준의 경영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출범 이후 5차례에 걸

제1절   추진 배경

쳐서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을 내놓았다. 2010년부터는 유망서비스 산업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추진하였다.

우리나라는 서비스산업의 고용비중 및 부가가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경제의 서비스
화(shift to service)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고용비중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 서비스산

1. 5차례에 걸친 선진화 종합대책 수립

업 비중은 상대적으로 제조업이 강한 독일, 일본 수준인 70%에 도달하였다.
반면 우리는 그간 협소한 내수시장과 빈약한 부존자원의 한계를 제조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1) 제1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대책

전략으로 극복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다. 수출제조업 중심의 육성정책과 서비스산업에

2008년은 이명박정부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의 큰 틀을 확립한 해였다.

대한 규제로 서비스산업의 성장은 미흡한 수준이다. 그러나 이제 ‘제조업-수출’ 중심의 성장전

‘서비스산업에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나라’,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함께 발전하는 나

략만으로는 우리가 직면한 여러 도전들을 헤쳐 나가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라’를 기본방향을 선정하고 8대 추진전략을 ‘PROGRESS’로 명명하였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제조업의 발달로 경제성장을 이루다 점차 서비스산업으로 경제

8대 추진전략은 ① 생산성 제고(Productivity), ② 규제합리화(Regulatory reform), ③ 개

의 무게중심을 이동시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동반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방(Openness), ④ 세계적인 수준(Global standard), ⑤ 경쟁(Rivalry) 도입, ⑥ 경영환경 개선

아직 제조업 부문의 성장세가 서비스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향후 우리경제가 지속

(Environmental improvement), ⑦ 전문화(Specialization), ⑧ 규모의 경제(Scale economy)

적으로 성장하고 선진화되기 위하여 서비스산업의 육성이 필수적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다. ‘PROGRESS’는 각항의 영문 이니셜을 조합한 것이다. 이와 같은 비전과 전략을 토대로

또한 경제의 서비스화 진전에 따라 서비스산업은 꾸준하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원천으로 자
리잡게 되었다. 고용 측면에서 보면 제조업은 취업 유발계수가 10억 원당 9.3명인 반면 서비스
업은 16.6명에 이른다. 특히 제조업부문의 자동화 등으로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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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여 방송영상 콘텐츠 거래 관행을 선진화하였다.
IT강국 대한민국의 장점을 살려 방송통신, 신소재와 로봇, 바이오와 식품에 이르기까지 융합 신산업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가동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의료, 관광, 교육, 금융 등 고부가 서비스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키워 좋은 일자리와 국부 창출의 원천으로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률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사무소 설치요건, 타 법인에 대한 출자제한을 완화하
여 법률 서비스의 대형화, 전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성과·품질 중심의 관리 강화,
S/W분리발주 제도화 등 IT서비스·SW 관련 규제를 개선하였다.

이명박 대통령, 신년 연설(2009.1.2)

(3) 제3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1, 2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노력을 기울였
으나 산학협력, 직업훈련 등 제조업 중심의 인적 인프라와 서비스산업의 R&D에 대한 제도·
로 관광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템플스테이, 마리나·크루즈 여행 등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외국

인식·지원 등이 미흡하여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의 입장에서 ‘가보고 싶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해외환자 유치·알선을 허용

2009년 1월 3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법인이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또한 초·중등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재학생수의 30%로 확대하고 내국인 입학자격을

3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은 서비스산업의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하여 산학연계 대학교육
강화, 서비스산업 직업훈련 인프라 확충, 서비스산업의 R&D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해외거주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등 외국 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련된 규제를 대폭

첫째, 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기업이 원하는 대학, 사업자 단체 등에

완화하였다. 서비스 수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지식 서비스 수출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고부

계약학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상 지원업종을 서비스 분야로

가가치 지식기반 서비스가 신성장동력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였다.

확대(49개 업종 → 60개 업종)하여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을 확대하였다.
둘째, 서비스산업의 직무분석 확대, 폴리텍 대학의 서비스 분야 교육 확대 등 서비스산업의

(2) 제2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대책

직업훈련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서비스업 직무역량 평가를 위하여 서비스 분야의 국가기술

2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서는 낙후된 서비스산업이 경제 전반의 성장에 큰 걸림돌이

자격을 신설, 보완하는 등 직업훈련 체계를 서비스산업 친화적으로 개편하였다.

되고 있다는 인식 하에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고용 서비스 분야, 규제 합리화에 따라 투자가

마지막으로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의 ‘기술혁신’, ‘기술혁신 성과물 및 사업화’ 정의에 서비

활성화될 수 있는 미디어 분야 및 보건서비스 분야와 선진제도를 도입할 경우 서비스업 성장

스를 포함하고 서비스 R&D활성화 방안을 수립하는 등 제조업 위주로 구성된 R&D관련 법

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법률, IT서비스·SW, 전문자격사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합리

령·제도를 서비스 친화적으로 개선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 R&D예산 중 서비스 분야에 대한

화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R&D 투자를 확대하고 서비스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고용 서비스는 1개의 회사가 직업훈련·인재파견·취업지원 등 고용관련 모든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직업훈련 비용 지원체계를 기준단가에서 훈련별 특성에 맞는 기준

(4) 제4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실비기준, Training Project Financing)으로 개선하여 민간 고용지원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정부는 3차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력을 기울여 왔으나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제조업 중심의 제도·의식을 단기간 내에 개선하

방송통신의 서비스는 대기업의 위성방송(위성 DMB 포함) 소유제한을 폐지하여 방송의 소

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로 국내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대외적

유규제 제한을 완화하였다. VOD·데이터 방송 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영업규

충격이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대외 의존도 개선 등 당면한 경제위

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한편 방송사·외주제작사 등이 참여하는 ‘외주제작비 현실화

기를 극복하고 위기 이후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2009년 5월 4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마련 TF‘를 통하여 ’합리적인 외주제작비 산정 기준 및 외주제작 표준계약 가이드라인‘을

방안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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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서는 제조업에 비하여 서비스업에 차별적인 지원제도를 개

수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고 5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선하고자 하였다. 고용창출, 성장 가능성, 서비스 수지 개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9

우선 해외소비 수요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하여 국내에도 복합 엔터테인먼트 경기장, 글로벌

개의 유망서비스(교육, 콘텐츠, IT서비스, 디자인, 컨설팅, 의료, 고용지원, 물류, 방송통신)를

테마파크 등을 유치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경기장 내 대형마트나 영화관 등의 수익시설

선정하여 분야별 선진화 대책을 마련하였다.

설치 제한을 완화하여 경기장이 복합문화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글로벌 테마파
크 조성을 위한 외자 유치 시 저렴한 임차료로 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외국

4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주요내용
분야
차별 개선

교육

콘텐츠

IT서비스

디자인

컨설팅

의료

고용지원

물류

방송통신

인 투자자의 투자유인을 높이고자 하였다.
주요 내용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세제·재정지원 차별개선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에 대한 보증, 수출금융 규모 확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의 결산상 잉여금 송금 허용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에 입학 가능한 내국인비율 완화
•저작권 보호 강화
•표준계약서 제정 등 공정거래 기반 조성
•SW분리발주 의무화
•IT서비스 사업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기반구축
•융합형 디자인대학(원) 추진
•소액·다수 지원을 토탈디자인 지원방식으로 개편
•컨설팅 대학원 확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신용카드로 카지노칩을 구입할 수 있
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국내 쇼핑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형 쇼핑 인증제’를 도입하
였다. 아울러 외국인 환자가 포함된 의료분쟁의 경우 중앙의료심사위원회가 직접 중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 친화적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고품격 관광·레저 산업 육성을 위하여 ‘마리나항만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휴양
콘도미니엄 회원 모집 기준 완화, 복합기능형 관광단지 조성 등의 방안도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먹는 샘물·의료·결혼중개업에 대한 방송광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광
고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였다. 아이 돌보미, 장애인 장기요양 서비스에 전자바우처 방식을
확대 적용하는 등 신규 시장 창출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컨설팅 기업 대형화 유도를 위한 지원사업 개편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유치 지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여부 검토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근로자 파견가능 업무 범위 확대

1차(2008.4)

서비스수지 개선 방안(관광・교육 중심)

•고급전문인력에 대한 직업소개 수수료 자율화 추진

2차(2008.9)

미디어 분야 및 IT・SW 분야 등에 대한 규제 합리화

•우수 물류기업 인증 요건 강화

3차(2009.1)

서비스 분야의 인적 인프라 확충 및 R&D 투자 활성화

4차(2009.5)

교육・의료 등 9개 유망서비스 분야에 대한 규제합리화, 경쟁촉진 및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 개선

5차(2009.9)

해외소비의 국내전환 유도, 외국인 친화적 관광인프라 구축 등 내수기반 확충 제도적 인프라 마련

•창고업 등록제 도입
•종합편성 프로그램 사용사업자 선정
•통신망 재판매 제도(MVNO) 도입

특히 4단계 선진화 방안은 민·관이 공동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2. 유망 서비스 분야 선진화 대책

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컸다.
서비스 산업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교육, 의료, 방송통신 등 다양한 특성을 지닌 업종을

(5) 제5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포괄하고 있어 업종별 특성에 맞는 선진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모든 업종에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겪은 후 우리 경제는 안정되고 있으나 민간부문

두루 적용되는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오히려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일 수 있으므로 선택과 집중

의 경기는 여전히 불안한 상태였다. 향후 재정여력과 환율·수출 등 대외경제의 불안정성을 고

의 원리에 따라 유망분야를 선정하여 분야별 육성방안을 수립하였다.

려할 때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내수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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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콘텐츠-미디어-3D 산업 선진화 방안

원 방식을 개선하고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통하여 보육시설의

스마트폰과 3D영화가 우리 생활에 깊숙이 침투하고 애플과 구글이 콘텐츠와 OS기기 연계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와 개방형 생태계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면서 국내 시장에서 수직계열화 구조에 안주
하던 국내 통신사들과 전자기기 제조업체들이 위기 상황에 직면하였다.
세계 경제가 제조업 등 하드웨어 중심에서 문화 콘텐츠, 서비스 등 감성·창의력 중심의 소
프트 산업 경제로 이행하여 감에 따라 국내에도 개방형 생태계 조성, 무선 인터넷 활성화 등 개
방, 상생, 모바일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응하기 위한 노력이 점차 가시화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가 제도를 일자리 친화형으로 개선하고 허위·부정 청구 등 재정 누
수 방지를 위하여 RFID 활용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지역사회의 특화된 수요에 부응하는
사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역사회 주도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 서비스 인력양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 서비스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한
편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을 신설하는 등 사회 서비스 산업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였다.

콘텐츠-미디어-3D 산업은 상호 동일 생태계를 구성하는 유기적 관계이며 상호 선순환적 발
전이 가능하고 교육·의료·관광 등 서비스업과 IT기기 등 제조업의 동반성장을 견인하는 핵

(3) 관광·레저산업 선진화 방안

심산업이다. 콘텐츠 분야는 성장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우리 고유의 문화요소를 글로벌

관광·레저산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고용유발 효과가 상대적으

상품화할 경우 국가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다.

로 큰 분야이나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국내·외적 위상은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주변

우선 콘텐츠 개발업체(중소기업)와 콘텐츠 수요자인 기기·서비스 업체(대기업) 및 정부가

국들은 급증하는 중국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략을 펼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핵

참여하는 시장창출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콘텐츠산업진흥법을 개정하여 범정부적 중장기

심 관광 상품의 부재, 숙박시설 부족, 다양한 형태의 관광 서비스 제공 미흡 등으로 경쟁력이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콘텐츠산업의 인프라를 확충하였다.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해외 관광객을 국내로 유치하고 해외 관광수요를 국내로 전환하기

무선인터넷 부문의 규제를 완화하고 와이브로(Wibro)망 등 무선통신분야 인프라를 확충하
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콘텐츠 제공업체와 방송사 간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시정할 수 있는 가
이드라인을 통하여 콘텐츠업계의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 미디어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위하여 관광산업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우선 숙박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광호텔 신축·보수 시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고양관광문화단지와 3개 보금자리지구(하남미사, 위례신도시, 서울 내곡)에 호텔 부지를 공

3D 기술은 영화, 방송 등 문화산업뿐만 아니라 의료, 광고, 건축 등 광범위한 산업에 응용될

급하는 한편 도시민박업, 서비스드레지던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서울지역의 오피스텔,

수 있는 분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3D 시장수요가 부족하고 기술수준이 취약한 상

쇼핑몰 등이 비즈니스호텔로 전환할 경우 용적률을 20% 완화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하

태로 3차원 공간정보 구축 사업 등 공공사업으로 초기 시장수요를 창출하고 3D방송, 무안경

여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TV, 홀로그램 등 3D 산업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둘째, 관광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광표지판 등 외국인 관광 안내체계를 개선하고 관
광통역안내사를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

(2) 사회 서비스 선진화 방안

기 위하여 중국인 입맛에 맞는 한식을 발굴하여 주요 식당에 보급하고 관광가이드 자격제도에

사회 서비스 분야의 고용비중은 선진국 대비 낮은 편으로 고용창출 여력이 충분하고 저출

실무수습을 추가하여 현장 중심으로 가이드 자격을 재편하는 한편 사후면세점 확대, 은련(銀

산·고령화의 심화, 100세 사회 도래 등으로 앞으로 간병, 보육 등의 분야의 수요가 증대할 것
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회복지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었다.

聯)카드 가맹점 확대 등을 통하여 쇼핑 편리성을 제고하였다.
셋째, 관광상품 개발방안을 마련하였다. 순천만, 우포늪, DMZ 등 생태관광거점을 집중적으

첫째, 제도권 영역 밖에 존재하는 간병 서비스의 제도화, 돌봄 서비스 바우처 대상사업 확대

로 육성하였다. 해양크루즈·항공투어 등 해양·항공 분야의 관광활동을 다양화하며 경인아

로 사회 서비스 시장형성을 촉진하고 제공기관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경쟁체제를 강화

라뱃길을 수도권 해양관광·레저 활성화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더불어 미

하였다.

식관광, 웨딩관광 등 고소득층에 인기가 높은 관광 상품과 케이팝(K-Pop)등 한류 콘텐츠를

가구구성(전업주부,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및 근로형태(야간근로 등)를 반영하여 보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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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레저산업·크루즈 관광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였다. 윈드서핑·래프팅 등 수상레포츠

출의 길을 모색함으로써 우리의 교육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설이나 산악자전거 도로 등 레포츠 기반 시설을 신설하거나 개·보수하는 경우 자금을 지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강점을 지닌 IT 분야와 교육이 결합한 이러닝(e-learning) 산업의 해외

하고 레저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국내 크루즈 관광 육성을 위하여 신규 크

진출 여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 이러닝 컨설팅과 사업화를 지원할 국제 이러닝 컨설턴트를

루즈 사업자도 선상 외국인 전용 카지노 영업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일반 여객

양성하고, 수출 가능한 이러닝 상품 및 시스템을 발굴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선과 화물선에 적용중인 톤세제를 크루즈선으로까지 확대 적용하였다. 부산, 인천, 여수, 제주
등에 크루즈 전용부두 및 여객 터미널을 확충하고 선박입출항료, 접안료 등 항만시설 사용료

(5) R&D 서비스 선진화 방안

감면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하여 외국 크루즈선 유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과 관련한 서비스업의 고용비중과 효율성 수준은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마지막으로 여수엑스포 개최, 위안화 강세, 한류 등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회요인을 활
용하여 여름 성수기에 증가하는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2012.6월 마련하

미흡한 실정이다. 연구개발 서비스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R&D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관련 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업종으로 앞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높은 산업이다.

였다. 복수사증 발급 대상을 확대하고 환승승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를 신설하는 등

우선 공공부문 중심의 폐쇄형 연구개발 시장구조로 민간 연구개발 서비스 시장이 미성숙한

비자제도를 개선하고 중국인 쇼핑 선호지역의 은련가맹점 확대를 추진하였다. 한국관광 정보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한국연구재단 등 국가연구개발 기획·관리 전문기관의 업무가 아웃소

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공사 중국어 홈페이지에 여름 성수기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정

싱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다. 신성장동력 분야의 시험인증 품목과 인증기관을 단

보를 제공하는 전용공간을 마련하고 중국어 관광정보 앱(Application)을 개발하여 보급하였

계적으로 확대하여 연구개발서비스 시장의 수요를 창출하고자 하였다.

다. 여수엑스포, 제주지역 관광객 유치를 지원하여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한국관광
붐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연구개발 서비스업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서비스 표준계약서를
개발, 보급하고, 해외진출 및 M&A 지원 등을 통하여 업체의 대형화를 유도하였다.
연구개발 서비스업 신고요건 완화, 절차 전산화 등으로 연구개발 서비스업 설립이 용이하도

(4) 교육 서비스 선진화 방안

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였다. 연구개발 서비스 전문기업에 대한 업체정보DB를 구축하는 등 인

세계 각국은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 유치하기 위하여 ‘글로벌 교육서비스’ 활성화

프라를 확충하고자 하였다.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의 대외경쟁력이 낮아 외국인 유학생 점유
율이 저조한 편이고 해외유학·연수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 유학생 유치,

(6) 서비스업 해외진출

우수 외국 교육기관 국내 유치 등과 함께 우리 교육의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도모하여 유

서비스산업의 낮은 생산성, 제조업 중심의 수출지원 제도 및 국가 차원의 전략 부재 등으로

학수지 적자를 줄이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였다.
첫째, 기존의 중국 등 아시아지역 외에 중동·아프리카 등 국가들과도 국제지원 프로그램을

인하여 서비스업의 해외진출은 주요 국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
므로 서비스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활용한 유치전략을 수립하여 유치지역을 다변화하고 유치·선발에서부터 국내정주, 대학수

첫째, 지역별·국가별로 시장여건 및 성장잠재력 등 종합정보를 포함한 서비스업 해외진출

학, 졸업·귀국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지원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전략지도를 마련하여 서비스기업에 제공하기로 하였다. 제조업 수출지원 중심으로 구축되어

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있는 해외진출 지원체계를 서비스업 친화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KOTRA의 서비스업 해외진출

둘째, 본국 회계처리 기준적용, 결산상 잉여금 해외송금 허용 등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교육

지원체계를 대폭 보강하였다. 이와 함께 대외협상을 통하여 우리가 국제경쟁력을 보유하고 있

기관 유치관련 법령 개정을 통하여 우수 외국 교육기관을 국내에 유치하여 유학 수요를 국내

는 5대 중점서비스(유통·금융·통신·건설·해운) 분야의 해외시장을 지속 확대하여 나갔다.

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셋째, 교육원·연구소와 캠퍼스 형태에서 시작하여 분교에 이르기까지 국내 대학의 해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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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서비스기업에 대한 수은 여신을 2013년까지 3,5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분야에
지원되는 문화수출보험 및 서비스종합보험을 2013년까지 각각 1,200억 원, 2조 5,000억 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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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대하였다. 해외 콘텐츠 관련 기업과 공동투자하는 프로젝트 등에 대하여도 완성보증을

의 일상생활에 유용한 소화제, 감기약 등의 가정상비약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약국을 통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해외진출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였다.

하여만 구입할 수 있다.

셋째, 해외취업을 위한 국내외 사전연수 기관을 시설, 장비 등이 우수한 대형 교육기관 중심

하지만 심야, 공휴일 등 약국 영업시간이 끝난 시간이나 도서 산간지역 등 약국이 분포되지

으로 내실화하고 해외취업 후 애로사항 해결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후관리 대상국을 4개국에

않은 지역의 경우 일반 국민들이 필요한 때에 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미국, 일

서 7개국으로 확대하는 등 서비스 전문 인력의 해외진출 기반도 강화하였다.

본, 영국, 독일,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은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선진국

2012년에는 2010년에 마련한 서비스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서비스업 해외
진출 전략지도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해외진출 우선 업종과 국가를 선정하였다.

의 사례 및 OECD의 권고를 감안하여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를 허용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다.

시장중요도, 성장잠재력 기준으로 5개의 산업을 선정한 후, 글로벌 기업의 한국진출 여부 및

기획재정부는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KDI 연구용역)을 토대로 관계부처의 의견을

해외진출 준비 정도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의료, 콘텐츠, 이러닝, 엔지니어링 4개 업종을 우선

조회(2009.10.27)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약사회는 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진출 업종으로 선정하였다. 정량적 선정기준으로 진출 후보국가군을 선별한 후, 최종 우선진

있으며 부정·불량 제품이 유통되는 경우 신속한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출 국가를 선정하였다.

이러한 우려를 감안하여 약국 영업시간 외에 구매 수요가 높은 품목을 선정하고 판매장소를

이후 관계 부처 간 추가 검토 작업을 거쳐 수출 인큐베이터 사업에 서비스 업종 입주추가, 해

한정하는 등 안전장치를 두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추

외현지 사업 매뉴얼 작성 등 서비스업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의료진출

진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추가적인 실무협의를 거쳐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

지원센터 확대, 불법 복제물 추적관리 시스템 중국어 버전 개발, 아세안사이버대학 설립, 대형

하기로 결정하였다.

투자사업(PPP) 발주현황 조사·분석 등 선정 업종별로 해외진출 촉진을 뒷받침할 구체적 정
책과제들을 발굴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후 전문가 간담회, 공청회 등을 거쳐 현행 의약품 분류체계를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의약품 3분류체계로 변경하고 약국 외 판매 의약품 품목을 보건복지
부 장관 고시로 지정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입법예고와 국무

유망 서비스 분야 선진화 대책

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 약사법 개정안은 여야간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콘텐츠미디어(2010.4)

글로벌 펀드 조성, 아시아 최대 컴퓨터그래픽(CG) 생산 기지화 추진, 무선 인터넷 활성화 등

사회서비스(2010.5)

간병서비스 제도화,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진입규제 완화, 보육 바우처 지원 등

관광・레저(2010.7)

4대 지역관광 으뜸명소, 외국인 관광객의 출입국 여건개선 및 쇼핑・생태・해양・항공・농산어촌
관광활성화 등

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었다.
그러나 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언론은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이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전하여지면서 기존 정부안을 일부 수정한 약사법 개정안이 2012년 2월

교육서비스(2010.8)

외국인 유학생 및 우수 외국학교의 국내 유치 추진, 국내 대학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3일 국회 상임위(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였다. 2012년 5월 2일에는 국회 본회의

R&D(2010.9)

아웃소싱 확대를 통한 시장 수요 창출, 연구개발 서비스 기업 경영여건 개선, 인프라 확충 등

를 통과하였다.

서비스업 해외진출
(2010.6, 2012.7)

서비스업 해외진출 전략지도 작성, 지원 인프라 강화 등

보건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지정을 위하여 의·약계,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
여한 안전상비의약품지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하였다. 2012년 7월 5일 3차 회의를 통하여 해열
진통제(타이레놀정500mg, 타이레놀160mg, 어린이용타이레놀정80mg, 어린이타이레놀 현탁

3.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OTC)

액, 어린이부루펜시럽), 감기약(판콜에이내복액, 판피린티정), 소화제(베아제정, 닥터베아제
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파스(제일쿨파스, 신신파스아렉스) 13개 품목을 선정하

우리나라의 의약품 분류체계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한 전문의약
품과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매 가능한 일반의약품으로 나누어진다. 이 중 일반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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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에 따라 2012년 11월 15일부터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의 가정상비약을 편의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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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활기찬 시장경제

147

4.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추진

제3절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 성과

서비스산업 선진화 대책의 시행으로 서비스산업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으나 서비스산업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을 통하여 제조업의 고용창출력이 저하된 상황에서도 서비스산업

의 생산성은 기대만큼 증가하지 못하였다. 부처 간 대립, 이해관계인과의 갈등을 회피하는 부

은 꾸준히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 만성적자를 기록하던 서비스 수지도 1998년 이후 14년 만

처들의 소극적 태도로 서비스산업의 경쟁을 제한하는 주요 규제개선은 다소 부진하였다. 중

에 흑자로 반전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장기적·범정부적 시각보다는 단기적이고 부처 별로 독립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곤충
산업육성법’, ‘말산업육성법’ 등 다소 중요성이 떨어지는 개별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별도의 법

1.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활성화

률은 제정되는 반면 서비스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법률은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하였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는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범정부적인 추진주체로 민관 합동
으로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의료산업은 고부가가치·신성장산업으로 소득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비약적
인 성장이 예상되고 우리의 우수인력, 고급 의료기술과 가격경쟁력은 글로벌 의료시장에서 활
약이 기대되는 분야이다.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는 범부처적인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추진실적을 평가하

정부가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하여 의료통역사를 양성, 배치하고, 한국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며 부처 간 대립되는 사항을 협의하는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 관련 주요 정책을 논의하도록 하

수 있는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의료관광을 위하여 국내로 유입되는

였다.

외국인 환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기획재정부 장관과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전문가가 위원으

전 세계 관광시장이 확대되고, 중국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중국인 관광객이 세계 관광

로 참여하여 서비스산업과 관련한 각 부처, 민간전문가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논의

시장의 핵심 고객으로 부상함에 따라 이들을 유치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여지고 있다.

의 장이 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비자제도 개선, 숙박시설 확충, ‘여름 성수기 중국인 관광객 유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우선 서비스

치 방안’ 등 정책과제를 추진함으로써 중국인 관광객을 포함한 해외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였다.

R&D개념을 정의하고 서비스 R&D 투자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

또한 정부·기업회의 및 인센티브 관광 유치·개최 등을 통하여 2011년 세계 6위의 국제회의

수 R&D 성과 인증제도 도입을 규정하였다.

개최국으로 도약하는 성과를 이루어내었다.

서비스선진화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유망 서비스산업을 선정하여 재정·창업·금융·수출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제조업 등과 비교하여 서비스산업에 불리한

2. 국민 편의 제고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하였다.
또한 전문성과 글로벌 역량을 갖춘 고급인력 육성을 위하여 서비스산업 특성화 교육기관을
지정,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그러나 서비스산업의 생
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통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법
으로써 19대 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부처협조, 국회 협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안전성이 입증된 일부 의약품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팔 수 있도록 하여 소비
자의 편의를 제고하자는 논의는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간에 큰 입장차를 보이며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나 지속적인 부처 간 협의 등을 통하여 안전성이 검증된 액상소화제, 드링크, 연고, 파스
등 일부 의약품을 슈퍼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2011.7)하기에 이르렀다.
2012년에는 추가적으로 편의점에서도 해열제 등 가정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심야
시간·휴일에 겪는 의약품 구입불편을 해소(2012.11)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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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유학수요의 국내 유치

다. 고급 전문 인력에 대한 직업소개 수수료를 자율화하는 방안 등을 통하여 민간고용 서비스
를 활성화하였다.

질 높은 교육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해외 유학·연수수요가 증가
하였다. 이에 따라 연수·유학 수지적자가 지속되었다.
그러나 중국 등 개도국의 고등교육 수요 증대와 한류 확산, 대학·정부의 유학생 유치 노력에

제4절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의 한계와 향후 과제

힘입어 외국인 유학생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우수 외국학교 유치 등을 통하여 교육시
장 개방을 확대하고 고등교육 국제화에 대비하여 국내 대학의 글로벌화를 추진하였다.

4. 서비스산업에 대한 차별 완화

1.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 한계
(1) 이해관계 대립으로 인한 선진화 추진 동력 약화
서비스산업은 다수 부처 및 이해관계자가 관련되어 있어 부처 간 또는 이해단체 간 갈등으

정부는 과거 압축성장 과정에서 ‘불균형 성장전략’에 따라 제조업 육성에 중점을 두었다. 이

로 선진화 추진 동력이 약화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콘텐츠, 의료복지, IT서비스 등 고용이

에 따라 서비스산업은 제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

나 부가가치 창출 측면에서 유망한 주요 서비스산업들은 관련되는 다수 부처들 간의 영역다

나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척되면서 그동안의 제조업 위주의 정책에서 탈피, 제조업과 서비스업

툼이나 정책방향 이견으로 주요 지원 선진화 정책 추진이 지연되었다.

간 차별을 완화하여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정부는 2009년 5월 제1차 차별개선 분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2012년 9월
제2차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차별해소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2차례에 걸쳐 마련한 차

의료 서비스 개방과 영리의료법인 문제 등에 있어 고용창출과 생산성 제고를 주장하는 재정
부와 의료비용 부담 증가와 의료 서비스 접근성 악화를 주장하는 복지부 간의 갈등으로 의료
서비스 선진화 정책의 추진이 불투명하였다.

별완화방안에는 정책과제별 제도 특성을 감안하여 고부가가치 창출 등 경제적 효과가 높은

변호사, 회계사, 감평사, 변리사, 의료인력 등 전문 서비스업의 시장개방과 인력양성 확대를

서비스업종을 지원대상 분야로 선정하고, 세제·재정, 금융지원, 서비스인력 확충, 인프라 조

주장하는 재정부와 신중한 접근을 주장하는 주관부처들 간의 입장차이로 정책 추진이 어려움

성 등 제반 영역에서의 정책과제가 망라되었다.

에 봉착하였다.

차별완화방안을 통하여 서비스업에 차별적인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중소기업특
별세액감면 대상에 콜센터·텔레마케팅업, 인력공급업 및 고용알선업 등의 서비스업종을 확대

(2) 범정부적 서비스선진화 추진체계 미흡

하였다. 서비스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분류기준 완화 및 서비스업에 대한 보증·수출여신 등 금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서비스산업 발전 계획을 단기적 관점에서 벗어나 중장기

융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서비스산업에 차별적인 제도들의 개선을 이끌어 냈다.

적 관점에서 정부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여 일관성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 특히 100세 시
대 도래, 산업 간의 융합 등 다양한 신서비스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 추진체

5. 서비스산업 경쟁 촉진

계를 정교하게 다듬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서비스산업은 구성이 다양하고 분야별 대책은 각 개별법에 근거하여 부처별로 선진

모바일 금융결제 규제완화(30만 원 미만 결제 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완화), 약국 외 의약

화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오고 있어 전체 서비스산업을 총괄 조정하고 부처 간 이견이나 갈등,

품 판매 허용으로 일반 시민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MVNO(이동통신 재판매) 도입, 대기업·외

이해집단 간 분쟁 등을 국가적 차원에서 조정할 수 있는 전담부처나 조정기구가 없는 실정이

국인의 방송 지분에 대한 소유제한 완화 등으로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였다.

다. 이에 따라 서비스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서비스 선진화 관련 정책을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또한 SW 분리발주 제도를 의무화하여 기술력 있는 중소 SW 업체의 수주 확대를 촉진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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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추진
일본, 네덜란드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영리의료기관을 허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
기관 설립주체를 의료인, 비영리법인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완화하고 FTA를 통한 대외개방을 가속화하여야 한다.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 연
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 연구기관 및 전문 교육기관 육성

이와 같은 설립규제 등으로 인해 자본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의료서비스 산업의 발전이 지체된다는 판단 하에

등을 통하여 서비스 인프라를 강화하고,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산업 발전 정책을 협의할 수 있

2009년 5월 의료서비스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투자개방형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는 추진체계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여야

그러나 의료서비스업 발전으로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 등을 기대하여 투자개방형 의료기관 설립을 찬성하는
측과 의료법인의 수익창출을 위한 의료비 상승, 계층·지역 간 의료 양극화 심화 등을 우려하여 반대하는 측의 주

한다.

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공동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는 판단에 따라 관련 논의를 중단하였다. 다만  외국인 투자활성화 등을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에 한해 투
자개방형 외국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3) 서비스 수지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
그동안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던 서비스 수지가 2012년 흑자로 전환되었다. 지속적인 관광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차

활성화 대책과 한류 붐으로 여행관련 서비스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여행수지 적자가 감

원에서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검토하여야 할 과제는 맞지만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을 설득해 추진하는 게 맞으므로

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사업 서비스와 지적재산권 수지에서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 법

신중히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2009.12.14)

률·회계·특허 등 전문 서비스 시장의경쟁력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단위: 억 달러)

서비스수지

서비스산업을 ‘산업’으로서 육성하기 위하여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전 국민의 공감대가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서비스수지

△133.3

△119.7

△57.3

△66.4

△86.3

△43.8

26.5

•여행수지

△130.6

△158.4

△92.9

△52.2

△84.2

△71.6

△51.2

여행수입(EX)

57.9

61.4

97.7

98.2

103.6

123.0

131.7

여행지급(IM)

188.5

219.8

190.7

150.4

187.8

194.6

182.9

•사업서비스 수지

△71.7

△74.1

△142.8

△150.1

△135.9

△169.2

△143.3

(1) 저부가가치에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지적재산권 수지

△26.0

△34.0

△32.7

△39.9

△58.9

△29.8

△44.5

정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대책 추진 결과 서비스산업의 고용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 자료: 한국은행(2012)

형성되고 이를 아우르는 추진체계, 법적·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2.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향후 과제

2012.1~11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게 되었다. 그러나 선진국과 비교할 때 아직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저
부가가치 업종의 고용비중은 높다. 반면 보건·사회복지, 사업서비스업 등 고부가가치 업종의
고용비중은 낮은 상황이다. 이에 진입규제가 높은 보건, 전문 서비스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도
소매·음식숙박업에서 다른 업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서비스산업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추진 체계 구축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비중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는 제
조업 부문의 부가가치가 서비스업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조업 부문이
개방과 경쟁을 통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낸 것처럼 서비스업도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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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감기약 구입이 가능해지기까지

2012년 11월 15일 이후, 약국을 통하여 구입할 수 있었

우여곡절 끝에 2011년 9월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

던 감기약, 소화제, 해열진통제 등을 편의점에서도 구입할

허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수 있게 되었다. 그 동안 심야, 공휴일 등 약국이 영업을 하

개정안에는 1회 1일분으로 판매량 제한, 12세 미만 어린

지 않는 시간이나 도서 산간지역과 같이 약국이 없는 지역

이에게 판매금지 등 안전성 측면에서의 보완방안도 포함

에서는 필요한 때에 의약품을 구할 수 없어 국민들이 많은

되었다.

불편을 겪었다. 한밤중에 갑자기 아이가 열이나 급하게 해

이해관계단체의 소극적인 자세와 국회 논의과정에서의

열제가 필요한데 약국 문이 닫혀있어서 안타까워하였던

지연으로 다소 늦어졌으나 2012년 5월, 약사법 개정안이

경험들을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었다.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기획재정부는 2009년부터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

품목이 20개로 한정되었고, 판매장소도 24시간 운영가

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왔다.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는

능한 편의점으로만 제한된 것은 아쉬움이 있지만 몇 년 동

소비자의 편의를 높일 뿐만 아니라 의약품 판매 서비스에

안이나 지속되었던 해묵은 논쟁이 종지부를 찍은 것은 큰

대한 진입장벽을 낮춘다. 이는 관련 시장을 넓히고, 의약

의미가 있다.

품 가격 인하로도 연결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라는 작은 변화를 통하여 국민

그러나 이 방안은 시작부터 어려움에 부딪혔다. 예정되

생활에 편리함을 더하고, 우리 서비스 산업이 한걸음 선진

었던 공청회는 이해단체의 집단 단상점거로 연기되는 등

화되는데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정책 담당자로서 큰 보람을

반발이 거셌고, 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

느낀다. 편의점에 진열된 약이 국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

이 제기되어 정부 내에서도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리나라 경제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여 본다.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경제정책조정회의 등
을 통하여 관계부처 간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이견을 조금
씩 조정하는 노력을 지속하였다. 상황이 결정적으로 반전
된 것은 2010년 12월, 감기약 슈퍼판매에 대한 대통령의
긍정적인 언급이 언론에 보도되면서부터다. 무엇보다도
일반국민들의 지지가 큰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 최상목(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제5장

금융부문 경쟁력 강화

제1절   추진 배경
1990년대 말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그간 누적된 부실을 털어내려는 구
조조정과 선진국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개혁을 대대적으로 단행하였다. 금융인프라의 선진
화를 위한 정책의 큰 축으로 규제완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규제산업
이라는 특징에 걸맞게 새 제도 도입에 따른 많은 규제의 신설이 함께 진행되었다. 세계 주요 금
융회사에 비하여 규모와 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우리 금융산업의 핵심과제의 하나로 대형화・
겸업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이를 통하여 금융산업을 독자적인 성장동력으로 키워 궁극적으
로 우리나라를 동북아의 금융허브로 육성한다는 정책적 노력이 진행되어 왔다.
이명박정부도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금융산업을 독자적인 성장동력산업으
로 육성하기 위한 목표 하에 취임초기부터 대대적인 금융규제개혁을 추진하였다. 지나치게 엄
격한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 핵심과제로 선정되었다.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엄격한 사전적・획일적인 은행
주식 보유규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경우 ‘은행의 사금고화(私
金庫化)’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기 때문에 대기업 등 비금융주력자는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
의 지분을 4%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규제를 도입・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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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IMF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에 매각된 주요 은행들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산업자

여 자본의 질적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었다. 2008년 6월 말 기준 은행 BIS비율은 한국 11.36%,

본의 역할이 제한되었던 점, 국내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책임경영이 정착되지 못한 점 등에 대

미국 12.36%, 영국 12.45% 수준으로 국내은행들의 자본적정성은 주요 선진국들에 비하여 다

한 비판을 배경으로 은행 소유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2000년대 하반기부터 학계

소 미흡하였다. 특히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가 국내에 빠르게 전이되는 상황에서 은행자

등에서 제기되었다.

본 확충으로 국내은행들의 재무구조가 개선될 수 있다면 우리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담보하는

뿐만 아니라 글로벌 은행산업의 대형화 추세, 글로벌 금융위기 시 은행자본 확충 필요성 등

큰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었다. 은행부실화는 단순히 해당 은행의 부실

당시 제반여건도 과도하고 경직적인 사전적 소유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을 부각시

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융시스템 전반 및 국민경제 전체에 막대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야기

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이명박정부는 2008년 초부터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등의 개

하기 때문이다.

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자본확충 경로를 다양화하는 것 이외에도 국내은행 경영지배구조 개선의 기

다음으로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저축은행의 부실 PF대출이

반을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의미 있는 수준의 은행 지분을 보유한 다양한 주주군을 형

금융시스템의 불안요인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은행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예금금

성함으로써 은행주주간 나아가 주주와 이사회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은행의 책임경영 체

리를 통하여 자산규모를 키워 온 일부 저축은행들은 우량한 대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부동

제를 확립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토대로 은행산업 대형화를 통하여 국내은행들이 향후 우리

산 PF대출을 대규모로 취급하였다. 대주주와 관련된 불법대출을 통하여 예금자의 돈을 사금

금융부문을 독자적인 성장동력으로서 이끌어 나갈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고처럼 이용하기도 하였다. 저축은행의 과도한 외형 확대와 부족한 리스크 관리능력, 그리고

하기 위함이었다.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법행위 등 위험요소가 팽창한 가운데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
체로 저축은행의 부동산 PF대출 부실이 급속히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소유가 된 은행들의 원활한 민영화를 위하여 장애요인을 해소
할 필요성이 있었다. 해외 금융선진국과 달리 국내 금융자본 형성이 미흡한 상황에서 은행주

이명박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와중에서 금융시장의 자금중개기능을 지키기 위하여 은행

식에 대한 투자저변 확대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외국계 자본에 국내 금융회사들이 매각되

권 안정에 정책의 최우선을 두었다. 부실 저축은행 문제에 대하여 자체 정상화 및 자율적 인수

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은행소유규제를 다소 완화함으로써 은행 간 인수·합병

・합병을 통한 연착륙 유도에 주력하였다. PF대출 부실을 정리하고 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을

이외에 전략적 분산매각 등의 다양한 매각방식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공적자금회수 극대화 및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였다. 이후 금융위기 극복이 어느 정도 가시화된 2011년부터 정

우리 은행산업의 발전을 견인하여 나갈 목적에서였다.

부는 그간 누적된 저축은행의 부실을 정리하고 구조조정을 단행하기 위한 대대적인 작업에 착
수하였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이명박정부는 2008년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은행 및 은행지주
회사에 대한 금산분리 규제완화에 대한 원칙적인 방향을 천명하였다. 이후 2008년 3월 금융위원
회는 2008년도 업무계획을 통하여 은행 소유규제의 일부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
획을 발표하였다. 학계・전문가・업계 등과 수많은 논의를 거쳐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제2절   금산분리 완화

안을 마련하였다.
정치권에서는 금산분리 일부 완화를 내용으로 한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한 뜨거운

1.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주식 보유규제의 합리화

찬반양론이 격렬하게 논의되었다. 그러나 획일적인 사전적 소유규제는 다소 완화하면서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사후적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는 기본골격을 유지하며 은행법

(1) 추진 배경 및 추진 경과

개정안은 2009년 4월에,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2009년 7월에 각각 국회를 통과하며 그 결

1997년 말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통하여 건전성이 개선된 우리 국내

실을 맺게 되었다.

은행들이 글로벌 수준의 은행으로 재도약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증자 등을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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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개선 기본방향

이처럼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을 내포하고 있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는

2009년 법개정 이전에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에 대하여 시중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의

산업자본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소유・지배를 제한하는 주식보유 규제체계의 큰 틀

결권 있는 주식 4%초과 보유를 금지하였다. 다만 의결권 미행사를 조건으로 10%까지는 보유

은 유지하면서 주식보유와 관련한 사전적·획일적 규제를 선진국 제도에 보다 근접하게 합리

가 가능하였다. 또한 산업자본이 PEF의 GP(무한책임사원)인 경우, LP(유한책임사원)인 산

적인 체계로 개선하고자 하였다. 즉 사전적 규제의 틀은 유지하여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

업자본이 PEF의 지분 10%를 초과 보유한 경우 등 산업자본이 사원으로 참여한 사모투자전

른 부작용을 억제하려는 기본 정신은 살리되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국내 금융

문회사(PEF)도 산업자본으로 간주하여 은행주식보유를 규제하였다.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소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한편 산업자본이 아닌 동일인(금융주력자)은 원칙적으로 시중은행 의결권 있는 주식의

이를 위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PEF 및 해외 유수의 은행 등에 대하

10%(지방은행의 경우 15%)까지 보유 가능하였다. 일정요건을 충족하여 금융위 승인을 얻은

여 산업자본 판단기준을 완화하고,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

경우 10% 초과보유도 가능하였다.

를 합리적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이러한 규제완화에 따른 시스템리스크 및 이해상충 발

당시 시행중이던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규제는 보유한도(4%)가 미국, EU 등 해외사례
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편이었다. 구체적으로 EU·영국·독일·일본 등 다수국가에서는 대체

생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은행 대주주에 대한 금융당국의 사전심사와 사후감독을 강화하
였다.

로 10%까지는 자유로이 취득이 가능(사전적 보유규제 없음)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반면 우
리나라처럼 사전적으로 은행 지분소유를 규제하는 미국·이탈리아·호주와 같은 국가들도 있

(3) 제도개선 주요내용

다. 미국의 경우 규제비율을 10%로 유지하다 2008년 9월 15%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이탈리

첫째, 산업자본의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 한도를 상향조정하였다. 2009년 법개정

아·호주의 경우에는 15% 수준으로 사전적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전에는 산업자본이 은행/은행지주회사 주식을 4% 초과하여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만 금융위 승인을 얻어 10%까지 보유는 가능하도록

주요국의 은행소유규제 현황				
구분

허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9년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을 통하여 산업자본의 의결권
규제 내용

다음의 경우 감독당국의 사전승인 필요
미국

- ① 직간접적 25% 이상 의결권 행사, ② 과반수 이상 이사에 대한 영향력 행사,
   ③ 직간접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FRB가 인정하는 경우
→ 美 FRB는 금융위기에 따른 은행자본 확충을 위하여
     ③ 에 따른 지배적 영향력 행사 여부 판단기준을 완화(FRB Policy statement, 2008.9.22)

일본

EU

이탈리아
호주

은행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요주주(은행 주식 20% 이상 보유 또는

있는 주식소유 한도를 9%로 상향 조정하였다.
둘째, 사모투자전문회사(Private Equity Fund) 관련 규제도 완화하였다. 2009년 법개정 이
전에는 산업자본이 PEF의 투자자(LP)로서 PEF에 출자한 지분이 10%만 초과하여도 해당
PEF 자체가 산업자본으로 간주되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4%초과 보
유가 금지되었다. 여기서 PEF의 유한책임사원(LP)은 무한책임사원(GP)과 달리 PEF가 가

15%+사실상 영향력 행사)가 되려는 자는 감독당국의 사전승인이 필요

진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LP는 은행 경영에 일절 관여할 수

직・간접적으로 은행주식을 10%, 20%, 33%, 50% 초과보유할 경우 감독당국의

없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2009년 법개정시 산업자본인 LP의 PEF 출자지분이 18% 이

적격성 심사를 통한 승인이 필요(EU 2nd Banking Directive)
비금융부문 비중이 금융부문 비중에 비하여 상당히(significantly) 높은 경우 당해 기업의
은행 주식 15% 초과소유 등 금지
은행주식 15% 초과보유 금지(단, 국익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초과보유 승인)

스페인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지분변동(10%, 15%, 20%, 25%, 33% 등)시 사전신고

스웨덴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50%로 제한

상인 경우에만 해당 PEF이 산업자본으로 간주되도록 기준을 완화하였다.
셋째, 이러한 규제완화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은행의 사금고화 및 계열사 간 위험전이
(Risk Contagion),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였다.
2009년 법개정 이전에도 은행이 산업자본의 사금고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은행의 대주주
에 대한 신용공여 등을 제한하고 절차적으로도 그 거래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은행자기자본×대주주지분율’과 ‘은행자기자본의 25%’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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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은행소유규제 변천 연혁					
구분
1982.12 이전

주요내용
•소유제한 없음(단, 의결권행사는 10%로 제한)
•정부소유 은행의 민영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 시 대주주에 의한 은행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1983.1

    동일인 주식보유한도제(8%) 도입
• 은행주식 소유의 분산을 위하여 지방은행에 대한 동일인의 소유한도(15%) 도입 및 동일인 범위 확대

1992.5

PEF가 비금융주력자로 간주되는 기준 변화				

• 은행의 소유・지배구조 다원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순수금융자본을 육성하고 산업자본의

법개정 이전

법개정 이후

① 산업자본이 PEF의 유한책임사원(LP)인 경우로

① 산업자본이 PEF의 유한책임사원(LP)인 경우로

- PEF 출자총액의 10%를 초과하여 지분을 출자하거나

- PEF 출자총액의 18% 이상 지분을 출자한 경우

- PEF 출자총액의 4～10%를 출자한 최다출자자인 경우

- (삭제)

② 다른 대기업집단 소속 각각의 계열회사의 PEF 출자지분

② 출자총액의 36% 이상으로 확대

합계액이 출자총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은행소유를 제한

1995.1

- 은행주식보유 한도를 축소(8%→4%)하되 금융전업가*는 12%까지 보유 허용(단, 기관투자가는 8% 허용)
        * 금융업만을 영위하고 대기업집단(30대 계열)과 동일인관계가 아닌 개인으로 은감원장 승인을 얻은 자
• 대외개방에 대비하여 은행소유제한 제도 완화
- 금융전업가: 12% 한도 폐지(은감원장 승인한도까지 허용)

1997.1

- 합작은행: 4%를 초과하여 은감원장이 승인한 한도까지 소유가능
• IMF 외환위기로 인한 부실은행에 대한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의 은행소유 규제를 완화
- 금융전업가제도 폐지(대기업집단(30대계열) 관련자 제외, 자기자금 한도내에서 주식매입 등

① 대주주-은행 간 금지되는 불법거래 유형 추가
- 대주주의 타회사 출자자금 지원 목적의 신용공여
- 은행이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
- 통상 거래조건에 비하여 은행에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대주주에 자산 매매·교환 및 신용공여

       엄격한 자격요건으로 제도의 유명무실화)

② 대주주 부실징후 등으로 은행 경영건전성 저해 우려 시 대주주에 자료제출 요구권 신설

[외국인]

③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 승인심사 시와 불법거래 등 혐의포착 시 대주주에 대한 임점검사 실시

- 4% 초과 시 : 금감위 신고

1998.1

금산분리 완화의 보완조치로 강화된 사후감독 방안

- 10%. 25%, 33% 초과 시: 금감위 승인
        * 영위업종을 은행・증권・보험업 및 그에 준하는 업으로 제한
[내국인]
- 동일 외국인의 은행주식 소유 지분율 범위내에서 외국인의 경우와 동일한 신고・승인 절차를 거쳐 소유

④ 대주주와 은행 간 불법거래 시 대주주에 대하여도 과징금 부과근거 마련
⑤ 대주주와 은행 간 불법거래 시 과징금 및 형사처벌 제재 강화
- (과징금) 위반금액의 20% 이하 → 40% 이하
- (형사처벌) 5년, 2억 원 이하 → 10년, 5억 원 이하

        * 대기업집단(30대 계열)의 경우 1개 은행에 한하여 초과보유 가능
1998.

• 내국인에 대한 은행 주식소유한도를 확대(4%→10%)

2.7 이후

• 동일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 확대에 따른 대주주 감독 강화
불법행위 유형별 제재방안 					
불법행위 유형
① 신용공여한도 초과

서 적은 금액으로 통제하고 있었다.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한도는 은행자기자본의 1%
② 발행주식취득한도
초과

이처럼 이미 시행 중이던 부작용 방지대책에 부가하여 금산분리의 사전적 규제 완화와 더불

③ 부당한 영향력 행사

어 2009년 법개정 시 새로운 대주주 규제강화 방안을 신설하였다. 2009년 금산분리 규제완화

④ 대주주 타회사 출자

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한 보완대책을 정리하여 보면 먼저 사전적 감독강화 방안으로 ‘4%
초과보유 + 최대주주(은행경영 관여자)’인 산업자본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적격성 심사를

현행

•과징금(은행)

•과징금(은행, 대주주)

•5년 이하 징역, 2억 원 이하 벌금

•10년 이하 징역, 5억 원 이하 벌금(은행, 대주주)

(은행, 대주주)

로 통제하고 있었다. 또한 절차적 규제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대주주와 거래 시 이사회 사전의
결(전원찬성), 금융위 보고 및 시장 공시 등의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었다.

2009 이전

자금 지원(신설)
⑤ 은행에 현저히 불리한
조건의 거래(신설)

•과징금(은행)

•과징금(은행, 대주주)

•5년 이하 징역, 2억 원 이하 벌금(은행)

•10년 이하 징역, 5억 원 이하 벌금(은행, 대주주)

•5년 이하 징역, 2억 원 이하 벌금(대주주)

•10년 이하 징역, 5억 원 이하 벌금(은행, 대주주)
•과징금(은행, 대주주)
•10년 이하 징역, 5억 원 이하 벌금(은행, 대주주)
•과징금(은행, 대주주)
•10년 이하 징역, 5억 원 이하 벌금(은행, 대주주)

사전에 실시하도록 하였다.
은행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할 위험성, 자산규모·재무상태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고 산업자본
이 지배적 영향력 행사할 가능성 있는 경우 부대조건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사후적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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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방안으로는 대주주-은행 간 거래제한을 대폭 강화하고, 대주주-은행 간 불법 내부거래 혐

하기에 적합한 사업구조를 모색하였다. 그 결과로 탄생한 것이 금융지주회사 시스템이었다.

의 시 대주주에 대한 임점검사(on-site examination)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공포로 몰아넣기 직전까지 세계 20대 은

다. 또한 대주주-은행 간 불법거래 시 대주주에 대한 과징금 부과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대한

행중심 금융그룹 중 14개가, 금융투자중심 금융그룹중 18개가 금융지주회사 구조를 채택하

과징금 및 형사처벌의 수위를 강화하는 등 대주주에 대한 감독 및 제재를 한층 강화하였다.

고 있었다. 금융지주회사 방식을 택할 경우, 규모와 범위의 경제 실현이 용이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창출할 수 있고, 서로 다른 금융회사 간 합병의 비효율을 극복하고 사업

(4) 기대효과

부문을 용이하게 매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에게는 다양한 수요를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은 2007년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당시 한나라당 이명

충족하는 원스톱(one-stop)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강점도 갖

박 후보의 공약으로 채택되었다.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1년 넘게 실무적으로 검토・준비된 이

추고 있다.

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정책역량을 집중하던 2009년 상반기 중 국회를 통과하여 제도개

다만 해외 각국은 금융지주회사내로 편입된 계열사 간 위험전이(risk contagion), 과도한 지

선이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학계와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국회 의결

배력 확장 등 대형화·겸업화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자회사를 포괄하는

과정에서도 은행법은 2009년 4월 통과되었으나 금융지주회사법은 2009년 7월이 되어서야 통

연결기준 금융감독(확장된 자본확충의무 등), 자회사간 신용공여 제한 등 차단벽(firewall) 마

과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련 등과 같은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규제·감독 체계를 꾸준히 확립・발전시켜 왔다.

이처럼 어렵게 이루어진 제도개선을 통하여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자본확충 경로가 다양

한국의 경우에는 1997년 말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은행구조조정이 이루어

하여짐으로써 은행의 재무구조 개선 가능성이 높아져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

졌다. 원활한 은행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2000년 말 금융지주회사법

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제정되어 금융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후 한국의 대형금융그룹은 금융지주회사, 모

또한 금산분리 규제완화를 통하여 정부소유 은행의 민영화도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금융자본 형성이 미흡한 현상황에서, 규제완화를 통하여 국내외 은
행그룹 이외에 PEF 등 은행주식 인수주체의 범위가 확대될 것이다.

자형 순수금융그룹, 금융-비금융계열집단 등 세 가지 유형으로 크게 분류되었다.
그런데 금융지주회사 이외의 여타 금융그룹의 경우, 그 사업구조상 대형화·겸업화에 따른
경영효율성 제고에 한계가 있고, 특히 금융-비금융 계열집단의 경우에는 개별 금융회사 단위

실제로 국내에서 은행그룹 이외의 금융전업자본은 은행업에 진출하기에 충분한 자본축적이

의 규제·감독만이 이루어지므로 그룹 단위의 위기발생 가능성에 취약한 문제가 있었다. 특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8년 3월 말 기준으로 한국금융지주의 자본금이 2조 1,600억 원, 미래에

금융·비금융회사가 복잡한 출자관계(순환출자·교차출자 등)로 얽혀 있어 자회사 간 위험의

셋의 자본금이 5,000억 원 수준이라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따라서 은행 간 인수·합병 이외에

전이 및 집중에 쉽게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전략적 분산매각 등의 다양한 매각방식이 활성화됨으로써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및 우리 은행
산업 발전에 상당수준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명박정부 출범 당시 한국 내 규모가 큰 대부분의 금융그룹은 은행중심
그룹으로서 신한·우리·하나·KB·한투 등 5개 금융지주회사가 경영되는 등 아직 금융지주
회사가 활성화되지는 못한 상황이었다. 반면 복잡한 출자관계로 얽혀있는 금융-비금융 계열

2. 비은행지주회사제도 개선

집단형 국내 금융그룹을 출자관계가 보다 간명한 글로벌 금융그룹 형태의 금융지주회사로 전
환하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추진되기 위하여 당시 금융지주회사에

(1) 추진 배경 및 추진 경과

는 비금융자회사를 둘 수 없는 금융지주회사법이 규율하는 각종 규제들의 완화가 선행되어야

1990년대 중반 이후 글로벌 금융부문의 최대의 화두는 금융의 대형화·겸업화였다. 전 세계

만 하였다. 뿐만 아니라 금융지주회사 시스템으로 전환되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주요 금융시장의 국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대형화・겸업화를 통하여 비용구조를 낮추고 다양한 수익구조를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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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화 추진을 천명하였다. 이후 2008년 3월 금융위원회는 2008년도 업무계획을 통하여 금융지

금융 권역별 시스템리스크 발생 가능성 비교

주회사 내 비금융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금융지주회사 제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
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학계・전문가・업계 등과 수많은 논의를 거쳐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고객과 금융회사 간 정보의 비대칭성에 기인하여 고객의 ‘대규모 금융계약 해지 쇄도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1개 금융회사의 지급불능이 다른 금융회사에 전이되는 시스템리스크 발생 가능성에서 금융 권역별 차이가 존재

마련하였다. 이후 해당 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2008년 12월 말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동
정부법안은 정치권에서여야 협의를 거쳐 2009년 7월에 국회를 통과하며 결실을 맺게 되었다.

① 은행 : Bank-Run 가능성 상존
- 유동적인 부채(예금계약)으로 확보한 자산을 비유동적인 대출로 운용하는 ‘자산-부채간의 비대칭성’에 기인

국내 대형 금융그룹의 유형 비교				
금융지주회사

모자형 금융그룹

② 보험 : 은행보다 계약해지 쇄도 가능성이 낮음
금융-비금융 계열집단

•자회사의 경영관리만을 전담하는

•하나의 모회사가 정점을 이루어

•복잡한 출자구조

    금융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사업확장

    사업확장

   : 순환출자・교차출자・공동출자 등

•출자구조 단순(순환출자 등 금지)

•출자구조 단순

•금융사, 특히 보험회사 등이 출자구조
   핵심고리 역할

•M&A를 통한 대형화가 용이한 사업구조 •업종전문화에는 타당한 사업구조

•시너지효과가 크지않아 겸업화에부적합

•수익・비용 시너지 제고로 겸업화에 적합 •그러나 M&A등을 통한 대형화에 한계

•그룹내 금융부문 독자적 발전 제약

•위험전이,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을

•모회사 이익이 우선

•비금융부문의 위험요소가 금융부문에

   법상 엄격히 통제(Firewall)

    - 시너지 제고에도 한계

   그대로 전이될 수 있는 구조

→ 감독상 바람직한 구조

    - 위험전이, 이해상충 등 문제에 취약

- (순수보장성 보험) 지급불능이 문제되지 않음
- (저축성 보험) 지급불능이 문제되나, 장기의 비유동적 부채(보험계약)로 확보한 자산을 상대적으로 유동적
인 수단(주식・신용공여)으로 운용하므로 큰 문제 없음

③ 금융투자업 : 지급불능 가능성이 낮음
- (증권) 고객예탁금의 지급불능 여부가 문제되나, 증권금융에 전액예탁되므로 지급불능의 가능성이 낮음
- (펀드) 지급불능이 문제되지 않음 (원본보장되지 않는 상품)

금지 등을 규제하지는 않는다.

(2) 제도개선 기본방향

또한 공정거래법상의 규율에 따라 지주회사 그룹 내에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를 동시에 가

기본적으로 은행지주회사와 비은행지주회사는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등에서 큰 차이

질 수 없어 금융-산업 간 결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었다. 이러한 규

가 있다. 예를 들어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위기 시 자회사인 은행에서 뱅크런이 발생할 경우 시

제 때문에 금융사와 비금융사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집단의 경우, 지주회사 형태가

스템 전체에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다. 이처럼 비은행지주회사는 리스

비록 합리적인 소유구조라는 것을 알고 이를 선택하려고 하여도 구조적으로 지주회사체제로

크관리 측면에서 은행지주회사와 크게 상이함에도 2009년 이전까지는 은행지주회사와 동일

전환할 수 없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하게 비금융회사의 지배가 금지되어 있었다.
2009년 이전의 금융지주회사 규제체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은행과
비은행 사이의 차이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은행을 지배하지 않는 비은행지주회사에도 은행

2008년 4월 기준으로 공정위가 지정하는 37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총 110개의 금융회
사를 소유하고 있음을 볼 때, 당시의 금융지주회사법 및 공정거래법상 규제의 개선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주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였다. 반면 미국·일본의 경우, 금
융업별 시스템 리스크, 금융소비자 보호 등의 차이(은행≫보험>금융투자업)를 감안하여 금융

(3) 제도개선 주요내용

지주회사 규제수준을 차등화하고 있었다. 미국・일본의 금융지주회사법은 비은행지주회사의

첫째, 금융지주회사 내에 은행을 보유하지 않고 보험회사 중심으로 영업하는 금융지주회사

비금융회사 지배를 우리처럼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다. 자회사의 손자회사 지

인 보험지주회사의 경우,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형태로 비금융회사를 직접 지배하는 것을 허

배 시 업무관련성 요건 등에서도 우리와 같은 엄격한 규제를 두지 않는다. EU의 경우에도 복

용하였다. 예를 들어 보험지주회사의 경우 자동차정비 관련 회사를 자회사로 보유하여 또 다

합금융그룹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건전성 위주의 감독을 할 뿐 사전적으로 비금융회사 지배

른 자회사인 손해보험사와의 시너지 효과를 추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능하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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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개정에 따른 비금융자회사 보유 가능 방식

한편 이러한 금융지주회사법 규제 합리화와 병행하여 일반지주회사 내 금융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상정되었으나 동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였다.

보험지주회사

금융투자지주회사

(4) 기대효과
금융지주회사제도의 개선방안은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1년 넘게 실무적으로 검토・준비된
보험회사

비금융회사

금융투자회사

비금융회사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정책역량을 집중하던 2009년 상반기 중 국회를 통과하여 그 결
실을 맺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학계와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논란을 불러 일으켰고 특정 대기
업집단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비금융회사

비금융회사

동 제도 개편 시 예상되는 부작용으로 금산결합에 따른 자회사간 또는 자회사/손자회사 간
위험전이(risk contagion)로 인한 건전성 악화,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간 이해상충 문제 발생,
금융그룹 전체의 리스크 증대와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우려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

다만 이 경우에도 비금융손자회사의 지배는 금지하였다. 이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수탁 받은

제점들을 차단하기 위하여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 허용에 따른 보완방안으로 지

자산을 비금융회사에 대한 지배력 확장에 직접 사용함에 따라 금융소비자와 이해상충, 보험회

주회사가 비금융자(손자)회사에 대하여 신용공여하는 경우 당해 지주회사에 현저히 불리한

사의 건전성 등에 미치는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조건의 지원을 엄격히 제한하고, 금융감독당국의 비금융자(손자)회사에 대한 임점검사 허용,

둘째, 금융지주회사 내에 은행 및 보험회사를 보유하지 않고 금융투자회사 중심으로 영업하

신용공여 및 발행주식 취득제한 등의 규제를 도입하였다.

는 금융지주회사인 금융투자지주회사의 경우,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형태로 직접 지배방식

이러한 예상 부작용이 제대로 차단될 경우, 2009년의 금융지주회사제도 개편은 우리 금융

이외에 금융자회사가 비금융회사를 지배(손자회사 등)하는 방식도 허용하였다. 이는 금융투

산업 전반에 걸쳐 상당수준의 긍정적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보험·금융투자

자업자의 고유계정으로는 고객수탁자산이 아닌 자기자본투자(Principal Investment)만 가

등 비(非)은행권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일대 전기를 마련하였는 바, 향후 우리나라에도

능하므로, 비금융손자회사 지배를 금지할 필요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었다.

GE와 같은 금융업과 비금융업을 겸영하는 글로벌 회사의 출현이 기대된다.

셋째, 비은행지주회사로의 전환계획을 금융위에 제출한 기업집단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비

2009년 법 개정 이전에는 대기업집단 소속 생보/손보회사는 사업구조 내 유기적인 통합이 이

금융회사 지배 금지, 자회사 최저지분 보유의무(상장사30%/비상장사50%), 사업지주회사 금

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보험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지 등과 같은 금융지주회사법에서 규율하는 각종 행위제한 관련 조항의 적용에 관하여 5년(추

지배 허용을 통하여 글로벌 보험그룹과 같은 사업조직을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우리 보험산업이

가적으로 2년 연장 가능)의 유예기간을 부과하였다.

종합금융서비스 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금융/비금융 간 복잡한 출자관계로 얽혀있는 대기업집단의 소유구조의 합리적 개선 기

또한 금융투자지주회사의 경우에도, 자본시장 통합법에서 허용된 In-House 방식의 금융투

회를 충분히 부여한다는 차원의 조치로 특정 대기업집단에 특혜를 부여한 것은 아니었다. 동

자업 겸업 이외에 금융지주회사 방식의 겸업도 선택가능하게 되어 사업구조 선택의 자율성 크

유예기간이 부여되더라도 ① 금융지주회사법상의 출자규제 등이 적용 배제되는 것일 뿐 공정

게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거래법에 따른 대기업집단 규제 및 금산법제24조 등은 계속 적용되며, ② 연결기준 감독, 부당

둘째, 현행 대기업집단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게 되면, 총수의 지배력을 보강하여 주던 계

내부거래 통제 및 고객정보 공유, 임직원 겸직 등 그 밖의 금융지주회사로서의 규제와 혜택은

열회사 간 순환출자·교차출자 등이 금지되므로 소유지배구조가 단순·투명화하고 비금융회

원칙적으로 전환계획 승인 시부터 부여되고, ③ 전환계획 불이행시에는 주식 처분명령 등 이행

사까지도 포괄하는 통합금융감독을 받게 된다. 따라서 그룹 단위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 발생

명령-의결권행사 제한 등의 제재 조치가 수반되도록 하였다.

가능성이 감소함에 따라 대기업집단의 복잡한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통합금융감독이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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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금융지주회사법 제도개선을 통하여 일부 대기업집단이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2. 저축은행 부실원인

경우, 우리 금융산업 전반의 건전성・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 보유 허용을 통하여 자회사 등간의 시너지효

(1) 구조적 특성과 영업환경의 변화

과가 극대화될 경우, 금융소비자입장에서도 금융지주회사로부터 다양한 양질의 원스톱(one-

상호저축은행은 1972년 사금융양성화 3법의 제정을 계기로 상호신용금고라는 이름으로 처

stop) 금융서비스(생명보험·자산관리·증권투자 등)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음 설립되었다. 설립 이후 1998년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서민과 중소기업에 특화한 예금과 대
출을 중심으로 영업하였다.
그러나 1998년 외환위기는 은행 등 대형금융회사의 자산운용에 큰 변화를 초래하였다. 우

제3절   저축은행 부실 정리

량 대기업은 자본시장을 통하여 직접 자금을 조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은행 및 보험사 등 대
형 금융회사들도 우량 가계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여신을 확대하여 나가게 되었다. 은행

1. 개요

에 대한 여신금지업종 폐지(1998년 1월 시행) 등 외환위기 이후 시행된 전반적인 규제 완화는
은행의 영업범위를 더욱 확대시키면서 상호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들의 상대적 경쟁력을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등으로 부동산시장이 냉각되면서 부동산PF 부실이 급증하여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었다. 저축은행의 과도한 외형 확대와 부족한 리스크 관

약화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영업기반의 약화와 대형금융회사들의 영업전략 변화로 인하여 서
민금융회사들은 이전보다 신용위험이 큰 고객을 상대로 한 여신 확대가 불가피해졌다.

리능력 외에도 대주주와 경영진의 무리한 영업행위와 이를 은폐하려는 불법행위, 정부정책의
예상치 못한 부작용과 감독상의 한계 등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복합적 요인들이 저축은행 부

신용등급별 금융회사 이용 현황(2011.3 말 기준)

실을 발생시킨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중상위 신용등급 보유자(1~6등급)

저신용자(7~10등급)

정부는 저축은행 부실문제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하여 2011년 들어 예금
보험공사 내에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신설하고 상반기 중 부산저축은행 등 9개 저축
기타
19.5%

은행을 대상으로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였다. 이어 하반기에는 제일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

캐피탈
8.7%

이 추가로 영업정지 되면서 총 16개 저축은행이 제3자 매각, 가교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 형
태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하반기 구조조정 과정에서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된 6
개 저축은행 중 4개사가 자본확충 등을 통한 자체 경영정상화가 무산되어 2012년 5월 추가로

저축은행
2.1%
카드사
11.8%

기타
24.3%
은행
58.0%

은행
31.0%

캐피탈
13.6%
저축은행
18.9%

카드사
12.3%

영업정지되었다. 이로써 2011년 이후 진행된 대규모 구조조정은 전체 저축은행업권 자산규모
대비 약 38%에 해당하는 20개 저축은행을 정리하면서 일단락되었다.

※ 자료: 예금보험공사, 금융리스크리뷰(2011.여름) 자료 재인용

그러나 저축은행 업계의 신뢰도 저하, 부동산 경기침체 지속 등으로 전반적인 경영상 어려움
이 계속되고 있어 저축은행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주 고객군이 더욱 신용위험이 높은 고객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

정부는 2012년 하반기부터 저축은행 관리・감독 방식을 상시구조조정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의 신용위험이 상승하였다. 서민금융회사가 충분한 신용보강 장치 없이 성장을 추구할 때 과

저축은행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였다.

다한 신용손실로 부실화 가능성은 매우 커지게 된다. 상호저축은행은 은행에 비하여 신용위험
이 높은 고객들을 상대하여야 하므로 은행보다도 더 견고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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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상호저축은행은 리스크 관리 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신용위험이 높

지분율이 매우 높아 자산 1조 원 이상의 대형저축은행도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평균 73%에 달

은 소액대출과 부동산 관련 대출에 편중하는 영업 행태를 보임에 따라 과도한 리스크 증가 및

하였다.

부실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주주 및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관리 시스
템 및 내부통제기능 취약으로 지배주주의 부당·불법 행위에 대한 경영감시는 미흡하게 이루

(2) 고위험 투자의 확대와 리스크 편중

어져 왔다. 현행법상 자산총액이 3,000억 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은 이사 총수의 1/2 이상을

상호저축은행은 불안정한 자금조달 구조 및 새로운 수익원 창출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부동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하나 이사회의 실질적인 견제 및 감시 기능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대출과 같은 고수익-고위험 자산 운용에 집중하게
되었다. 상호저축은행은 우량 중소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여신시장에서 은행과 경쟁함에 따라
수익기반이 약화되어 새로운 수익원이 필요한 가운데, 저금리 및 경기부양을 위한 분양가 자

구분

율화, 전매제한 폐지 등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어 주택경기가 활성화되고 주택공급이 크게 늘
어나면서 전문 시행사들의 자금조달 방식으로 부동산 PF 방식이 크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부동산 PF 대출은 경기변동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따라 부실 위험이 크게 높

(단위: 개, 억 원, %)

저축은행 PF대출 실태조사 결과 비교		
사업장 기준
2008.6 말

2009.12 말

금액 기준
2011.3 말

2008.6 말

2009.12 말

2011.3 말

정상

447

-49.7

177

-24.8

61

-13

67,044

-54.9

33,158

-26.5

6,471

-9.2

보통

263

-29.3

248

-34.7

157

-33.5

39,926

-32.7

52,695

-42.2

30,227

-43

부실우려

189

-21

289

-40.5

251

-53.5

15,130

-12.4

39,089

-31.3

33,601

-47.8

899

-100

714

-100

469

-100 122,100

-100 124,942

-100

70,299

-100

아지는 고위험 투자로서 저축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이 경기변동에 크게 노출되게 되는 결과

/부실

를 가져왔다. 부동산 PF는 시공사가 신용보강, 연대보증 등을 통하여 사업 위험을 모두 부담

계

하기 때문에 분양 실패 시 현금흐름이 보장되지 못하여 위험이 매우 높은 투자이다. 특히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 침체 및 건설사 부실 증가 등으로 PF 부실 가능성이 높아
또한 회계 투명성이 낮고 회계 분식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빈번하여 외부 주주나 감독당국

지면서 저축은행의 건전성도 크게 악화되었다.

이 해당 저축은행의 부실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경영진의 고위험 투자에 대한 적절
(단위: 조 원, %)

저축은행의 부동산 관련업종 대출			
구분

2009.12 말

2010.3 말(A)

2010.6 말(B)

64.3

64.2

62.4

△1.8

△2.9

부동산관련

32.1(49.9)

32.2(50.1)

30.2(48.5)

△2.0

△6.0

건설업

8.7(13.4)

8.4(13.0)

6.9(11.1)

△1.5

△17.3

PF

11.8(18.2)

12.0(18.6)

12.0(18.5)

0.0

0.7

부동산업·임대업

11.6(17.9)

11.8(18.5)

11.3(18.1)

0.5

△4.9

총대출

증감(B-A)

한 판단과 견제,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가 이루어지는 채널이 대체로 마비되어 있었다.

증감률

※ 자료 :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단위: %)

상호저축은행의 소유구조

구분

최대주주지분율
기관수

평균

최소

자산 1조 원 이상

16개사

62.22

자산 3,000억 원~1조 원 미만

6개사

자산 3,000억 원 미만

3개사

특수관계인 포함
최대

평균

최소

최대

9.20

100.00

73.01

35.00

100.00

83.24

53.00

100.00

91.07

63.76

100.00

44.77

29.20

62.20

67.00

63.15

74.60

※ 주: 1) 2011년 3월 말 기준
           2) 공시의무가 있어 확인 가능한 25개 저축은행 대상

(3) 지배구조의 취약성

※ 자료: DART, 각 은행 분기보고서

상호저축은행은 은행과 달리 소유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여 소유 집중도가 높은 경향이 있어
대주주의 사금고화될 위험이 높다. 상호저축은행은 대부분 지배주주가 존재하며 최대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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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리

2011년 이후 발생한 대규모의 저축은행의 부실은 제도 및 시장 환경의 변화와 저축은행의

모든 금융위기의 원인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호저축

구조적 취약성, 그리고 감독상의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낳은 결과다. 이러한 복합적 원

은행의 부실 또한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오랜 기간 누적되어 나타난 결과로

인이 수년간 누적되어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 금융시

볼 수 있다. 이를 정리하자면 저축은행의 부실발생 과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스템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친 위기예방을 위하여 필요하게 되었다.

첫째,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상호저축은행의 주 고객군의 신용위험도가 이전보다 크게 상승
하였다. 일반 은행에 접근이 제한된 개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사금융을 제도화하는 취지에서

3.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주요대책

설립된 상호신용금고는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우량 개인 및 중소기업을 주 고객군으로 포함하
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일반 은행들이 우량 개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을 제공하게 되면서

(1) 선제적 구조조정

저축은행의 영업기반이 크게 잠식되었다.

자율적인 M&A 유도, 부실(우려) PF대출채권 매입 등 부실 저축은행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그러나 높은 신용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상호저축은행의 리스크관리 시스템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PF대출 비중이 높은 저

은 미비된 상태였으며 상호저축은행은 고금리 단기 수신을 통한 자금조달 구조와 영업기반 약

축은행을 중심으로 부실이 심화되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부실이 더 확산되지 않

화 등으로 인하여 고위험 고수익 투자를 확대하게 되었다. 저축은행은 일반 은행보다 높은 신

도록 선제적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추진하였다.

용위험도를 가진 고객을 주로 취급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적인 리스크관리 시스템은 은
행보다 훨씬 취약하여 자체적인 리스크관리 기능은 결여된 채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 기조의

① 일괄 경영진단 실시

정착과 더불어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함으로써 고금리 단기 수신을 대폭 확

저축은행 업계의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 업계의 부

대하였다. 자금의 운용처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맞물려 상호저축은행은

실이 심화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산업의 신인도를 회복하고 서민금융 중개기능 강화

급속히 늘어난 수신을 PF 대출 등의 고위험 부동산 관련 투자에 집중함으로써 경기 변동에 따

를 위하여 일괄 경영진단을 통한 경영건전화를 추진하였다.

른 부실 위험을 키우게 되었다.
한편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M&A 인센티브가 제공되면서 저축은

2011년 7~9월에 영업 중인 98개 저축은행 중 예금보험공사가 소유하고 있거나 상반기에 검사
가 이루어진 저축은행 등을 제외한 85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경영진단을 동시에 실시하였다.

행산업의 대형화 및 계열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외환위기와 가계신용위기로 인한 저축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회계법인 인력 약 340명으로 구성된 20개의 경영진단반이 각각

산업의 부실화가 반복되면서 저축은행의 자율적 M&A를 통한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규

4~5개 저축은행의 진단을 실시하여 자산건전성 분류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등을 점검하

제 완화가 지속되었다. 주식취득 제한 폐지, 여신공여 한도 완화 등 영업규제 완화조치는 예상

였다.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점검 및 불법·부당대출 적출을 통하여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

치 못한 정책 부작용을 발생시켜 저축은행의 리스크 급증을 적기에 통제하는 데 실패하는 결

정성 등을 확인하였다. 특히 이자 납입용 증액대출을 통한 부실 은폐, 담보물 회수예상가액 과

과를 낳았다.

대 계상을 통한 건전성 왜곡, 타인 명의를 이용한 동일인 신용공여한도 회피, 비업무용 부동산

마지막으로 저축은행의 소유 집중으로 인한 지배구조 취약성과 대주주의 불법·부당 행위

고가 유입을 통한 건전성 악화 은폐, 비용의 이연 처리 등 회계분식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는 저축은행의 부실 경영을 가장 크게 심화시킨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대부분 대주주가 존재하

경영진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에 경영진단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순회지

고 소유 집중도가 높은 저축은행은 경영감시가 취약하여 대주주 경영진의 과도한 위험 추구나

도반을 구성, 운영하는 등 평가 및 규정 적용 시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경영진

사적 이윤의 추구를 견제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더욱이 검사 자원의 축소 등으로 인한 감

단 결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수준(1.5%)을 하회하거나 부채의 자산초과 우려가 있

독당국의 대주주 불법·부당 행위에 대한 감시기능 약화도 많은 경영 과실을 적발하는 데 실패

는 저축은행 등에 대하여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하여 재산실사를 실시하였다.

하는 요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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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일괄 경영진단 개요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타 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따른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로 유동성 부족
이 명백히 예상되고 회사가 영업정지를 신청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영업정지를 포함한 경영
<2011년 하반기 저축은행 경영건전화 방안>
•85개사 경영진단 실시 및 자구계획 제출 요구
•연착륙 지원 대책 및 시장안정 대책 등 동시 추진

개선 명령 조치를 부과하였다.

② 적극적인 부실 저축은행 정리
85개사 경영진단 등 실시(7~9월 중)
•금감원·예보·회계법인으로 ‘경영진단반’ 구성
•사전에 기준·절차 마련, 순회지도반 운영으로 공정성 확보
•원칙적으로 조치결과 발표시까지 영업정지 없음
•영업정지되더라도 4,500만 원 한도 신속 지급(가지급금+대출)
BIS비율 5% 미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
켜 금융 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이어질 우려가 있었다. 정부는 은행권 안정에 정책의 우선순
위를 두고 부실저축은행 문제에 대하여 자체 정상화 및 자율적인 M&A 활성화를 통하여 연
착륙을 유도하는데 주력하였다.

BIS 비율 5% 이상

그러나 2011년 들어 삼화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과 그 계열저축은행들이 차례로 유동성
경영개선계획 제출·평가
BIS비율 1% 미만

경평위불승인

경영개선
명령
(영업정지)

정상 저축은행(지원대상)

BIS비율 1% 이상

경평위승인

경영개선
명령 유예

경영개선
권고
(3~5%)
요구
(1~3%)

부족상태에 빠지게 됨에 따라 이들 저축은행들을 영업정지시키는 한편 저축은행업계의 부실
문제 해소를 위하여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하게 되었다. 2011년 상반기 중 삼화, 부산, 대

금융안정기금
자본확충 지원

전 등 9개 저축은행을 영업정지하였다. 2011년 7~8월 중 실시된 일괄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2011년 9월 토마토, 제일, 제일2 등 7개 저축은행을 영업정지하였다. 2012년 5월에는 2011년
9월 적기시정조치 유예 등의 조치를 받았던 솔로몬, 한국, 미래, 한주 등 4개 저축은행에 대하

적기시정조치 부과
(9월 하순 경)

여 추가로 영업정지 조치를 취함으로써 일괄 경영진단에 따른 구조조정을 마무리하였다.
2012년 5월 4개사 영업정지 이후부터는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부실저축은
행이 발생할 때마다 일차적으로 대주주 증자, 매각 등 자구노력을 추진하되 자구노력으로 경

저축은행산업의 신인도 회복 서민금융 중개기능 강화

영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고 있다. 이와 함께 부실저
축은행 정리방식도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다.
과거 영업정지 조치 후 매각 또는 계약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영업이 재개되지 못함에 따라

조치 대상인 13개 저축은행으로부터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받았다. 외부 금융·회계·법률 전

예금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던 것을 감안하여 ‘금요일 영업정지→주말 기간 동안 계약이전→

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 등에서 대주주 및 경영진 면담을 실시하여 경영개선 계획의

월요일 영업재개’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타당성, 실행 가능성을 심사하였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 결과와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저축
은행 대상으로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였다. 이들 저축은행은 경영개선 계획이 불승인됨에 따라
부실 금융기관으로 결정되어 영업정지를 포함한 경영개선 명령 조치를 부과 받았다. 6개월간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의 만기연장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한 업무가 영업정지 되고, 임원의 직무
집행 정지 및 관리인 선임, 45일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체 경영정상화 달성 등의 조치가

2011~2012 상반기 중 부실저축은행 영업정지 내역
구분
2011 상반기(9개사)

저축은행명
삼화, 부산, 대전, 부산2, 중앙부산, 전주, 보해, 도민, 경은*
※ 경은저축은행은 상반기 검사결과에 따라 적기시정조치 절차가 진행되어 8월 6일 영업정지

2011 하반기(7개사)

제일, 제일2, 프라임, 대영, 에이스, 파랑새, 토마토

2012 상반기(4개사)

솔로몬, 한국, 미래, 한주

부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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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금자 불편 및 피해 최소화 노력
정부는 저축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어 영업이 정지되는 경우 금융거래 중단으로
인한 예금자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였다.

① 가지급금 지급 및 예금담보대출제도 운영

가지급금 지급 준비기간 및 한도 변경

구분
지급 준비기간

지급한도

종전

개선

<2003년> 26일  

<2011년 상반기> 8일

<2008년> 12일

<2011년 하반기> 4일

<2000.12~2008> 500만 원

<2011년 1월> 1,500만 원(삼화)

<2009~2010년> 1,000만 원

<2011년 3월 이후> 2,000만 원(부산 등)

먼저 저축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어 영업이 정지될 경우 긴급한 자금수요가 있는
예금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예금 중 일부를 우선적

※ 자료: 예금보험공사

으로 지급하는 가지급금 제도를 운영하였다.
그러나 영업정지 직후 지급대상자 및 지급범위 확정 등을 위한 제반 조사업무 수행이 필요하

계약이전을 마무리하여 월요일 아침에 영업을 재개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며, 가지급금을 지급하기까지 통상 1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긴급한 자금수요가 있

토마토2저축은행(2012.10), 진흥저축은행(2012.11) 등이 이러한 방식으로 정리되었다. 기존의

는 예금자들의 불편 문제가 대두되었다. 예금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지급금 조사인

구조조정 방식은 장기간 영업정지를 전제로 함에 따라 예금자들의 자금 수요 충족을 위하여

력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저축은행 영업정지 시 예금보험공사가 즉각적으로 가지급금 조사업

가지급금 지급, 예금담보대출 등이 필요한 것에 비하여, 새로운 방식은 사실상 영업정지 기간

무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정상 영업 중인 저축은행들로 하여금 가지급금 지급에 필요한 전산 프

이 거의 없어 예금자들이 불편 없이 저축은행과 거래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로그램을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였다. 또한 저축은행중앙회와의 협의를 통하여 모든 저축은행
들이 예금보험공사의 보험금·가지급금 지급 시스템과 연동되는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② 파산배당의 극대화 및 후순위채권 투자자 지원

관련자료를 상시 관리하도록 하였다.

5,000만 원 초과 예금자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상 보호한도인 5,000만 원까지는 보험금으로

이러한 노력으로 2003년 영업정지된 김천저축은행의 경우 영업정지 후 가지급금의 지급 개

지급받고, 5,000만 원 초과부분에 대하여 파산배당을 통하여 회수하게 된다. 검찰, 예금보험공

시까지 26일이 소요되었으나 2011년 상반기 영업정지된 8개사는 가지급금 준비기간이 8일까

사 등 관련기관들은 파산배당을 극대화하여 예금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

지 단축되었으며, 2011년 하반기에는 4일로 단축되었다.

력을 기울였다.

가지급금 지급 준비기간의 단축에도 불구하고 금융거래 중단 및 자금수요 대비 낮은 지급

예금보험공사는 검찰과 공동으로 설치하여 운영한 ‘금융부실책임 조사본부’를 통하여 저축

한도로 인한 예금자의 불편과 불안감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였다. 예금보험공사는 2000년

은행 영업정지 직후부터 대주주·경영진에 대한 부실책임조사 및 재산조사를 실시하고 경영관

12월 이후 2008년까지 5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던 가지급금 지급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

리인 선임 즉시 부실관련자 예금 및 부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를 시행하였다.

여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1,000만 원으로, 2011년 3월 이후에는 최대 2,000만 원까지 확대

아울러 검찰 및 금감원과의 협력 등을 통하여 채권보전조치 관련 보완자료를 추가 확보한 후

하였다. 또한 직장인 등 다수의 예금자가 영업시간 중 지급대행기관 방문이 곤란한 점을 감안

부실관련자의 재산은닉에 대비하여 재산흐름 추적 등 심층적인 재산조사를 실시하고 발견된

하여 2009년 8월부터 인터넷을 통한 가지급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이 조치로 가지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였다.

급금 신청을 위하여 현장에서 예금자들이 대기하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었다.

부실 저축은행의 대주주·경영진·차주 등 비리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부실 책임자에

예금보험공사는 가지금금 이외에도 추가로 긴급 자금이 필요한 예금자를 위하여 인근 금융

게 엄정한 형사책임을 지우기 위하여 금감원, 경찰청, 국세청,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

기관에서 예금금리 수준으로 예금담보 대출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함으로써 긴급 생

으로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을 설치, 운영하였다. 검찰은 기소된 대주주·경영진 등 피고

활자금이 필요한 예금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다.

인 보유자산, SPC 보유자산 등 책임재산과 은닉재산을 파악, 예금보험공사에 통보하여 보전

한편 2012년 하반기 이후에는 부실저축은행을 금요일 오후에 영업정지하고 주말 이틀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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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을 경주하였다. 특히 부산저축은행 계열 5개사가 대출을 취급한 국내외 SPC 소유주·임

다. 그 결과, 2012년 9월 말 1차, 2차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이 판매한 후순위채 관련 금감원 ‘저

원으로부터 주권 또는 임원권 위임각서를 확보하여 SPC 자산을 유지하고 채권을 보전할 수

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민원 6,639건 중 5,624건에 대하여 분쟁조정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대주주, 경영진, SPC가 차명으로 보유한 부동산, 주식·예금, 동산

위원회를 통하여 배상조정을 결정 받았다.

등의 은닉재산을 찾아내어 예금보험공사에 통보하였다.
예금보험공사는 검찰로부터 인수한 영업정지 저축은행 및 부실관련자가 소유한 고서화, 현

(3) 부실PF채권 매입으로 구조조정 연착륙 지원

대미술품 등에 대하여 전문가 감정을 거쳐 공매 등의 방법으로 매각하였다. 한편 영업정지 직전

금융당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속히 부실화된 PF대출의 부실 확산을 방지하

부당하게 인출된 예금에 대하여 검찰 및 금감원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채권자 취소권 및 파산법

기 위하여 저축은행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부실 및 부실우려 PF채권

상 부인권을 적극 행사하여 파산배당을 위한 재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을 매입하여 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였다. PF대출채권 매각에 따른 손실은 즉시 장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없는 5,000만 원 초과예금을 보유한 예금자들의 불편 해
소를 위하여 개산지급금 제도를 운영하였다. 개산지급금 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

부에 반영하고, 추가 예상손실액은 금융위원회 규정에 따라 정산기간 동안 충당금을 분할 적
립토록 하여 저축은행으로 하여금 PF대출 부실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관 예금자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 부실금융기관의 예상 회수율을 근거로 한 개산지급률

PF대출 부실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구조조정기금 등을 통하여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

을 적용하여 보호한도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비보호예금 등을 매입함으로써 5,000만 원 초과

차례에 걸쳐 부실 PF 대출 7조 4,000억 원을 매입하였다. 채권 매입 후 정상화와 매각을 추진

예금채권자들이 장기간 소요되는 파산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신속히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매각되지 않을 경우 저축은행에 환매하되 환매 시 사후정산하여 저축은행에 매각 손실이

하기 위한 제도이다. 2009년 전일저축은행 이후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중 계약이전된 저축은행

귀속되도록 매입 방식을 설정하였다. 금융감독원은 2010년 6월에 자산관리공사에 PF채권을

의 경우 파산재단에 현금수익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파산재단의 재산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매각한 61개 저축은행들과 경영개선협약(MOU)을 체결하여 자구 노력을 유도하였다.

예상 배당금의 일부를 ‘개산지급금’으로 우선 지급하였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파산배당 지급이 장기화되면서 5,000만 원 초과 예금자들이 겪는 불편

경영개선협약(MOU) 주요 내용		

과 유동성 문제가 완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채권 매입을 통하여 다수 예

구분

세부내용

금채권자에 갈음하여 파산배당에 참여함으로써 법률관계를 단순화하고 파산절차 소요기간

경영정상화 목표

1년 내 BIS비율 8% 이상

이 단축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자구노력

대주주 증자 등 자본 확충, 배당 및 지점설치 제한, 경영 합리화 등

불이행시 조치

감독관 파견을 통한 현장 지도, 보유자산 처분 및 필요시 금감원의 요청으로 PF채권 매각계약 해지

그러나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투자자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데다 5,000만 원
초과 예금자 및 예금보험공사 등 선순위채권자들도 파산 배당 시 채권금액을 전액 보전 받지

※ 자료: 금융감독원

못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실상 후순위채권 투자자에 대한 피해 보전이 곤란한 상황이었
다. 금감원은 본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 등에 설치한 ‘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 신고

(4) 저축은행의 경영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센터’를 통하여 불완전판매 신고를 접수받아 신고내용 분석, 사실관계 파악 및 입증자료 수집

2008년에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등 불법대출을 취급한 저축은행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도

을 위한 현장조사, 관련자 문답, 전문가의 자문 등 불완전판매 사실 입증을 통한 피해자구제를

를 도입하였다. 또한 불법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여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위하여 노력하였다.

저축은행은 일정 기간 동안 점포설치를 불허하며 해임권고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처분을 받

사실관계를 확인을 통하여 판매회사가 투자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가

은 경우를 저축은행 임원의 결격사유로 추가하였다.

입증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가 손해배상책임 여부 및 책임범위를 결정하여 저축은행과 민

대주주, 경영진의 징계사실 등을 금융거래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제재내역을 공시하고, 불법

원인 등 당사자에게 조정을 권고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를 최대한 구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

행위에 대한 저축은행 내부직원 등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내부 제보자의 신분보장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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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포상제도를 마련하였다.

저축은행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도 강화하였다. 저축은행의 불법행위를 차단하

과도한 PF대출 취급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행정지도를 통

기 위하여 제재, 공시를 강화하고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등 불법대출을 취급한 저축은행에

하여 대손충당금의 추가 적립을 유도하고 규정개정을 통하여 적립기준을 상향 조정하였다.

대하여 과징금 부과제도를 도입하였다. 2008년 1월 제도를 도입한 이후 12개 저축은행에 총

PF대출의 대손충당금을 2010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일반대출보다 최고 6배 추가 적립토록 하

36억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였다. 또한 사업성 평가를 반영한 PF대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마련하고 행정지도를 통하

2010년 1월에는 대주주 및 경영진의 징계사실 등을 금융거래자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제재

여 PF대출을 총여신의 30% 이내로 유도하였다. 또한 부동산 관련 대출(PF대출, 건설업, 부동

내역을 전자로 공시하도록 하였다.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조치를 받은 저축은행에 대하여 점포

산 및 임대업) 한도를 50%로 제한하는 등 PF대출 부실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설치를 일정기간 동안 불허하고 해임권고 및 유사수준의 처분을 받은 임원에 대하여 저축은행

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을 제고하고 자본확충을 위한 제도도 도입하였다. 거액신용공여의

의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추가하였다. 2010년 8월에는 불법대출에 관여한 임직원

합계액이 저축은행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도를 설정하였다. 또한 자본적정

등에 대하여 제재수준을 평균 1단계씩 상향하고 대주주 관련 불법대출은 모두 고발하도록 제

성 기준을 은행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하고 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 기준의 하나로 유동성비

도를 도입하였다.

율을 도입하였다. 우량저축은행(8·8클럽)의 여신한도 우대조치를 폐지하고 자기자본의 20%

(5) 추진 중인 과제

또는 100억 원(법인) 중 적은 금액 한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저축은행의 소유·경영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하였다. 먼저 저축은행의 주

정부는 저축은행의 반복되는 경영부실을 방지하고, 본연의 서민금융중개기능을 회복할 수

식취득에 대한 사전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였다. 2000년에 30% 초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있도록 하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였다. 2011년 3월 ‘저축은행 경영건전화를 위한 감독강화

신고하도록 한 제도를 2003년 12월에는 승인제로 변경하였다. 2007년 7월에는 승인대상을

방안’, 6월 ‘후순위채 관련 제도개선 방안’, 7월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

10% 이상 취득하는 경우로 확대하였다. 또한 대주주의 경영 전횡에 대한 견제장치 마련하기

하였다. 7월 말 상기 발표내용을 입법화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감독규정 세 가지 법령

위하여 2010년 8월 ‘사외이사 모범규준’을 도입하였다. 부적격 대주주 퇴출을 통하여 경영투명

을 동시에 입법예고하였고 이 중 소위 8·8클럽에 대한 여신한도 우대조치 폐지 및 저축은행간

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하였다. 부적격 대주주에 대하여

계열화 방지 등을 담은 시행령 및 감독규정 등은 2011년 11월 공포・시행되었다. 하지만 상호

6개월 이내 적격요건 충족명령을 부과하고 기간 내 미충족 시에는 10% 이상 주식에 대하여 처

저축은행법 개정안은 제18대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임기 내 처리되지 못하고 2012년 5월 자동

분하도록 하였다. 또한 저축은행의 불법행위를 조기에 적발하기 위하여 내부고발자의 신분을

폐기되어 2012년 7월 국회에 다시 제출하게 되었다.

보장하고 신고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최대 5,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2012년 7월 제19대 국회에 제출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저축은행 부실경영의 주요 원인이 된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를 보다 철저히 감독할 수 있

자본적정성 기준 주요내용				

도록 불법행위 혐의가 있는 대주주의 재산과 업무를 금감원이 직접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대주주 불법대출 시 저축은행 뿐 아니라 해당 대주주에 대하여도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

개정
구분

개정 전

대형(자산규모 2조 원 이상)

주주에 대한 행정적·사법적 제재수준도 대폭 강화하였다.

중·소형

2012.7.1~2013.6.30 2014.7.1~ 2014.7.1~2015.6.30 2016.7.1~
BIS비율
기준

권고

5%

6.0%

7%

6.0%

7%

요구

3%

4.0%

5%

4.0%

5%

명령

1%

1.5%

2%

  1.5%

2%

※ 자료: 금융위원회

둘째, 저축은행의 과도한 외형확대를 억제하기위하여 동일 PF 사업장에 대한 여신 규제를
강화하고, 계열저축은행에 대한 연결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을 우회적
으로 회피하는 SPC 등에 대한 대출 제한을 신설하였다. 동시에 일정 규모 이상의 저축은행에
대하여 여신집행부서와 분리된 여신집행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대주주・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견제하기 위하여 감사보좌기구 설치를 의무화하여 충실한 감사활동을 보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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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후순위채 피해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저축은행
의 일반인에 대한 후순위채 발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저축은행상품 판매 시 예금자보호
여부 등 중요사항을 반드시 설명하도록 하였다. 저축은행 광고의 적절성을 업계 자율적으로
사전에 심사하도록 하여 금융이용자 보호도 대폭 강화하였다.
넷째,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저축은행의 영업력 회복을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할부금
융업을 영위할 수 있는 업무로 추가하여 저축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였다.

IFRS 도입 연기 등 연착륙 조치로 부실처리가 지연되어 피해자가 확산되었다는 문제점이 제
기되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대규모 저축은행을 퇴출시켰을 경우 국가 신용등급 하락,
은행들의 외화차입 곤란 등 경제전반의 피해로 이어질 측면과 우려가 있었다는 점과 예보기금
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 증자 및 M&A 등의 노력으로 정상화가 이루어진 저축은행이 있다는
점 등을 함께 감안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부는 2011년 하반기 추가 구조조정 과정 및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등에서 추가

저축은행 본연의 기능은 지역밀착을 기반으로 서민과 소상공인에 대하여 소액 또는 소규모

적으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보다 강화된 건전경영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의 금융을 제공하는 것이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은행의 여신금지업종이 폐지되면서 저축은

따라 2012년 9월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입법예고를 실시하였다.

행의 전통적인 영업기반이 축소되었고, 과도한 외형확대 과정에서 누적된 부실이 커지면서 최

주요 내용은 첫째, 저축은행 대주주 및 임원의 비리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대주주 적

근 대규모 구조조정에 따른 여파로 영업이 크게 위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영업환경에

격성 수시 심사제 및 대주주 및 임원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도입하고 내부고발 기능을 활성화하

서도 비교적 우량한 저축은행들은 규모가 작고 지역에 밀착한 관계형 금융을 영위하고 있으

여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내부견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며, 또한 적절한 여신심사 능력을 갖추고 지배구조가 투명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둘째, 저축은행이 편법대출 또는 비업무용 부동산 장기보유 등을 통하여 부실을 은폐・축소

따라서 무엇보다도 저축은행이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하여 저축은행 스스로가

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부당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장치

과도한 외형확대를 억제하고 건전한 경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저축은행의

를 마련하였다.

부실재발을 방지하고 서민금융중개기능을 조속히 회복하기 위하여 정부가 추진 중인 법안에

셋째, 적기시정조치를 유예 받은 저축은행이 유예기간 중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근거리에

대한 신속한 시행이 필요하다.

서 밀착 감독할 수 있도록 적기시정조치 유예 저축은행에 대하여도 경영지도인을 파견할 수 있
도록 하였다.

4. 성과 및 향후 과제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수년간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누적되어 온 저축은행 문제를 해소하
기 위하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실 저축은행 정리, 건전성 감독 강화, 경쟁력 강화
(연착륙 대책)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본격 추진하였다. 특히 2011
년부터 추진한 전수조사를 통한 구조조정은 향후 글로벌 경제상황에 따라 증폭될 수 있는 위
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하였다. 정부가 추진한 저축은행에 대한
정책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우리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경제위기
를 극복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정부가 연착륙을 통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저축은행의 지점 확대에 따른 수
신증가 및 이에 따른 부실확대와 자산관리공사의 저축은행 PF대출 채권 매입 및 저축은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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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제정하면서 사용자가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하였다.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 지원 규모는 노사 간 협의를 거쳐 점진적으
로 줄이는 노력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시행이 3차례에 걸쳐 13년간 연기되면서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원받는 노동조합 전임자 숫자는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증가하였다.

제6장

헌법은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복수노조 금지는 헌법상 노동3권을 침
해할 가능성이 컸다.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서도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 설립을 금지하

노동법 개정과
노사관계 선진화

는 것은 ILO 협약 제87호 및 제98호를 위반하는 것으로 이를 개선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하
였다. OECD는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할 때부터 결사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우리나라
의 노사관계 법과 제도를 모니터링하였다. 이후 우리 정부가 2010년부터 복수노조를 허용하
겠다고 약속하자 2007년 6월 12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모니터링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다.
복수노조 금지는 특정 노조가 지위를 독점하는 것을 보장하는 제도로 변질되어 사용자가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관행과 맞물려 노동운동의 합리적 변화를 지연시키면
서 노동시장을 경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2009년 세계경쟁력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사

제1절   추진 배경

관계 생산성은 57개국 중 56위로 2003년 이래 7년 연속 세계 최하위권으로 평가되었다. 복수
노조·전임자 문제와 함께 산업현장에서 만연하고 있는 위법하거나 불합리한 노사관행으로

1. 불합리한 노사관계, 경제성장의 걸림돌

인해 노사관계가 왜곡되고 노사갈등이 조장되었다. 결과적으로 기업경쟁력이 떨어져 경제성
장의 걸림돌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노사관계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급속히 커지고 있다. 경제정책과 산업정책에서도

노사관계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 토마스 코칸 MIT대 교수는 ‘앞으로는 노사가 일자리 창출

노사관계를 중요한 변수로 고려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사관계에서 자치(自治)와 법치(法治)

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노사관계의 안정과 합리적인 노사문

는 포기할 수 없는 핵심적 가치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해당 기업의 노사가 법

화의 정착이 경제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테두리 내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정치권, 민간단체 등 외부의 힘에 의한 해결에 의
존하는 경향이 많았다. 그 과정에서 법보다는 힘이 중시되었다.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투쟁적 노동운동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
들의 희생과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초래하여 사회통합과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었다. 특히

1997년 국민들의 공감대와 여야 합의를 통하여 입법한 법률을 이해당사자인 노사가 합의하
였다는 이유로 계속 유예시키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위반하
는 것이었다. 우리나라가 후진적이고 비정상적인 노사관계를 극복하고 건강한 노사문화를 정
착시키려면 복수노조 및 전임자제도 개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노조 전임자 급여의 사용자 지급과 복수노조 금지라는 노동법상 잘못된 제도와 관행이 불합
리한 노사관계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2. 13년간 미완의 과제,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

회사 일은 하지 않고 노동조합 일만 하는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는 노동조합에서 자체적
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국제적으로도 보편적으로 이뤄지는 관행이지만 우리나라

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은 지난 1996년부터 논의되었다. 1996년 4월

는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를 회사에서 주는 비정상적인 관행이 당연시 되고 있었다. 1997년

24일 김영삼 대통령은 ‘신노사관계 구상’을 발표하였다. 1996년 5월, 이를 추진할 기구로 대통

184

선진화 개혁

제2편 활기찬 시장경제

185

령 직속의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위원회는 학계·경영계·노동계를 망라한 위원
30명으로 구성하였으며 노동관계법 제도개선 과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당시 김영삼정부는
노사관계개혁위원회 합의사항(미합의사항은 공익안)을 중심으로 법률안을 마련하여 1996년
12월 11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당시 여당이었던 신한국당은 12월 26일 새벽 6시에 여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처리하였다. 여당의 단독 처리에 대하여 노동계는 총파업으로 맞섰다. 노동계의 움직

경제회생을 위하여 새로운 선진 노사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날의 관행과 타성에서 벗어나 실용의 자세로 함께 협력하여야 합니다.
‘투쟁과 대립’에서 ‘상생과 협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새 정부는 노사관계 선진화에 매진할 것입니다.
노사 간의 자율협상은 최대한 보장하면서 법과 원칙은 엄정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한국노총 창립 62주년 축하메시지(2008.3.15)

임에 부담을 느낀 국회는 여야 합의를 거쳐 1997년 3월 10일 이전 법률을 폐지하고 전면적으로
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정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법률안은 3월 13일 공포되면
서 노동관계법 개정은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가장 핵심 이슈였던 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 문제
는 5년간 시행을 유예하였다.

제2절   노조법 개정 추진 경과

1997년 3월 이후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한 노무현정부 시절까지 복수노조·전임자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하여 노사정위원회 등에서 노조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하였다. 그러나 복수노조 및 노

1. 노조법 개정, 13년 만의 결실

조 전임자 문제는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의견차가 현격하여 노사정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계속 시행이 유예되어 왔다.

(1) 복수노조·전임자제도 해결 의지 밝혀

1998년 노사정위원회에서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으

이명박정부는 2008년 출범 당시부터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가장 핵심 이슈로 꼽히는 복수노

나, 노동계가 불참함에 따라 노사정합의안이 나올 수 없어서 노사정위원회는 과반수 교섭대표

조와 전임자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졌다. 노사단체와의 협의, 국민적 공감대

제를 내용으로 하는 공익위원안을 정부에 이송하였다.

형성 등 제도개선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였다.

김대중정부는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노조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1999년 12월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우리 노사관계가 지난날의 관행과 타성에서 벗어나 실용적

29일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에서 논의가 되지 못한 채 2000년 5월 말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

인 자세로 함께 협력하여야 하며 ‘투쟁과 대립’에서 ‘상생과 협력’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였

되었다. 이후 2000년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 후 노사정은 준비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

다. 또한 새로운 노사문화 창조를 핵심 정책과제로 삼고 상생하는 노사문화 창조에 매진하였

을 이유로 5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006년 말까지 시행이 유예되었다.

다. 2009년 1월 2일, 시정연설에서는 “우리가 경제 위기를 맞았지만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노무현정부는 2003년부터 노사관계선진화방안에 대하여 노사정위원회, 노사정대표자회의
등에서 논의하였다. 2007년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던 정부와 달리 노동계와 경영계는 2006년 9

있는 대립적인 노사문화를 혁신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자”고 하면서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하
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천명하였다.

월 2일 복수노조·전임자 문제 해결을 또다시 5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하였다. 노무현정부는 노

2008년 2월 29일 제23대 노동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영희 장관은 취임 초부터 전임자·복수

사정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준비부족, 노사관계 파급, 경제사정 등을 이유로 복수노조·전임

노조 관련 법 규정 시행의지를 강하게 표명해 왔다. 각종 언론 인터뷰와 외부 강연 등을 통하여

자 문제해결을 3년간 유예하기로 2006년 9월 11일 합의하였다. 그 결과 2009년 말까지 13년간

전임자·복수노조 문제는 “더 이상 연기할 수 없고, 연기해서도 안 될 상황”임을 강조하였고

복수노조 및 노조전임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갔다.

“노조 스스로 자립적으로 활동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같은 해 6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전임자·복수 노조 문제는 1997년 입법 이후 13년간
시행이 유예되었고 노동기본권과 관련된 국민들의 요구와 국제기준 등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연기가 어려운 사안임을 밝혔다. 아울러 노사 간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당해년도 정기 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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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안을 제출하는 등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공익위원 합의문 주요 내용(2009.7.20)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2) 제도개선 공감대 확산 및 노사정위원회 논의

•사업장 단위에서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 보장

이명박정부는 제도 개선을 위한 공감대 확산차원에서 2008년 9월부터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노조의 자율적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교섭대표제에

경제단체 대표 및 한국노총 위원장과의 회동을 추진하였다. 9월 5일, 6일 장관은 대한상의 회
장, 한국 경총 부회장을 잇달아 만나 더 이상 전임자·복수노조의 시행을 유예하지 않을 것임
을 밝히는 등 제도개선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9월 29일에는 추미애 환노위 위원장과 한국

의해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노동위원회 결정으로 교섭단위 분리 인정
•교섭대표는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적절한 구제방안 마련
•조합원 수 확인, 선거 실시 등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업무는 노동위원회 관장

노총을 방문하여 전임자·복수노조 문제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추진하겠다는 입장

노조전임자 제도개선 방안

을 밝히기도 하였다.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합리적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이명박정부는 노동법교수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노사관계정책포럼, 워크숍 등을 통하여 조
속한 공론화를 추진하였으나 당시 노동계와 경영계에서는 복수노조·전임자 관련 논의를 시

다음에 해당하는 시간은 유급처리 가능
- 근로자의 고충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
- 단체교섭에 필요한 시간 및 그 결과를 설명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작하는 것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최대한 논의시기를 늦추어 시행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 노조와 사용자가 공동으로 설치한 기관의 운영과 활동 및 노사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

또다시 시행을 유예시킬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

이러한 가운데 2008년 10월 29일 노사정위원회 내에 전임자·복수노조 제도개선 논의를 위
한 부문별 위원회로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를 발족하였다.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는 위원장 1
명, 노동계를 대표하는 위원 3명, 경영계를 대표하는 위원 3명, 정부 위원 3명,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6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되었다.
위원회는 ①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② 노동조합 스스로

- 법원, 노동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참석하거나 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
- 기타 노사관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에 필요한 시간
•노조전임자 제도 변화로 인해 건전한 노사관계의 형성이 어려워질 수 있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재정지원 노력 등 조치 강구
경과조치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그 유효기간 동안 효력 유지

전임자 급여를 부담할 수 있는 재정자립방안을 논의의제로 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2008년
11월 13일 제1차 전체회의 후 전체회의 13차례, 간사회의 8차례, 공익위원회의 9차례, 주요 외
국 실태조사 2차례, 워크숍 3차례를 진행하였다.

하는 모습을 보였다.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에서 수많은 논의를 진행하였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논의를 진

한편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 공익위원들은 2009년 2월 15일부터 22일까지 미국, 캐나다를

전시키는 것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노동계는 전임자 문제의 자율 해결, 경영계는 복수노조

현지 방문하여 노사단체와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복수노조 및 전임자제도에 대한 조사를 진행

허용에는 소극적이면서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의 엄격한 시행 주장 등 종전의 원론적 입장

하였다. 그 기간 중 공익위원안의 대강을 마련하였다. 이후 공익위원회의를 통하여 내용을 정

만 되풀이 하면서 제도개선안의 조기 공론화를 반대하였다.

리하여 3월 23일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에서 공익위원 단일 합의안을 발표하

한국노총은 2009년 2월 25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복수노조 및 전임자 급여 자율 해결 쟁취
를 결의하고 이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정책연대를 파기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경총은 2월 26일

였다. 공익위원 단일합의안에 대하여 노사는 당혹감을 표현하면서 공익위원 단일합의안을 공
식화하지 말고 노사 합의를 위한 논의기초안 정도로 하자고 주장하였다.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가 2010년부터 시행되는 것을 주요 사업목표로 잡

이후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는 워크숍, 전체회의 등을 통하여 노사정 합의안을 도출하려고 노

고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침을 회원사에 배포하였다. 노사단체 모두

력하였으나, 노사의 공론화 거부에 따른 논의 지연, 비정규직법 개정을 둘러싼 갈등 등으로 합의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 논의에는 적극 참여하지 않으면서 내부적으로 당초의 입장만 재확인

가 되지 않았다. 2009년 7월 20일, 제1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의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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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경과와 공익위원 합의안(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방안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을 채

이러한 상황에서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10월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양대노총을 포함한

택하였고 각 주체별로 의견을 병기하는 방식으로 복수노조·전임자 관련 논의를 마무리하였다.

‘노사정 6자회의’를 제안하였다. 정부는 10월 26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6자회의에 참여한다고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 논의 종료 후에 노사정위원회 차원에서 추가 논의가 계속 진행되었

하면서 법 시행을 위한 혼란을 방지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 노사정위원회 내의 부대표급 회의체인 상무위원회에서 2009년 7월 29일부터 10월 8일까지

10월 29일 첫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열렸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임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 공익위원 단일합의안 등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노사단체의 원론적인 입

성규 민주노총 위원장, 이수영 경총 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6명이 참석하였으며, 논의시

장 제시 등으로 실질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노총의일방적인 노사정위원회

한을 11월 25일까지 하기로 하였다. 이후 부대표자급, 실무급, 대표자급 회의를 번갈아 진행하

탈퇴로 더이상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한 채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논의는 종료되고 말았다.

면서 합의를 모색하였다.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진행 중이던 과정에서 노사정은 각자의 입장 관철과 공감대 확산을 위

(3) 노사정 합의 모색

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2009년 8월 말부터 9월초까지 경영계 대표와 연쇄회동을 가졌고 법

먼저 정부는 법 시행의 당위성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임태희 노동부장관은

시행 입장을 밝히고 있는 정부 입장과 달리 별도의 노사합의를 끌어내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8

11월 1일 대전지역 간담회 등 지역별 노사간담회 등을 통하여 현장 노사 의견 청취에 적극 나

월 말 경 한나라당의 강성천, 이화수, 김성태, 현기환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 면담 시 전임자·복

서면서 11월 2일 당정협의, 11월 10일 언론사 사회부장 간담회, 11월 12일 노동계 원로 간담회

수노조 관련 법 규정의 시행을 5년간 유예하는 안을 대통령에게 건의하였다는 사실이 언론에

등 제도개혁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였다.

보도되기도 하였다.

한국노총은 11월 10일 지도부 기자회견을 통하여 “법 시행 강행 시 정책연대 파기 및 총파업

2009년 9월 3일 노동부장관으로 내정된 임태희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노조 설립의 자유

투쟁을 벌일 것”임을 천명하였고 이날부터 여의도공원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하였다. 같은 날

를 보장하여 서로 경쟁하고, 전임자 급여를 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노조 스스로 부담할 때 진정

민주노총 역시 기자회견을 통하여 노사정대표자회의 탈퇴에 대하여 한국노총과 정식 협의할

한 노사문화의 선진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여 법 시행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아울러 법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11월 23일부터 전국적으로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여

시행하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전임자·복수노조 관련

나가는 등 입장 관철을 위한 압박을 강화하였다. 경영계는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하여 복수노조

법률 시행을 연기할 의사가 없음도 분명히 하였다.

허용 시 예상되는 우려 사항에 대하여 언론 홍보 등을 강화하는 노력을 전개하였다.

장관 취임 이후에는 첫 일정으로 10월 1일 서울메트로를 방문하여 전임자 급여를 노조 스스

노사정대표자회의는 노사가 기존의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는 등 실제로 논의에 큰 진전

로 부담하게 될 때 진정한 노사문화의 선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10월 5일 신

이 없는 상태에서 논의시한인 11월 25일까지 결실없이 끝나고 말았다. 이날 임태희 노동부장

임 인사차원에서 한국노총과 경총을 차례로 방문하여 “지난 13년간 제자리 뛰기만 계속해 온

관은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어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최종 결렬되었음을 선언하면서 그동안 논

만큼 이제 앞으로 나가야 할 때이며 솔직히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양보할 부분은 양보하여

의과정에서 일단 유예하고 다시 논의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으나 정부에서 받아들일 수 없었

야 함을 강조”하면서 법 시행의지를 밝혔다.

음을 밝히고 “현행법이 2010년 발효되는 것을 전제로 시행상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

정부가 강력한 법 시행 의지를 천명하면서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자 노

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한 차원에서 연착륙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의사

동계는 9월 3일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과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하여 양대

가 있다면 노사정 모두, 노정(勞政), 사정(使政) 등 어떠한 형태로든지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노총 공조방안을 논의하면서 대규모 집회 공동 개최 등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공등 대응하기

입장을 표명하여 새로운 노사정 논의의 길이 열려 있음을 천명하였다.

로 원칙적 합의를 하였다. 세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민주노총의 조직 내 의견을 들어 추후 협의
하기로 하였다. 10월 21일 양대 노총 위원장은 복수노조·전임자 제도개선 관련 양 노총의 “연
대 투쟁방안”에 대한 합의사항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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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2.4 노사정 합의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종료되면서 공식적으로 노사정 대화가 단절되었으나 기존 노조법 시
행에 대한 정부 내 준비작업이 시작되었다. 한편 법 시행을 전제로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이후 12.4 노사정 합의안을 바탕으로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 노조법이 개정되었다.

전임자·복수노조 제도개선 관련 노사정 합의문
오늘 노사정 대표는 노조 전임자 급여와 복수노조 규제 문제에 대하여 극적인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수차례의

을 마련하기 위한 노사정 대화의 물꼬를 틀려는 물밑 접촉이 시작되었다. 먼저 노동부, 한국노

협의와 토론 끝에 일궈낸 이번 합의는 노사 모두 각자의 이해관계 고리에서 벗어나 지난 13년간 미루어왔던 숙제

총, 경총 실무자들 간에 시행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11월 29일 임태희 노동부장관은

를 해결한, 우리나라 노사관계 발전의 큰 전환점입니다.

밤샘 협상을 벌이기도 하였다.
11월 30일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은 국회에서 “전임자 급여는 노조가 스스로 부담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나 준비 기간이 필요하므로 구체적인 대안과 프로그램을 만들 준비기간을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다. 복수노조에 대하여 복수노조 허용 시 노조 간 강성 투쟁 경쟁이 불가
피하므로 복수노조 허용의 즉각적인 시행을 반대한다”는 입장의 노사관계선진화를 위한 대
국민선언을 발표하였다. 장석춘 위원장의 이 선언은 그동안 ”전임자 임금금지 규정 시행 반대,
복수노조는 허용하되 창구단일화는 반대“라는 기존 입장을 바꾸어 법의 근본 취지는 동의하
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자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며 민주노총과

특히 이번 합의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타개할 출발점이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노사정 모
두가 우리 노사관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고심 끝에 내린 결단입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국가와 비교해도 손색없는 선진 노사관계의 틀을 갖추게 될 것이며, 진일보한 노
사관계는 경제사회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우리의 노동운동은 변화될 것입니다. 경영의 투명성도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이제 노사정
은 온 국민의 열망이자 당면 현안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힘을 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합의가 새로운 노사관계를 이끌어 내고, 21세기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데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노사정 합의 사항이 산업현장에 연착륙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노사정은 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 개정 등 제반조치가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며, 합의정신이 산업현장 전반으로 확산되어 건강한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다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의 공동 대응 방침을 바꾼 것이었다.
기자회견 직후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실에서 임태희 노동부장관,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

노사정 합의사항

장, 김영배 경총 부회장이 참석한 4자회담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안상수 원내 대표는 12월 2일
까지 한국노총과 경총의 합의안을 마련해 올 것을 요청하였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의 대

가. 노
 동조합 전임자 급여금지 제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합리적인 노조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사 교섭·
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관련 활동에 대하여 사업장 규모별로 적정한 수준의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운영

국민선언을 계기로 본격화된 전임자ㆍ복수노조 제도개선 시행을 위한 노사정 논의는 거듭되

할 수 있도록 한다.

는 밤샘 교섭과 협상을 거쳐 당초 한나라당이 제안하였던 시한인 12월 2일을 지나 12월 4일 극

•위와 관련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노사정이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적인 합의를 이루게 되었다.
‘2009.12.4 노사정합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조전임자 급여금지 제도와 관
련하여 중소기업의 합리적인 노조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사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
전 등 관련 활동에 대하여 사업장 규모별로 적정한 수준의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운영할 수 있
게 하고, 2010년 7월부터 시행한다.

마련, 시행령에 반영하고 준비기간을 거쳐 2010년 7월부터 시행한다.
나. 근
 로자의 단결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 규제는 폐지하되, 이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섭창구는 단일화한다.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절차, 교섭 비용 증가 방지 방안 등을 노사정이 협의하여 시행령에
반영하고, 산업현장 교육·지도 등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고 2011년 7월부터 시행한다.
다. 복수노조 교섭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소수 노조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섭대표 노조에게 공정대표 의무를 부여한다.

둘째,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 규제는 폐지하
2009. 12. 4

되, 이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섭창구는 단일화한다. 교
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절차, 교섭 비용 증가 방지 방안 등을 노사정이 협의하
여 시행령에 반영하고, 산업현장 교육·지도 등을 위한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두고 2011년 7월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장 석춘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 수영

노동부 장관

임 태희

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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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짧지만 험난했던 국회 입법과정

화를 걸어 노조법 개정안을 반드시 본회의에 상정하여야 함을 설득하였다는 언론보도도 있을

‘12.4 노사정합의’를 바탕으로 한나라당은 의원총회를 거쳐 12월 8일 대표발의자 안상수 원

정도로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대대표 외 한나라당 168명 의원 전원 발의로 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한나라당이
법안을 제출하자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은 새로운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8

(6)  노조법 개정 이후 후속 조치

인 연석회의를 구성하여 논의하였다. 그러나 노사단체별로 한나라당 발의안대로 통과를 주장

이명박정부는 노조법 개정 이후 후속조치도 착실히 진행하였다. 2010년 2월 12일 노조법 시

하거나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등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12월 27일 연석회의가 무

행령을 개정하였고,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정하기 위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2월 26일 발

산되고 말았다. 연말까지 노조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큰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족하였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전체회의 16회, 소위원회의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12월 28일 아랍에미레이트(UAE) 원전 건설공사 수주지원 방문을

7회, 실태조사단회의 7회 등 총 34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등 수많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가장 먼저 노조법 개정 상황을 점검하였다. 그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의결하기 위하여 제16차 전체회의를 4월

고 노조법 개정안이 연말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30일 오후 3시에 개최하였다. 그날 회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노동계는 회의진행을 방해하기 위

철저히 준비할 것을 지시하였다. 정부는 8자 연석회의가 무산되고 난 후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하여 회의장 복도를 점거하였다. 어수선한 상황에서 개최된 제16차 전체회의는 간사회의, 공

절차와 방법을 담은 노동부장관 고시를 12월 28일 행정예고하면서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익회의 등을 위하여 수차례 정회를 반복하였고, 노·사·공익 간 격렬한 논의가 계속되던 중 자

통과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현행법대로 시행 준비에 박차를 가하였다.

정을 지나 5월 1일이 되었다.

국회에서는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중심으로 8자 연석회의와 연계하여 논의를 진

노조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근로시간면제한도를 2010년 4월 30일

행하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상태는 계속되었다. 노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

까지 심의·의결하여야 하였다. 그 때까지 의결하지 못할 경우 국회의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만

지자 12월 28일 한국노총은 ‘노조법 개정안 연내 합의 촉구’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민주

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노동계는 4월 30일 자정이 넘었으므로 국회의 의견을

노총은 복수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의 시행을 1년 유예하자고 제안하면서 노조법 개

듣지않은 상태에서 의결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1시간여 동안 위원장을 비롯한 위

정안의 국회 통과 시 총파업하겠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기도 하였다.

원들을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회의장을 점거하려고 하는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였다.

12월 29일 추미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임태희 노동부장관, 차명진 법안소위 위원장 3

경찰까지 투입되어 회의장이 정리된 후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같은 건물의 다른 회의

명이 회동하여 노사정 합의에 기초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하여 입장을 조율하였다. 12.4 노사정

실로 회의장소를 옮겼다. 5월 1일 새벽 2시 50분경에 위원 15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9

합의안을 중심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는 2010년 7월 1일부터,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표, 반대 1표, 기권 5표로 전체 과반수 찬성을 얻어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의결하였다.

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12월 30일 이 내용을 토대로 수정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5월 1일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의결하였지만 한국노총은 5월 4일

된 노조법 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다. 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

과 5월 6일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법정시한을 넘겨 통과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의 의

하고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상태에서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였다.

결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원천무효 선언과 함께 대정부투쟁에 돌입하였다. 국회에서의 논의

그러나 12월 31일 유선호 법제사법위원장은 오전 10시에 상임위 전체회의를 개회한 후 오전

를 요구하면서 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를 강행할 경우 즉각적인 정책연대 파기와 함께 6.2 지

10시 9분에 산회를 선포함에 따라 노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지게 되었다. 그

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심판투쟁을 전개하겠다고 하면서 장석춘 위원장은 무기한 단식농성에

러나 김형오 국회의장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기간을 2010년 1월 1일 새벽 1시까지로 정하였

돌입하였다.

고, 그 시간이 지나자 노조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토론을 거쳐 2시 10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마침내 노조법이 개정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12월 31일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검토할 때 직접 국회의장에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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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마무리 하면서 사업장의 지역적 분포, 교대제 등을 감안하여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조정해

절하여 경쟁과 책임의 성숙된 노사관계로 진일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우리 노동운동이 경

줄 것을 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하기도 하였다.

쟁과 책임의 원칙 하에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쌓았다. 노조 전임자 급여는 원칙적으로 노동

근로시간면제한도 의결과 관련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5월 10일 12.4 노사정합의 당사

조합 스스로 부담하는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원칙을 수용하면서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수성

자인 임태희 노동부장관,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김영배 한국경총 부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을 인정하여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교섭·협의 등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회장 간에 회담이 진행되었다. 정부는 제도 연착륙을 위하여 노사정위원회 내에 노사상생 협력

위한 노조의 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한도 내에서 유급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국제기준

차원에서 풀어나가기 위한 별도 협의기구 신설과 함께 정부와 경제단체의 지원을 통한 문제해

에 맞추어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여 복수노조를 전면 허용함으로써 노동조합 간 선

결 방안을 제안하여 노사정합의를 하였다. 다음날인 5월 11일 한국노총은 5월 10일 정부와 경

의의 경쟁과 조합원 중심의 민주적 노동조합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국제기준에

영계의 제안을 받아들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의결을 수용’하기로 결정함으로써 5월 14

부합하며 선진국에서도 보편화된 제도인 교섭창구 단일화제도와 공정대표의무제도를 함께

일 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토대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고시

도입하여 복수노조 허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 하였다.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10월 25일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

이로써 집단적 노사관계법 제도의 핵심 이슈인 복수노조·전임자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정연설’에서 “노사관계도 대립과 갈등의 ‘1987년 체제’를 넘어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여야 할

마무리하였다. 역대 정권이 하지 못한 헌법보다 개정이 어렵다는 노조법을 이명박정부에서 개

때”라고 하면서 “노조 전임자와 복수노조 관련 제도의 개선으로 노사관계 선진화의 기틀은 마

정함으로써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련되었다고 본다”고 하였다. 또한 “이제는 산업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노력
하여야 하며, 대·중소기업과 노·사의 동반성장은 대한민국을 선진 일류국가로 이끄는 경제

2. 노조법 개정의 의미

의 두 수레바퀴가 될 것”이라며 노조법 개정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노동법 개정을 통하여 조합
원 중심의 ‘경쟁과 책임’의 성숙된 노사관계로 진일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조의 역할 강화

집단적 노사관계제도에 대한 개선은 김영삼정부 시절 노사관계개혁위원회 논의부터 시작되
었다. 김영삼정부에서는 노동위원회 조정제도에 대한 전면 개선, 제3자 개입금지제도를 제3자

를 통하여 기업의 경영 투명성과 효율성도 한층 높아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됨으로써 진정한
노사문화 선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지원제도로 개선, 노조 설립신고제도 개선 등이 있었다. 노무현정부에서는 필수공익사업에서

그간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노동3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으면

의 직권중재제도 폐지 및 필수유지업무제도 도입, 제3자 지원제도 폐지, 사적조정 활성화 방안

서도 복수노조 금지로 인해 ‘노동 후진국’이라는 오명에 시달려 왔다. OECD로 부터 노동법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이 있었다.

에 대한 모니터링을 받는 등 이로 인해 겪어온 국격의 실추는 뼈아픈 것이었다. 그러나 2007년

그렇지만 집단적 노사관계제도의 핵심인 복수노조·전임자 문제에 대하여 노조 운영비의

OECD 모니터링을 종료하면서 약속한 노조법 개정을 이명박정부에서 마무리함으로써 우리

자체 부담 원칙, 복수노조 허용이라는 당위성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

나라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선진적인 노사관계제도를 갖추게 되었다. 노동권이 교역조건화

고 노사단체의 이해관계와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이전 정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해

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시대에서 우리나라는 ILO 이사국으로서, 또한 OECD회원국과 G20정

결하지 못한 채 2009년 말까지 계속 시행이 유예되고 있었다.

상회의 개최국이라는 국격에 걸맞게 ‘노동후진국’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국제사회에서 당당하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노조법 개정을 마무리함으로써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해묵은 숙제이

게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면서 노사관계 선진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던 전임자·복수노조 문제를 해결하였다.
더욱이 노사정 합의를 통하여 입법을 함으로써 노동법 개정의 중요한 요소인 합의의 정신을
살리면서 제도 수용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복수노조·전임자 제도 개선으로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면서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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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노사관계 선진화

복수노조 제도 도입 이후 일평균 노동조합 설립신고 현황
12.0

1. 노사관계 선진화법 연착륙

10.4
10.0
8.0

(1) 근로시간면제제도
2010년 1월 1일 노조법이 개정되었지만 근로시간 면제제도와 복수노조 제도는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순조롭게 정착될지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특히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에서는 근로시간 면제제도 폐지와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주장하며 2010
년 7월 21일 총파업을 감행하는 등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무력화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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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흔들림 없는 자세로 개정된 법에 따라 원칙대로 제도를 시행할 것임을
대내외에 확고히 천명하였다. 현장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이면합의 등을 적발하여 법 위반 당

나 법 시행 직후인 2011년 7월 332건을 기록한 이후 노조설립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여

사자에 대하여 사법처리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함으로써 노사의 불법·편법행위를 제도 시행

2012년 10월에는 23개의 노조가 설립신고를 하는 등 안정적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복수노

초기부터 철저히 차단시켰다.

조 제도 시행의 영향으로 198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노조조직률은 2011년 12월 말 기

이러한 노력으로 2012년 10월 말 현재 근로자 1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3,026개소 중 근로

준 10.1%로 나타나 2010년도 12월 말 기준인 9.8%보다 0.3%p 상승하였다.

시간 면제한도 도입에 합의한 사업장은 2,996개소로 도입률이 99.0%에 달하였다. 근로시간

설립신고한 노동조합은 기존 노조가 있는 기업에서 설립되는 등 비조합원에 의한 ‘신설형

면제한도를 도입한 사업장 중 2,991개소가 법정 한도를 준수하여 법 준수율은 99.8%에 이르

노조’보다 기존 노조 분화에 의한 ‘분할형 노조’가 대부분이었다. 무노조 기업에서 설립한 건수

렀다. 아울러 제도 시행 이후 모니터링과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2012년 10월 말

는 300건(30.6%)으로 나타났다. 설립신고한 노조 중 상급단체를 선택한 노동조합은 150개로

까지 법 위반 사업장 367개소를 적발하여 그 중 42개소를 사법처리하는 등 제도의 조기 정착

전체의 15.3%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신설 노조가 상급단체 없는 독립노조였다. 이러한 경향은

을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

상급단체가 정치 지향적인 활동에 중점을 두는 것에 대한 일반 조합원의 부정적 인식에 기인한

2012년 6월 15일 한국노사관계학회에서 개최한 하계정기학술대회에서 한국노동연구원 이

것으로 보여진다.

성희 연구위원이 발표한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과 노사관계 변화’에 따르면 근로시간 면제
제도 도입 이전에 사업장 평균 유급 전임자 수는 풀타임 2.44명, 파트타임 0.82명이었다. 그러
나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 이후에는 풀타임 1.53명, 파트타임 1.16명으로 나타났다. 풀타임을
2,000시간으로 환산할 경우 유급 전임자 수는 2.8명에서 1.9명으로 32.1%가 감소하였다.

기존 노조 상급단체별 노조 설립신고 현황
상급단체

총계

한국노총

민주노총

국민노총

혼재

미가맹

무노조

노조 수

979

249

220

1

129

80

300

(2) 복수노조제도 연착륙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역시 산업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었다. 일부에서는 제

노조 상급단체의 노조법 재개정 투쟁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법령에서

도 시행 이후 노조가 난립하고, 노조 설립과정에서 노노 간 및 노사 간 갈등 증폭 등 분규가 많

정한 절차에 따라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등 산업현장에서 교섭창구

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였다. 2012년 10월 말까지 총 979개 노조가 새로이 설립신고를 하였으

단일화제도는 순조로운 정착을 보이고 있다. 2012년 10월 말 현재 복수노조가 있는 기업 중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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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아 교섭대표노조를 정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거나 사용

후 가장 안정적인 모습을 기록하였다.

자의 동의에 의해 개별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 노조가 교섭대표노조로 결정된 기업은 365

파업은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보다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서 주로 일어났으나 2011년의 경

개소이다. 2011년 7월 이후 신설된 노조가 교섭대표노조로 결정된 기업도 134개소에 달하였다.

우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서도 파업건수와 근로손실 일수가 2010년에 비하여 큰 폭으로 감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서 근로자의 단결권이 신장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되지만 사용자

소하였다. 파업건수는 2010년 76건에서 2011년 50건으로 34.2%가 감소하였다. 근로손실 일

가 이를 이용하여 노동조합 설립에 개입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명박정부는 노동조합 설립과정에서 사용자가 개
입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업장에 대하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
용하는 등 노사를 막론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였다.

수는 2010년 48만 4,000일에서 2011년 27만 3,000일로 43.6%가 감소하였다.
노사관계의 안정세 유지는 법과 원칙에 대한 인식 확산과 투쟁보다는 대화를 통하여 자율적
으로 노사갈등을 해결하려는 분위기 형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명박정부는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의 일환으로 산업현장에서의 노사협력 실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2009년에는 양보교섭을 통하여 일자리 나누기와 노사협력 분

2. 노사관계 안정 및 불합리한 노사문화·관행 개선

위기를 확산하여 글로벌 금융위기로 야기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2010년
에는 생산적 교섭을 통하여 경제위기 극복 이후 재도약의 발판 마련에 큰 역할을 하였다. 2011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이후 쌍용차, 한진중공업・유성기업 등 일부 개별 사업장의 노사현안

년에는 노사가 교대제 전환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역사회 공헌 활

이 사회적・정치적으로 이슈화 되기도 하였지만 전반적인 노사관계는 안정기조를 유지하였다.

동 등 노사의 사회적 책임 실천 등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 및 고용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초

2011년도의 경우 노사분규 건수(교섭단위 기준)는 65건으로 전년(86건) 대비 24.4% 감소하였

석을 다졌다.

다. 근로손실일수는 42만 9,335일로 전년 대비 16.0% 감소하여 1996년 이래 최저 수준으로 나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산업현장에서의 노사협력 선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말 기

타났다. 근로자 1,000명당 근로손실 일수는 2011년 24.7일로 OECD 국가 평균(26.8일, 2008년)

준 4,685건으로 나타나 2007년 집계 이래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사업장 단위와 지역단

보다 낮아지는 등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이후 노사관계 지표가 대폭 개선되어 1987년 민주화 이

위에서의 사회적 책임 결의 및 실천이 확산(2011년 말 현재 사업장 단위 278건, 지역단위 38건)
되는 등 노사상생의 저변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상생·협력적 노사관계 분위기는 근로시간면제제도,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노사분규건수(사업장 단위)와 근로손실일수 추이
(천 일)

 근로손실일수    노사분규건수
1,47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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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1,2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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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고용노동부
※ 주1: 근로손실일수는 노사분규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파업기간 중 파업참가자 수×파업시간÷1일 근로시간(8시간)’
으로 산정한 일수임
※ 주2: 노사분규건수는 2006년 이후 교섭 단위로 산정하고 있으나, 시계열 비교를 위하여사업장 단위로 환산함

선진화 개혁

등 노사관계 선진화 법제도가 산업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노사관계의 선진화는 단순히 법·제도 개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법·제도가 현장
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사문화·관행도 선진화되어야 한다. 이명박정부는 출범 이후 전임자·

200

복수노조 제도개선과 함께 ‘법과 원칙’, ‘노사갈등의 자율해결 원칙’을 지속적으로 견지하였다.

150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인사·경영권을 제약하거나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단

100

체협약을 체결하거나 과도하게 많은 노조전임자를 유지하는 등 불합리한 노사문화·관행이 남

50

아 있었다.

0
김영삼정부(1993~1997) 김대중정부(1998~2002) 노무현정부(2003~2007) 이명박정부(2008~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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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이명박정부는 ‘불합리한 노사관행 유형 및 개선여부 판단기준’(2008년 10월) 등을 사업장에
배포하는 등 산업현장의 노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지도하였다. 건강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
한 여론 조성 및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언론사 등과 공동으로 홍보하는 노력도 병행하였
다. 그 결과 2008년 750건을 시작으로 2009년 1,774건, 2010년 2,275건, 2011년 1,926건의 불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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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력 선언 현황

주요 언론기사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노조간부가 조합원 위에 군림하는 문화 사라져(문화일보 2010.10.8)

건수

749

2,574

2,672

4,012

4,685

•타임오프 시행 100일, 민노총 사업장도 속속 도입, 걱정하였던 노사충돌 없었다(매일경제 2010.10.8)
•타임오프 100일 … 연착륙 성공하였다(한국경제 2010.10.4)
•타임오프 연착륙 … 머리띠 풀고 노사협력 ‘끈’ 조인다(헤럴드경제 2010.9.12)
•달라진 노동계, 정부 ‘법과 원칙’ 기조, 노사 상생문화 확산, 노조법 개정 최대 성과(연합뉴스 2010.8.23)

리한 노사관행이 개선되었다.
특히 2010년부터는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사용자
가 지급해오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자주적인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1년 복수노조제도 시행 이후에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설립에 개입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

•직업 노동운동가들의 ‘완장 기득권’ 사라져야(동아일보 2010.5.3)
•노조전임자 줄이는 ‘타임오프’, 타당하다(한국일보 2010.5.3)
•타임오프제 시행, 노사선진화 출발점 삼아야(한국경제 2010.5.3)
•노조전임자 숫자 상한제, 이번엔 제대로 해봐라)(조선일보 2010.5.3)
•타임오프 정착, 사용자 의지에 달렸다(중앙일보 2010.5.3) 등

에 대하여 엄중한 조치를 하는 등 법과 원칙 기조를 유지하여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통한 노사문
화 선진화에 기여하였다.
러나 2012년 10월 말 현재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도입률 99.0%, 준수율 99.8%을 기록하고 있
다.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 이후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조전임자가 32.1% 감소하는

제4절   종합 평가 및 향후 과제

등 근로시간면제제도가 과도하게 많은 전임자를 두고 있던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전임자
를 축소시켰다. 그러나 중소기업 노조 활동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등 기업규모별 노조 활동

1. 성과: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 마련

의 격차 완화에도 기여하였다.

노조전임자·복수노조 제도 개선은 역대 정부가 하지 못하였던 것을 이명박정부가 노동계와
경영계, 국회 등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오랜 산고 끝에 마무리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우
리나라 노사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것은 물론 ‘경쟁과 책임’, ‘협력과 상생’으로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제도 개선 이전에는 기존 노조가 독점적 지위를 누림으로써 현장 근로자의 이익보다는 노조
간부의 이익이 우선시되었으나 더 이상 이런 노조 운영은 자리를 잡을 수 없게 되었다. 조합원 중

민주노총 위원장은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2009년12월4일 노사정 합의로 2010년7월1일부터 시행중인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반대하며 명분 없는 투쟁을 계
속하였다.(내일신문 2010년7월13일) 그러나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시행 2년이 지나면서 도입률 98.8%, 준수율
99.8%로 산업현장에서 빠르게 정착단계에 접어들었고 대규모노조에서는 유급 노조 전임자가 줄면서 노조가 임
금을 지급하는 무급 노조 전임자를 두기 시작하였으며 중소규모노조 사업장은 근로시간면제제도를 통하여 노조
활동을 하는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 서울경제(2012.6.16)

심의 노동운동이 촉진되어 노조 운영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지 않을 수 없도록 제도화되었
다. 또한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정치적, 투쟁적 노동운동이 현장 근로자 중심
의 합리적 노동운동으로 전환될 것이다.
주요 언론사 역시 노조법 개정의 최대 성과로 정부의 ‘법과 원칙’ 기조, 노사 상생문화 확산 등
을 부각하는 등 노조법 개정이 노동운동의 긍정적 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복수노조 도입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선진적인 노사관계제도를 갖추게 되었다. 노동
조합 간 건전한 경쟁을 바탕으로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민주적 노동조합 활동이 활성화되어
기업의 경영 투명성과 효율성도 한층 높아지는 등 ‘경쟁과 책임’의 성숙된 노사관계로 진일보

노조법 개정 당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복수노조제도와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12년 10월 말 기준 복수노조 사업자의 98.2%가 교섭창구 단일화

하여 노사관계가 혼란해지고 기업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그

절차를 거쳐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등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역시 산업현장에 빠르게 안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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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는 복수노조제도가 시행되면 노조 난립 등으로 인해 노사관계가 더 불안해 질 것이라고 예상하였다.(중앙
일보, 2010년12월20일) 그러나 이채필 장관은 복수노조제도 시행을 앞두고 경영계의 우려에 대하여 “복수노조
제가 큰 혼란을 가져온다는 것은 지나친 기우”라고 예측하였다.

- 서울신문(2011.6.28)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궁극적으로 기업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더욱 많이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노동법 개정을 통해 노사문화를 전향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수노조제가 시행된 지 1년이 되었지만 제도 시행 첫달에 322개 신규 노조가 설립된 이후 급격히 감소 추세

우리 기업이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적극적인 경영을 해온 것을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를 보여 금년 6월에는 25개 노조가 설립됨에 따라 이채필 장관이 복수노조제 시행을 앞두고 서울신문과의 인터

이제 여러분이 한 번 더 큰 결심을 해서 올해 여러분이 주도하는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뷰에서 “복수노조제도로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예측한 것은 적중하였다.(매일경제, 2012년6월30일)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대한상공회의소 신년 인사회(2010.1.6)

2010년에 9.8%를 기록하였던 노조조직률이 복수노조제 시행 첫해인 2011년에 10.1%로 나타나 복수노조제도
가 노조조직률 회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한겨레신문(2012.8.18)

정부 역시 노사 모두에 대하여 공정한 잣대로 대응하는 등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며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 시행 이후 노조 설립 추세는 3개월여 만에 안정 국면에 접어

제도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들면서 당초 우려하였던 노조난립이나 노조설립 관련 분규는 나타나지 않았다. 1989년 이후

그 동안의 노사관계는 노사 당사자만의 문제로 인식되어 왔으나 ‘일하는 국민’과 ‘일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노조조직률은 복수노조제도의 영향으로 2011년 12월 말 기준 전년에

싶은 국민’의 진정한 복지를 위하여 ‘좋은 일터’를 더 많이 만들어 나가는 중심에 건강한 노

비하여 0.3%p(2010년 말 기준 9.8%→2011년 말 기준 10.1%) 상승하였다.

사관계가 자리 잡아야 한다. 상생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하여 노사관계가 안정의 단계를 넘어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노사관계는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안

‘일할 기회’를 늘리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를 하여야 한다. 노사가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책

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도 우리나라 노사분규를 분석한 결과 파업은 65건으로 1987

임 있는 주체로서 더불어 성장하는 기업 생태계의 기반을 넓혀 상생·협력의 일자리를 만들어

년 민주화 이후 최저치이며, 파업으로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나타내는 근로손실 일수도 1996

나가는 ‘일자리 친화적인 노사관계’, ‘일자리를 더하는 노사관계’로의 전환을 가속화하여야

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로자 1,000명당 근로손실 일수는 2011년 24.7일로

할 것이다. 정부도 이를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행정 및 재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

OECD 국가 평균인 26.8일(2008년)보다 낮게 나타났다.

여야 할 것이다.

한편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개정 노조법의 위헌 논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2년 4월
24일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노사대등의 원칙에 따라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
하여 불가피하고,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내림
으로써 교섭창구 단일화제도의 위헌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2. 향후 과제: 일자리 친화적인 노사관계로의 전환에 진력
노동계와 일부 정치권에서 노조법 재개정을 주장하고 있지만 소모적인 노조법 재개정 논란을
종식하고 제도 정착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하여 노사정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노동조
합은 조합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건강한 노동조합으로 다시 태어나고, 기업은 노동조합을 경
영의 동반자로 인식하여 투명한 경영을 통하여 상호 불신을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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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길을 돌고 돌아 제자리로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에게 ‘노조전임자, 복수노조’만큼

‘산 넘어 산’이라고 노사정 합의 이후 국회에서의 노조법

강렬한 단어도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아킬레

개정은 기존 노사정에 여야까지 추가되어 2차전을 치렀

스건이면서 노사가 반대하고 준비가 부족하다는 핑계로

다. 시행유예 기한인 2009년 12월 31일이 끝나면서도 국

번번이 회피와 타협의 대상이 된 단어가 바로 노조전임자

회는 노사정의 수싸움으로 불을 밝혔다. 마침내 2010년 1

이고 복수노조였다. 이명박정부가 출범하던 당시에도 해

월 1일 새벽, 유예기한이 몇 시간 지난 상태에서 개정안이

결은 하여야 하는데 “내 손에 피 묻히기 싫다.”는 소위 폭탄

최종 통과되었다.

돌리기는 계속되고 있었다.
2009년 말은 3차례에 걸친 13년간의 노조법 시행유예

근로시간면제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노사정 간의 3차전이
전개되었다. 같은 해 4월 30일 개최된 근로시간면제심의

이라는데 큰 의심을 하지 않은 듯 하였다. 정부는 재유예

위원회에서 또다시 최종 합의를 위한 막후 협상이 시작되

를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었고 결연한 의지로 노조법 개

었다.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안이 도출되었으나 마지막 합

정 작업에 나섰다.

의에서 또다시 깔딱고개와 직면하였다.

2009년 10월 26일부터 11월 25일까지 노사정대표자

위원장은 노동계 위원과의 협의로 한도를 결정하려고

회의가 개최되었으나 힘겨루기 속에서 합의는 요원하였

하였으나 경영계 위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퇴장도 불사하

다. 남은 것은 한국노총, 경총과 정부 간 최후의 담판뿐이

겠다고 압박하였다. 9부 능선까지 오른 외길에서 근로시

었다. 같은 해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밤낮으로 협

간면제한도 설정을 위한 구간 조정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상이 계속되면서 협상담당자들의 피로가 누적되었고, 노

경영계 위원들을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표결 처리하기로

사정은 치열한 논리싸움과 설득, 결렬을 무기로 한 협박과

하였다. 결국 자정을 넘긴 5월 1일 새벽 긴 여정에 종지부

험한 소리까지 교환하며 치열하게 논쟁하였다. 마지막 순

를 찍는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심의 의결하였다.

표자와 실무자를 설득하는 등 총력전을 펼쳤다.

난산 끝에 태어난 노사관계 선진화제도가 큰 혼란 없이
현장에서 무럭무럭 커가는 것을 보면서 그때의 치열함과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질긴 설득 끝에 한국노총 지도부

열정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사춘기도 무난히 극복하고

가 노조전임자 대신 근로시간면제제도를 통하여 노조활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큰 기둥으로 성장하기를 협상담당

동을 보장하고, 복수노조는 허용하되 교섭창구를 단일화

자로 기원한다.

제1절   규제개혁의 중단없는 추진
이명박정부가 5년 동안 꾸준히 추진하여 온 활기찬 시장경제 구축 노력으로 대한민국은 세
계에서 일곱 번째로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고 인구 5,000만 명이 넘는 명실상부한 선
진국 대열에 진입하였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2008년 금융위기 이전 GDP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위기 이전보다 10% 이상 성장하였다. 일자리가 2008년 위기 이
전 수준으로 회복된 선진국도 독일 외에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신용등
급이 떨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국가신용등급이 계속 상승하여 이제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다.
특히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과 성과에 대한 대내외적인 평가는 긍정적이다. 2011년 세계은행

하는 내용에 합의하면서 2009년 12월 4일 마침내 역사적
인‘노사정 합의’를 이루어내었다.

향후 과제

2010년 2월 26일 근로시간면제한도를 결정하기 위한

기한이 만료되는 때였다. 노사는 모두 다시 유예가 될 것

간에는 협상 실무자는 물론 장관까지 나서 노사단체의 대

제7장

은 기업환경평가 보고서인 ‘Doing Business 2012’에서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을 183개국 중 8
- 이채필(고용노동부 장관)

위로 평가하여 2007년 30위에 비하여 대폭 상승하였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기업 400개사
를 대상으로 한 ‘2011년 규제개혁 정책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기업의 46%가 전반적으로 만족
한다고 답하여 2009년 39%에 비하여 7%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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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대한 대내외적인 평가가 긍정적이라 하여도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라는 당초 취지 외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와 같은 경제적 약자의 생계

은 부단한 경제개혁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유로존 재정위기에서 시작된 글로벌 경제 위기는

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면 이는 규제개혁의 취지를 훼손시키고 사회적 통

세계경제를 심각한 상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상황이다. 내수 확대의 폭 축소 등도 경기 회복

합을 저해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출총제와 같은 낡은 아날로그식 규제를 재도입

세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가계부채 문제, 물가불안 등 우리 경제는 불확실

하지 않고 기업 활동의 위축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생 발전할 수 있는

성이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도 경제의 활력을 유지, 발전시켜 ‘국민이 편리하고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하여 나가는 문제가 새로운 숙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하겠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규제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여 나가야 한다.

금산분리 규제완화의 경우, 한편으로는 제도 개선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아직 나타나지 않

특히 최근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불확실성은 서민·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가중

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산업 간 위험 전이 우려 등으로

시킬 우려가 큰 만큼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 활력 회복의 성과가 서민과 중소기업 등으로 확산

인하여 금산분리를 더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어렵사리 경직적인

될 수 있도록 서민 체감형 규제개혁 노력에 보다 무게를 두어야 할 것이다.

금산분리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사후 규제 장치를 마련한 만큼 규제 개혁의 성과가 금

비슷한 맥락에서 교육, 보건·의료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고, 그간 개선이 미흡하였던 분야

융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당초 취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에 보다 역점을 두고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전면적인 규제개선 작업을 추진하여 나갈
필요가 있다.
창업 등 시장진입과 관련된 분야에 집중되었던 경쟁제한적 규제개혁 노력을 진입 단계, 사업
활동 단계, 퇴출 단계 등 기업의 생애 주기 전체에 걸쳐서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미소금융재단은 우리 현대 60년 역사상 처음으로 민간에 의해 직접 서민금융을 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따뜻한 나라,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획기적인 방향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기업이 주도하는 구조로 인해 다소간의 계층 간·지역 간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드디어 대기업이 가장 어려운 계층에게 직접 생산적인 도움을 주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새로운 길을 가는 시작이라고 봅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은 주는 사람에게 감사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고,

제2절   제도개선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
그간의 제도개선 노력이 우리 경제를 어떤 방향으로 변화시켜 나가는지를 점검하고 당초에

도움을 주는 사람은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화합하고 서로 인정하는 사회로 가는 길목에 들어섰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제31차 비상경제대책회의(2009.9.17)

기대하였던 효과들이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앞으로의 제도개선에 적절히 피드
백하는 일도 지속적인 규제개혁 못지않게 중요하다. 규제개혁의 효과가 경제현장에서 발휘되
기까지는 상당기간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고, 당초 기대하였던 성과가 나타나기 위하여 추가적
인 보완대책이 필요한 경우도 많다. 따라서 규제개혁은 일회성의 제도 개선에 그치지 않고 그

제3절   부실의 과감한 정리 및 서민금융기능의 강화

성과가 현장에서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와 같은 핵심규제의 개혁을 통하여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제고되고

저축은행의 사례와 같이 부실이 나타나는 분야에 대한 과감한 정리 작업은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활력이 크게 살아났다. 반면 대기업의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나 골목상권 침해와 같은 경

시장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한 중요한 관건이다. 활기찬 시장경제의 요체는 경쟁력 있는 기업이

제력 남용 사례들이 발생하면서 대기업 정책 틀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우

시장에 끊임없이 유입되고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을 신속하게 구조조정하여 보다 생산성 있는

리 경제의 중요한 화두로 대두된 것은 규제개혁 과정에서 지속적인 현장정착 노력의 필요성을

분야로 자원과 인력을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정리과정에서 일부 나타난 비리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규제철폐를 통하여 확대되는 기업들의 경제적 자유가 미래지향적인

사례들은 앞으로 부실한 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보다 제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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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저축은행과 같은 서민금융기관의 부실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서민 피해를 감안할

기업·정규직 부문의 지나친 경직성을 완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해소에 힘을 보태야 한다.

때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나가는 한편, 햇

또한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가 학력 인플레이션과 기업들의 불합리한 학력 차별로 인해 심화

살론·미소금융 등 이번 정부에서 서민금융 강화를 위하여 야심차게 추진한 각종 제도들을 더

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학력이 아닌 능력이 중시되는 사회로 가기 위한 이정표로서의 ‘신(新)고

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졸 시대’를 열어 가는데 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앞장설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
화로 인한 인구위험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잠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일과 가정이 양
립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한편, 고령 인구의 경험과 노

제4절   노동시장 선진화의 중단없는 추진

동력을 노동시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노동시장의 구조적 개혁을 통한 선진화 작업도 중단없이 추진하여야 할 과제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 노사분규가 OECD 평균 이하로 떨어지는 등 많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글로벌 경제위
기 속에서도 일부 고소득 노동조합이 정치적 동기를 이유로 파업을 일으키는 등 사회적 공감을
얻기 어려운 행태는 극복되어야 한다.

한국의 브랜드 가치는 경제 규모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다고 합니다.
그 여러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격렬한 노사 문화입니다.
국제 정상회의에 가서 보면 다른 나라 정상들도 우리에 대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사·민·정 협약을 소개하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이 경제위기를 가장 빨리 극복한다면 바로 노·사·민·정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며,
이는 한국만이 가지는 특별한 정신문화이자 세계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국 정상들은 깜짝 놀라면서 과연 가능하겠느냐고 되물었지만,
나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긴 시간 동안 설명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근로자의 날 기념 노동계 초청 오찬(2009.4.30.)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 양극화 해소의 차원에서 향후 우리나라의 핵심 정책과제가 될 것이다.
우리사회의 통합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반드시 해결하여야 한다. 정부는 급변하는 경제·
사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고용형태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확
산과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노사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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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있다. 한편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세계화와 정보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기회와 빈부의 격
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이며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문제를 다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제1장

비정규직 문제 및 청년 실업 증가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어
려움을 겪는 서민생활에 정부 정책의 중심이 두어져야 한다는 점을 절실히 깨달았으며 ‘서민을

추진 배경 및 개혁 추진 방향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를 정부의 정책기조로 삼았다. 비리와 특권을 제거하고 열심히 사
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공정한 사회’를
국정 지표로 제시하였다.
공정한 사회는 대한민국 선진화의 윤리적, 실천적 과제로서 공정한 사회란 법과 제도가 제
대로 작동하면서 부패가 없는 사회, 건강한 시장경제로 활력이 넘치면서 균등한 기회가 보장
되고 약자를 배려하며 다시 일어서는 것을 뒷받침하는 사회이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한 단계
발전시켜 성숙한 시민의식과 수준 높은 국격에 기반한 선진국가를 달성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역사적 사명이며, 진정한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하여 ‘공정한 사회’는 반드시 가야할 길

제1절   추진 배경

이자 실현시켜야 하는 가치이다.

경제규모 세계 10위권, 1인당 소득 2만 달러 달성,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실현
등 우리는 그동안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경제성장과 민주적 정치제도와 질서를 단기간에 정

제2절   추진 방향

착시킴으로써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였다. 그러나 급속한 산업화와 정치·사회적
변혁을 겪으면서 과도한 성과지상주의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하여 소홀하였고 양극화 및 사회
적 불균형이 심화되는 등 어두운 면도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8・15경축사에서 선진일류국가 발전을 위한 기본적 인프라로 ‘공
정한 사회’ 실현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8월 27일 확대비서관회의에서 “공정한 사회를 위하여

여론조사 결과 우리사회가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음에도 국민의 4분의 3이 우리사회는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며 “청와대가 그 출발점이자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실

아직 불공정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정성에 대한 국민인식은 100점 만점

천은 정책을 마련할 때와 일상생활을 할 때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이뤄져야한다”며, “실천할

에 50점 수준으로 인색하다. 소득이 높아진다고 반드시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수 있고 국민의 가슴에 와 닿는 정책을 만들어야 하고, 일상생활에서도 공정사회에 걸맞은 행

상대적으로 낮은 행복지수의 배경에는 국민들이 우리사회의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

동을 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고 있기 때문이다.

9월 27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는 일시적 구호가 아

공정한 사회는 우리나라만의 과제는 아니며 21세기에 들어와 세계화와 정보화가 빠르게 진

니라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정 운영의 중심기조이고 다음정권까지 계속 되어야 할 중요한 과

행되면서 선진국에서도 빈부와 기회 격차가 커짐에 따라 ‘공정’, ‘공평’이 화두로 대두되고 있

제이며, 각 부처나 공공기관 차원에서 조직의 특성에 맞게 ‘무엇이 공정한 사회인지’, ‘어떻게

다. 선진국은 법과 질서의 기반을 잘 갖추고 있지만 새로운 사회 변화에 따라 또 다른 문제가

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 기준에 맞는지’ 발굴하여 공정한 사회에 맞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법과 질서가 확고히 확립되지 못하고 불합리한 관행도 남

것”이라고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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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정한 사회’를 국정의 핵심가치로 삼아 이의 실현을 위한 정책개발 및 구체적 실천
과제 추진 등 역량을 집중하였다. 2010년 8・15 경축사 이후 정부와 학계에서는 국민인식조사,
세미나, 국제컨퍼런스 등을 통하여 공정한 사회의 추진방향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우리 국민

5대 추진방향과 주요과제
5대 추진방향

주요과제

(1) 공
 정한 법・제도 운영과 부패없는 사회

들이 기대하는 공정한 사회의 모습은 공정한 법·제도 운영과 부패없는 사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등 다섯 가지로 집약되었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
로 국민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면서 단순한 제도개선을 넘어 인식과 문화를 바꾸는 총체적인

(2) 균
 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3) 권
 리가 보장되고 특권이 없는 사회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2011년 2월 1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국무총리실
은 공정한 사회 추진 계획 및 추진체계, 실천과제 등이 포함된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

(4) 건
 강한 시장경제로 활력 있는 사회

(5) 약
 자를 배려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사회

•부패척결과 공직윤리 강화, 수사절차의 투명성·공정성 보장,
공정하고 투명한 양형·구형, 구속기준 확립 등
•학력·학벌에 의한 차별 개선, 입학사정관제 투명화·내실화,
지역인재·취업기회 확대 등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 고소득층 세원 투명성 및 탈세관리 강화,
전관예우성 관행 개선 등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납품단가 조정,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 개선,
서민금융 공급확대 및 사금융에 의한 피해 방지 등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한 벌금 부과, 중소기업인·위기청소년·
출소자 등의 재기의 기회 보장, 지식·재산·재능 등의 기부·나눔 문화 확산 등

의 과제’를 보고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러한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추진과제로 병역,
납세, 교육, 근로 등 국민의 의무에 관한 것들이 먼저 제기되었다.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 과
- 8대 중점과제 -

제와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부터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기로 하였다.
공정한 사회 실행계획에는 병역·납세·교육·근로 등 국민의 4대 의무와 함께 하도급, 전관예
우 등 기득권층의 우월적 지위 및 특권과 관련된 과제를 중심으로 8대 중점과제가 선정되었다. 5

• 공정과세와 성실납세

• 전관예우성 관행개선

• 교육희망사다리 구축

• 공정한 병역의무

• 공정・투명한 공직인사

• 열린 고용사회 구현

• 일을 통한 공정사회 실현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 추진방향별로 시급성과 실현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80개 추진과제가 결정되었다.
이 날 회의에서 공정한 사회 실천과제는 국무총리실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각 부처
가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소관분야 과제에 대하여 제도개혁·관행·의식 개선, 사회적 공
감대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공정한 사회 실현의 핵심 성공요소
가 국민의 참여와 협력이라는 점을 공감하고 정부와 시민사회가 긴밀히 협력하여 선진시민의
식 함양, 생활주변의 불공정사례 개선 등에도 노력하기로 하였다. 특히 중점과제에 대하여 대통
령 주재 ‘공정사회 추진회의’에 개선방안 등이 보고되어 논의하기로 하였다.
대통령 주재 ‘공정사회 추진회의’는 8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상정되었다. 공정과세 성실
납세(2011.3), 전관예우성 관행개선(2011.6), 열린고용사회 구현방안(2011.9) 등이 논의되었
다. 공정사회 8대 중점과제 중 나머지 과제인 교육희망 사다리 구축(2011.11), 공정한 병역의
무(2011.11), 일을 통한 공정사회 실현(2011.12), 공정거래 문화조성 및 공정·투명한 공직인사
(2011.12) 등은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과제별  추진 방향과 세부 실천 내
용을 논의하여 확정되었다. 8대 중점과제 외에 대중문화예술산업 공정환경(2011.5), 취약근로
자 근로개선(2011.7) 등 80개 실천과제도 각 부처 주관으로 추진을 하였다. 국가정책조정회의
에서 주요 과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약 60개 과제가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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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 전관예우, 대한민국 상층부의 또 다른 부패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관료집단의 전관예우(前官禮遇)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2007년 이후 금융감독
원 출신 78명이 금융회사 감사로 재취업하였고, 11개 대형 법률회사(로펌)에는 총리·장·차관 등을 지낸 고위공무
원 출신 120명이 고문이나 전문위원 직함으로 재직 중이다. 10개 대형 회계법인에도 고위공무원 출신 50여명이 활

제2장

약 중이다.
이들은 평생 근무하여온 관청의 후배들을 상대로 알짜 프로젝트를 수임(受任)하고 민원 해결을 위하여 로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감독관청이 비리(非理)를 들춰내지 못하도록 막는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

사회공정성 확보

고 있다. 일부 로펌은 법관·검찰 출신 외에 군(軍)장성·고위 경찰 출신까지 영입하여 ‘그림자 정부’나 ‘작은 국가’
라는 말을 들을 만큼 막강한 로비력을 과시하고 있다.

- 조선일보 사설(2011.5.16)

공직자 윤리법 개정 흐지부지 말라
공무원들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흐지부지 끝나선 안 된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8월 공무
원들의 퇴직 후 재취업을 보다 엄격히 제한하는 법 개정안을 내놓았을 때 갈채를 받았다. 그런데 얼마 전 행정안전부가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모두 빼버린 새 개정안을 슬그머니 입법예고하였다.
공무원의 재취업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 개정은 절실하다. 공무원들이 퇴직 후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해

제1절   전관예우 관행 개선

과거 직장이었던 공공기관을 상대로 불법 로비하는 비리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현직에 있으면서 퇴직 후 취업
하기로 약속한, 또는 희망하는 기업에 특혜를 제공하는 부도덕한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맡긴 공직을 사익에 오용하는 공무원들의 반윤리적 행태는 마땅히 근절돼야 한다.

1. 추진 배경

기존의 공직자윤리법도 취업 제한을 하고는 있다. ‘공무원과 공직 유관 단체 임직원은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
던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체나 법인·단체에 2년간 취업할 수 없다’는 조항이다. 그
러나 이 조항은 너무 느슨해 사실상 비윤리적 관행을 막지 못하였다. 관련 기업에 재취업하고 불법 로비를 벌이는 문제

(1) 추진 계기

가 늘 지적돼 왔지만 실제로 이 법에 따라 처벌받은 공무원은 거의 없었다. 이런 허점을 막기 위하여 윤리법을 강화한

전관예우(前官禮遇)란 퇴직 판·검사가 변호사 개업시 법원이나 검찰에서 유리한 판결이나

다는 것이 당초 행정안전부의 주장이었다. 당초 안은 취업 제한 현직경력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고, 규모가 작은 기

처분을 내려주는 관행 또는 고위관직에 있었던 사람에게 퇴임 후에도 재직 시와 동일하게 대
우하여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관예우는 혈연, 지연, 학연 등 사적 네트워크를 중시하는

업도 모두 제한 대상에 포함시켰다. 최근 재개정안에선 이 조항을 모두 없앴다. “공무원의 반발과 자유 침해가 우려된
다.”는 이유지만 납득되지 않는다.
예상되었던 공무원의 집단이기주의라고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다. 이토록 윤리와 도덕을 팽개치는 집단에 어떻게 국

문화적 환경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법과 행정의 왜곡, 법과 정부에 대한 불신, 시장 왜곡

민 모두의 공익을 맡길 수 있겠는가. 더 이상 공무원의 자정 능력을 기대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국회가 직접 나서 공직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다. 그동안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공직자윤

자들의 윤리와 기강을 바로잡을 엄격한 법 개정을 하여야 한다

- 중앙일보 사설(2008.12.5)

리법상 취업제한제도, 변호사법 등을 통하여 ‘전관’의 영향력 행사를 엄격히 규제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기존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고위직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에
취업하여 고액 연봉을 수령하거나 퇴직 전 고의적인 경력세탁 등을 통하여 유관업체에 재취업

으로 한 취업제한, 임의취업자 과태료 부과 등’이 입법화 과정에서 제외되는 등 그 동안 효과적

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이에 취업제한제도 등 기존 전관예우관련제도의 개선의 필요성

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 제기되어 2008년도부터 정부입법으로 개선을 추진(2008.8.28 입법예고)하였다. 그러나 공

반면에 취업제한제도의 강화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직사회 내부의 반대 등으로 ‘취업의 정의, 업무관련성 판단기간 연장(3년→5년), 보수액 기준

있을 뿐만 아니라 재직 중 축적한 경험이나 전문지식 활용과 생계형 취업 필요 등의 이견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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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들쭉날쭉 판결 못막는 量刑기준 왜 만드나’

전관예우 심각성에 대안 인식(7점 척도)

전관예우 심각분야(복수응답)

대법원양형위원회가 21일 살인죄와 성범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새 ‘양형(量刑)기준’을 내놓았지만, 판사마
(점)
6

(%)
5.84

100

5.83

다 들쭉날쭉한 ‘고무줄 판결’을 없애기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양형기준이 같은 범죄에 집
90

행유예부터 10년 이상의 실형(實刑)까지 선고할 수 있어 판사의 재량권이 여전히 넓고, 실제 재판에서 양형기준보

82

다도 낮은 온정주의적인 형을 선고하는 일도 많기 때문이다.

80
5.03

5

60

- 조선일보(2011.3.23)

46

40

32

형사절차 참여자가 납득 가능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립하여 양형 및 구속기준의 예측가능성
20
0
전문가

일반국민

사법 불신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였다.
법조

공무원

공무원 업무관련 청탁 경험

금융

조세

군수, 조달

전관예우 관행 개선 필요사항(복수응답)

(%)
20

15

을 확보하고 투명한 사건처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전관예우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0

이에 따라 정부는 전관예우 관행이 정부정책 결정이나 민간시장 질서를 왜곡시켜 국민들에
게 부당한 피해를 줄 수 있어 ‘공정한 사회 구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하고 국민적

(%)

우려를 불신시키고 선진 일류국가로 나아가기 위하여 2011년부터 전관예우성 관행 개선을 본

100

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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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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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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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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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직사회 전관예우성 관행 개선

5
20
0
고위
공무원단

4.5급

6급이하

※ 자료: 지식경제부

0 청탁, 알선 등
행위제한
강화

2011년 5월, 정부는 국회에 계류 중이었던 25건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시민단체 입법청
관행 및
조직문화
개선

취업심사
제도
강화

권한집중 등
구조적
문제 개선

원, 토론회 등에서 나타난 14건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였
다. 이명박 대통령은 금융감독원 현장방문, 관계부처 회의, 전문가 간담회, 관련기관 협의 등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일부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에서 전관예우 근절
방안에 대하여 반발하는 등 공직사회 사기 저하 우려 등 분위기가 있었다.

었다. 따라서 취업제한의 문제는 취업제한으로서 얻어지는 공익과 개인의 기본권 침해정도를
비교형량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그러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퇴직공직자의 피감기관 재취업에 따른 관리부실 등
공직사회 전관예우 부작용에 대한 국민과 언론의 우려가 심각해져 취업제한제도의 강화를 위
한 법 개정 필요성이 더욱 높게 제기되었다.

이에 공정한 사회 실현과 대국민 신뢰회복을 위하여 퇴직공직자 로비행위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따라 관계 기관과의 지속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공직자의 전문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도적인 기반(전문성·특수성을 갖춘 인력의 원활한 채용을 위하여 관할공직자윤리
위원회 사전협의 후 채용 시 향후 퇴직 후 사기업체 등 재취업 시 취업가능) 등을 마련하였다.
공직사회 내 전관예우성 관행을 없애기 위하여 공직윤리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것이 우선 과

특히 ‘들쭉날쭉한 구속기준과 양형’ 등 법조계 전관예우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특권의

제였다. 2011년 6월 3일 대통령 주재로 ‘제3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개최하여 ‘공정사회 구현

잔재로서 사법 불신의 중요한 이유로 인식되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모든

을 위한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마련하였다. 주요 방안을 보면 의도적 경력세탁 근절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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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고 투명한 사건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는 전관예우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
공직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은퇴이후에 나쁜 관습에 합세하는 것은
남아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까지 국민에게 나쁜 인상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금감원 방문(2011.5.4)

민적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이었다.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변호사법 개정 등 법령·제도를 정비하고 다각적으로 수임제한 규정
의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검찰에서 법조비리 등 전관예우에 대한 철저하고
집중적인 단속을 통하여 구조적 비리를 엄단하였다.

2. 추진 내용
‘퇴직 전 3년간 소속된 부서업무와 관련됨 심사를 퇴직 전 5년간으로 확대’, 취약분야 심사강

(1) 공직사회 전관예우성 관행 개선

화를 위하여 ‘금감원 2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또한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의 법무법인 등
로펌 재취업을 규제하기 위하여 종전에 대형로펌·회계법인 등이 취업심사대상에서 제외되었

① 공직자윤리법 및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으나 외형거래액이 큰 대형로펌 및 회계 법인을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등 종전의 취업심사

전관예우 근절방안은 대부분 공직자윤리법 개정사항으로 당시 많은 의원발의 개정안(총 26

제도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전관예우 관행의 원인을 취업 후 청탁・알선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통제장치

건, 취업제한 관련 15건)이 국회에 계류 중인 점을 고려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대국회 설명과 국
회 입법 지원을 통하여 공직자윤리법이 개정(2011.7.29)되었다.

가 없고, 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 등이 취업심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등 퇴직공직자

개정 법률은 정부가 발표한 ‘전관예우 근절방안’에 대하여 언론과 각계에서 제기한 의견을

취업심사제도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진단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써 퇴직공직자

적극적으로 수렴하였다.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벌금 등 제재규정을 마련하였다. 퇴직공직자의

와 재직자 간 유착가능성의 차단을 위하여 미국 등이 도입하고 있는 선진국형 행위제한제도를

부정한 청탁·알선을 받은 재직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도 갖췄다.

도입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법무법인·회계법인뿐만 아니라 외국계로펌 및 세무법인도 취업심사대상

먼저 퇴직공직자가 청탁 및 알선 등 부당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제한제도’, 즉

으로 포함하여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취업제한 결정에 불

취업이후에 업무행위를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장・차관 및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도 취업제한 기간(퇴직 후 2년)을 고의적으로 넘기지 못하도록

은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업무’ 중 민간기업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는 업무를 퇴직 후

소송제기 후 확정판결 전까지 취업제한기간의 진행이 중단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원활한 법률

1년간 취급을 못하도록 하는 Cooling-off제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시행이 가능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담은 공직자윤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또한 취업예정업체와의 업무관련성 판단기간을 현행 퇴직 전 3년간에서 5년간으로 연장하

(2011.10.28)하였다.

여 의도적 경력세탁을 사전에 차단하고, 금융감독·방위력개선 등의 취약분야는 실무직까지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개정 법률에서 새로이 취업심사대상에 포함된 법무법인등·회계법

취업심사를 확대하였다. 한편 대형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취업심

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외형거래액을 150억 원 이상으로, 세무법인은 50억 원 이상으로

사를 받도록 의무화 및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기능을 강화를 통하여 전관예우 방지의 실효

구체화하였다. 1+1 업무취급제한자가 제출하는 업무내역서 내용 및 제출 절차, 업무취급승인

성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절차, 퇴직공직자의 부정한 청탁·알선행위에 대한 재직자의 신고절차 등을 규정하였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제출의견을 수렴하여 금융감독원 4급 이상 직원뿐

② 법조분야 전관예우성 관행 개선

만 아니라 한국은행 및 예금보험공사 2급 이상 직원도 재산등록의무자에 포함하여 취업심사

검찰 내부의 사건처리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립함으로써 양형 및 구속기준의 예측가능성을

를 받도록 하였다. 특히 국방분야의 경우 군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국방관련 계약 및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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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방위력개선, 군사법원 및 군 검찰, 수사 및 감찰부서에 근무하는 실무직 공직자(5급
공무원, 중령, 3급 군무원)도 재산등록의무자에 포함하여 취업심사를 받도록 하였다.

또한 새로이 취업심사 대상업체에 포함된 법무법인을 포함한 취업제한대상업체를 대상으로
공직윤리제도 개편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2011.11)하였다. 퇴직공직자에 대하여 공무원
연금공단의 협조를 받아 월간 웹진 및 G-시니어를 통하여 개정 내용을 적극 홍보하였다.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전관예우 근절방안’ 중 공직윤리제도 개편 내역

③ 고위공직자 청렴서약 등 청렴·윤리교육 강화

개편내용(요약)

구분

개편이전

비고

개편이후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① ‘1+1’ 업무제한
(cooling off)

(신설)

도입

퇴직자 청탁・알선 등

1년간 취급금지

부당한 영향력 방지

* 재산공개의무자 대상

행위
제한

기관의 업무를 퇴직 후

② 청탁·알선
금지 명문화

③ 취업알선 금지

(신설)

(신설)

적용기간 확대

취업

② 취약분야 심사 강화

각급 공공기관에 시달(2011.2)하여 청렴서약을 받았다.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 연고관계에 의한

업무관련 기업에 개인 및

업무처리 등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청렴도평가 모형을 각급기관에 개발 보급(2011.2)하여 2011

기관차원의 취업

년의 경우 총 156개 공공기관에서 약 6,400명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퇴직 전 5년간

퇴직 전 의도적 경력세탁

소속부서의 업무

소속부서의 업무

관행 방지

제한

취약분야를
감사・건축・토목

개편

등에 한정 (타부처 동일)
③ 대형로펌・회계 법인
취업심사 대상 포함
④ 사외이사 등 비상근위
취업심사 법제화

위원회

(국방부・방위사업청)

① 위원회 심사
기능 강화

4급 이상 심사

취업심사 대상자 확대로
전관예우 방지 실효성 확보

방위력 개선등으로

외형거래 150억 원 이상

및 회계법인 포함

정부는 외무공무원법령과 변호사법시행령 등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던 각종 전관예우 관

지 못하도록 권고하였다. ‘공직유관단체 사규공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전관예우 관행이

취약분야 확대
외형거래액이 큰 대형 로펌

④ 각종 전관예우 관행 유발 법령·제도 정비 노력

행 유발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참여하

군수품관리,

자본금 50억 원&

발생하기 쉬운 공직유관단체의 사규를 집중 정비하였다.

공직윤리제도운영지침에

비상근 직위 취업심사에

취업심사 관련 소송 등에

따라 취업심사 기 실시 중

대한 법적근거 명확화

필요한 명확한 근거 제시

민간위원 확대,

위원회 심사기능 강화를

관련기관 자료협조

통하여 공직윤리제도의

의무화 등

실효성 강화

(신설)

반부패 경쟁력평가에 반영하였다.

청탁・알선을 영구금지

퇴직전 3년간

(금감원) 2급 이상 심사

무화를 추진하였다.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에 반부패 청렴윤리과정을 도입하여 이를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 분위기 조성 및 청렴성 확보를 위하여 청렴서약서 표준안을 마련하여

퇴직자의 부정한

청탁・알선 금지
① 업무관련성

전관예우 근절 등 공직윤리 실천 생활화를 위하여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교육 이수 의

※ 자료: 보도자료(행안부·권익위·법무부 합동, 2011.6.3)

(2) 법조분야 전관예우성 관행 개선
① 검찰사건처리기준 세분화·명확화
검사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공직 퇴임 변호사라는 이유만으로 유리하
게 재량권이 행사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2008년 6월 검찰은 전국 차원의 검찰사건처리기준을 수립하여 검찰이 통일적인 구형 및 구

② 개편 공직윤리제도 교육·홍보

속수사 기준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였다. 2011년 12월에는 검찰사건처리기준 수립 3주

정부는 공직자윤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 내용과 입법취지를 공유하고자 두 차례에 걸쳐 안내

년을 맞아 법령 및 사회·경제여건의 변화 및 새로 제정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반영하여

브로슈어를 발간하고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하여 제도 개편사항을 적극적으로

기준을 더욱 명확화·세분화하였다.

홍보하였다. 업무담당자 설명회 및 중앙공무원교육원·지방행정연수원·국방대 등 고위공직자
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통하여 전관예우 관행 근절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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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변호사법 개정 등 법령·제도 정비

④ 검찰시민위원회 운영

2011년 5월 27일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 및 고위퇴직공직자 로펌 활동내역 제출 등을 내

2010년 7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등에 대하여 일반 시민들이 직접 검사의 기소, 불기소,

용으로 하는 변호사법을 개정하였다. 수임제한·로펌 활동 내역 제출 범위를 구체화한 동법 시

구속영장 재청구, 구속취소를 사전에 심사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수사 및 기소에 대하여 통제를

행령 개정(2011.6.28),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위반 신고센터 설치(2011.6.28), 법조윤리협의

받게 함으로써 수사의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이었다. 2010년 8월 전국 41개 검

회 전관예우 감시시스템 구축(2011.8) 등 수임제한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찰청에 검찰시민위원회가 구성되었다. 2012년 2월에는 전국 58개 검찰청으로 확대 설치되었다.

을 마련하였다.
개정된 변호사법에는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범위를 퇴직 전 1년 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로부터 1년간 수임하지 못하도

2010년 8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전국 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에서는 총 1,046회에 걸쳐
1,839건의 사건을 심의하였다. 그 중 1,823건의 사건이 심의결과에 따라 처분되어 거의 모든 사
건에서 심의결과가 수용되었다.

록 규정하였다. 대형 로펌에 취업한 변호사가 아닌 고위공직자에 대하여 매년 그 활동내역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활동내역 보고대상자 범위 확대 및 활동내역 작성 책임변호사제 도입
•활동·업무내역서 작성 책임변호사를 명기하도록 하여 허위·누락 등 불성실 신고에 대하여 당해 책임변호를 징
계할 수 있도록 규정
•주요 경제부처 서기관, 사무관 등 법무법인 취업사례 감안하여 ‘재산등록의무자’ 외에 ‘5급 이상’도 보고대상자에
포함

3. 추진 성과
(1) 공직사회 전관예우성 관행 개선
새로이 취업심사대상업체에 포함된 법무법인등·

퇴직공직자 김앤장-태평양-삼일 못간다

회계법인·세무법인 등을 포함하여 취업심사대상이
되는 총 3,766개 업체를 관보에 고시(2011.10.28)하
였다. 그동안 고액연봉 등으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법무법인·회계법인 등도 퇴직공직자 영입이

법조윤리 협의회 기능 강화

주춤하여졌다.

•(현행) 공직퇴임 변호사의 퇴직 후 2년간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 심사,수임료 과소신고 등 법위반 여부 조사,
위반자에 대한 징계 개시신청 또는 수사의뢰

언론보도 내용

•(개선) 파견검사·상근변호사제 도입 등 조사의 전문성 제고 추진, 법조인·법학교수 이외에 타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투명성 도모, 위법확인 시 징계개시신청, 수사의뢰 또는 관련자료 국세청 통보

“… 전관예우 금지법이 … 긍정적인 측면 … 퇴직한 부장판사들이 지법이나 지원 사건에 마구잡이로 매달리던 것이
관행이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지법이나 지원사건보다는 수준 높고 어려운 고법사건을 많이 다룰 수 있을 것 같다. 그
렇게 되면 사건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법조인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
- 연합뉴스, 인터뷰 ‘전관예우금지’ 후 첫 퇴직 판사(2011.5.19)

③ 전관예우 관련 구조적 비리 엄단
2011년 6월 전국 검찰청 특수부를 전관예우 관련 구조적 비리 단속 전담반으로 지정하여 단
속을 강화하였다. 2011년 9월부터는 은밀하게 감춰진 단속 사각지대에 있던 금융분야 전관예
우 비리에 대하여 부실 저축은행 수사 등을 통하여 단속을 실시하여 구조적 비리를 엄단하였다.

수임제한 효과
퇴직 전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였다면, 서울중앙지검・서울중앙지법 사건(연 164만 건) 수임 불가
•검찰청・법원이 1개뿐인 지역은 사실상 개업지 제한 효과
  - 대전, 광주, 울산, 청주, 전주, 창원, 제주, 춘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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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으로 인정받는 전관예우를 꿈꾸며
‘공정한 사회’야말로 대한민국 선진화의 윤리적・실천척 인프라로,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공정한 사회’ 원칙이 확고히 준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8・15 경축사(2010.8.15)

공무원은 퇴직을 하고서도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다. 재

일부 언론에서는 제도 위반 시 처벌내용이 너무 약한 것

취업과 관련해서 ‘전관예우’라는 말이 있다. 주로 부정적

이 아니냐면서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인 느낌이 강하다. 왜냐하면 재취업시킨 회사나 기관에서

의견은 최종 입법화과정에서 반영되었다. 국회에서도 여

또한 공직자윤리법령 개정·시행을 통하여 전관예우성 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적 토대가 적

퇴직공무원의 전문성보다는 이전에 근무하였던 부서에서

야를 초월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공직자윤리법 개

기에 마련되어 전관예우 부작용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반감을 조기에 불식시킬 수 있었다. 퇴

의 인맥을 동원하여 청탁과 압력을 행사해서 부당한 결과

정 법안이 발의되고 난 후 본회의 통과까지 한 달이 채 걸

를 낳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리지 않았다.

직공직자도 취업제한 기간인 퇴직 후 2년 동안에는 업무관련성이 있는 업체로의 취업에 대하
여 신중하여졌다. 이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행위제한과 업무취급제한 제도를 전격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2) 법조분야 전관예우성 관행 개선
2011년 5월 27일 법개정 즉시 제도가 시행되도록 되어 그 이후 퇴직한 판사, 검사 등 모든 공

2011년은 3월에 터진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이러한

정부에서는 퇴직공무원들이 인맥을 동원한 부당한 청탁

정당하지 못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인식이 언론과

이나 압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면서도 한편으로

시민사회는 물론 공직사회에 절실하게 인식된 한 해였다.

는 퇴직공무원들이 공직 경험과 전문역량을 발휘할 수 있

특히 ‘공정사회 구현’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던 정부로서

는 퇴직자 전문성 활용 방안도 함께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

는 더 이상 좌시하여는 안 될 시급한 현안과제가 되었다.

다. 중소기업 경영에 참여하고, 정책 연구 용역을 수행하

전관예우 근절을 위하여 보다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하
였다. 종전의 취업심사제도를 대폭 강화하였다. 퇴직 후

거나 개발도상국에 경제개발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찾아
보니 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았다.

직퇴임변호사는 수임제한 제도의 제한을 받았다. 제도 초기 다소의 논란이 있었으나 이후 법

부적절한 청탁과 알선을 금지하는 등 기존에 없던 ‘행위제

중장기적 관점에서 공직자들이 퇴직 후 민간에서도 전

조인 모두가 부작용 없는 제도시행을 위하여 뜻을 같이 하고 있다.

한제도’까지 새로 도입하고자 하였다. 제도개선안을 다듬

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보직관리 체계와 교육훈련을

어나가는 과정에서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 수차례 논의하

개선하고, 또 퇴직 후에 돈보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

였고 최대한 많은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일부 공직자들은

자리를 적극적으로 개발해나가고 있다.

대형 로펌 비변호사 고위퇴직공직자 활동내역 제출 제도는 변호사법 시행령을 통하여 세부
적인 내역이 확정되었으나 2012년 1월에야 비로서 최초 시행되었다. 법조윤리협의회에서 로펌
을 통하여 활동내역을 제출받은 바로는 고위퇴직공직자의 로펌 취업을 통한 로비활동 여부에
대한 국민 의혹이 불식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 동안 법조비리 사범 총 1,050명을 단속하고 그 중 471명을 구속
하였다. 특히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편의 제공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전 금
융감독원 직원 9명(국장 3명, 부국장 3명, 수석조사역 1명, 팀장 2명)을 단속하고 그 중 3명을
구속하였다.

예상대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된 지 1년이 넘었다. 좁아진 재취

한번은 토요일 오전에 중앙부처 국장급 공직자들과의

업의 문 때문에 일부에서는 불평도 있지만 대체로 수긍하

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 일부 참석자가 제도개선안에 반

고 조심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완벽한 제도는 없다. 제도

대하여 애를 먹기도 하였다. 그러나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이전에 스스로 부정한 청탁과 압력은 일절 하지 않고 오직

신뢰를 회복함과 동시에 당당하고 떳떳한 재취업이 오히

전문성으로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겠다는 공직자들과 퇴

려 장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득하였고, 결국 대의에 적

직공직자들의 인식과 자세를 기대한다.

극 동참하겠다는 확답을 이끌어 냈다.
- 여중협(전 행정안전부 윤리담당관)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수주 관련 민원해결 청탁, 인사 청탁, 도시
락납품 청탁 등 명목으로 브로커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수수한 고위직 전 경찰 공무원과 세
무조사 무마 및 편의 제공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전 국세청 직원 3명(국장 2명, 과장 1명)을
구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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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과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지지도
(%)
90

84.7

2011년도에 저축은행 사태 등을 계기로 전관예우성 관행 개선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공정사
회 구현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결합되어 공직자윤리법령을 개정하는 등 전관예우성 관행개선
65.5

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다.
전관예우성 관행개선이 공직사회의 문화로 자리잡아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함으로

60

이를 위하여 강화된 공직윤리제도에 맞춰 취업예정업체와의 업무관련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

41.5

43.9

는 등 엄정하게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한편 정기적으로 퇴직공직자의 임의취업여부를 조사
하고 및 공직윤리제도 운영 실태 점검을 통하여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나가야 한다. 아

30
2008

2009

2010

2011

울러 각급 교육기관 과정 및 기관별 워크숍 개최 등 공직윤리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지속
적으로 실시하는 등 공직사회 인식 전환을 유도하여야 한다.

※ 자료: 지식경제부

다만 전관예우관행 개선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후 시민단체・언론 등에서 제기한 사항
즉 부패취약부서 종사자의 취업심사대상 직급 확대, 취업심사대상 사기업체등의 확대, 업무관

등을 통한 세원 투명성 확대 노력을 긍적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지능적 탈세의 적발과 처

련성 여부의 적용 기준을 과 단위 업무에서 국 단위 또는 기관 단위 업무로 확대 적용하는 등 향

벌에 대하여 세정당국의 분발을 촉구하는 등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후 지속적인 연구 및 의견수렴을 거쳐 퇴직 후 직무와 관련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규
정하는 등 전관예우 관행 개선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아직까지 탈세에 대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  현금거래,
차명계좌 등을 통하여 소득을 적게 신고하고, 탈루한 세금으로 재산을 늘리고 있어 성실하게 세

검찰사건처리기준을 세분화·객관화하여 검사의 재량권 행사기준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검

금을 신고·납부하는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심한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언론 보

찰시민위원회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는 한편 전관예우 관련 구조적 비리에 대한 단속을 강화,

도에 따르면 한 치과의사가 현금매출 304억 원의 1/3만 신고하였다가 국세청에 적발되어 소득

법조계·금융계 등 사회 각 분야에 걸친 비리요소를 지속적으로 척결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세 추징액 80억 원 외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152억 원을 추징당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 실태가 심각하다 보니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가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제2절   공정납세

국세청은 성실 신고하는 대다수 납세자에게는 무한서비스를 제공하되 불성실 신고를 하는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는 엄정하게 과세하여 공평과세의 실현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적극 부

1. 공정납세는 고소득 자영업자부터

응하고자 하였다.

(1)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가 심각

(2) 참여와 감시, 공개를 통한 성실신고 유도

사회전반의 투명성이 개선되고 납세자의 성실납세의식 향상, 신용카드 거래 보편화 및 현금

고소득 자영사업자의 탈세 방지는 과세관청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납

영수증 제도의 적극적인 시행 등으로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자영사업자의 성실 신고·납부의

세자의 참여와 의식변화 또한 중요하다. 이에 국세청은 2011년 이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가

식이 크게 향상되었다.

맹점 지정, 미발급 신고기한 연장, 발급의무자와 발급대상 금액의 확대 등 현금영수증제도의

국세청이 학계 등 외부 정책고객 334명(2011.12)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현금영수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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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알림으로써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의 불성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한 추진과제로 병역, 납세, 교육, 근로 등 국민의 의무에 관한 것들이 먼저 제기되었습니다.
병역 상의 편법이나 탈법, 소득 탈루와 상습적인 세금 체납, 임금 체불과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부당 처우,
우리는 이런 일들을 자주 봐 왔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의무에 관하여

수입금액 축소 사례

실 신고 행태에 대한 비판과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성실신고 파급효과를 극대화하였다.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사기 기타 부

공정사회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가장 널리 형성돼 있습니다. (중략)

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조세범

사회 각 분야를 이끄는 지도층부터 솔선수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지도층부터 ‘나부터 먼저’라는 마음으로 스스로 변화할 때, 공정사회를 보다 앞당길 수 있다고 봅니다.

으로 고발하여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 라디오 연설(2011.02.21)

고소득 자영업자 기획세무조사 결과
(%)
50

49.7
47.0
44.6

이런 노력의 결과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발급액이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가 시행된 2011년에는 현금영수증 발행액이 19%p 나 증가하는

39.1

40

실적을 달성하였다.

37.5

37.5

또한 2012년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고내용에 대한 적정성 여
부를 사전에 세무대리인으로부터 확인받아 신고하는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시행하였다. 아직
시행 초기여서 세수 효과를 정확히 산출하기는 어려우나 신고 결과에 대한 국세청의 사후검증

30
2006

이 강화될 경우 상당한 세수증대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한편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와 탈세 실태를 지속적으로 언론을 통하여 국민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발급현황

2007

2008

2009

2010

2011

※주: 소득적출률=적출소득/(신고소득+적출소득)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분석

(억 원)
30,000

부가세 과표 증가율    명목 GDP 증가율

(%)
15.0

13.5
12.0

10.0

9.8

10.2

10.0
10.1

20,585
20,000

7.3

17,304
5.0

15,964

5.3

5.0

5.4

3.6

1.7
10,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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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지식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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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과 유흥업소, 음식점 등 현금수입업종의 성실한 신고·납부
풍토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세무조사 시 소득적출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

에 착수하였다.

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 여성병원을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는 병원 직원들과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확인되어 곧바로 세무조사

의 인터뷰 도중 원장이 현금을 집안에 보관하면서 사용한

10여 명의 정예 조사요원을 투입하여 세무조사를 실

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조사팀은 신속하게  압수

시하던 중 치과의사가 병원 인근에 별도의 사무실을 임

수색 영장을 청구하여 병원장의 집을 확인한 결과 현금수

씬 상회하는 것을 보아도 고소득 자영업자의 성실한 세금신고가 사회저변에 점차 확산되고 있

차하여 그곳에서 진료차트 및 전산서브를 따로 보관하

입을 탈루하여 자신의 집 장롱, 베란다 등에 숨긴 5만 원권

음을 알 수 있다.

고, 매출관련 자료를 조작·파기하여 왔다는 사실을 알

등 현금다발 24억 원을 적발할 수 있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과세표준이 2006년 이후 57.2% 상승하여 명목GDP 증가율 36.7%를 훨

앞으로도 국세청은 이와 같이 날로 지능화·고도화되어

게 되었다.

(3) 국세청의 금융거래 접근 강화 필요

이에 국세청은 은닉한 진료차트를 즉시 확보함은 물론

가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

디지털포렌식(전산자료 복구·분석) 전문요원을 투입하

면서 탈루소득은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할 것이다. 이와 함

현금영수증 제도 활성화, 성실신고 확인제도 시행, 세무조사 강화 등으로 고소득 자영업자

여 파기된 전산자료를 복구함으로써 치과의사가 현금매

께 고소득 자영업자들 스스로가 성실납세를 통하여 국민

의 세원투명성이 점차 향상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갈수록 진화하는

출 304억 원 중 195억 원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들에게 모범을 보임으로써 우리사회가 공정사회로 한 발

소득세 등 관련세금 80억 원을 부과하였다. 이와는 별도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탈세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는 어렵다. 고소득자가 탈세하면 망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로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152억 원을

것이 중요하다.

부과하였다.

- 김형환(국세청 조사2과장)

이를 위하여 고소득자의 정확한 소득규모와 자금흐름을 파악하여 세금신고의 적정성 여부
를 검증하는 한편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빈틈없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금융정보분석
원(FIU)의 금융정보 자료를 국세청이 포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공유 체계가 구축되어
야 할 것이다. 국세청의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 확대야 말로 과세관청의 과세기법을 정교화 하

2. 고액·상습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

는 동시에 납세자에 대한 합리적 과세근거 제시로 조세저항 및 납세순응비용을 축소하게 되어
과세관청과 납세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윈윈전략(Win-win strategy)이 될 것이다.

(1) 고액체납자 증가로 국세행정의 신뢰 저하
경기회복의 지연, 경제규모의 확대 등으로 고액체납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고액체납자
의 증가는 성실 납세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킨다.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성실납세의식을 저

탈루소득, 끝까지 밝혀낸다

하시키고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더욱이 고액체납자는 다양한 재산은닉 수법을 활용하여 고의적·지능적으로 과세관청의 체
납처분을 회피하고 있다. 특히 차명 재산관리 등 전통적 수법뿐만 아니라 파생상품·국제거래

국세청은 그 동안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을 포함한 고

이에 국세청은 2008년 이후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 자영업자의 고질적 탈세행위를 바로잡기 위하여 과

탈세혐의자 2,387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세

세 인프라를 구축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방면으

금 1조 3,575억 원을 부과하는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

로 노력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고소득 자영

세 근절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업자들의 납세의식은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

한 유명 치과의사의 세무조사 사례를 들면, 치과의사가

고 있다.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채 탈세를 통하여 재산을

할인을 조건으로 수술비에 대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방

증식함으로써 대부분의 성실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이

법으로 세금을 탈루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소득세 신고

들게 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서 등 각종 과세자료의 분석과 탐문 등을 통하여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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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이용한 신종 재산은닉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이 2011년 12월에 외부 정책고객(3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공정세
정 구현을 위하여 ‘고액·상습 체납자 관리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2011.3)에서는 권리가 보장되고 특
권이 없는 공정 사회 구현을 위하여 ‘고액상습 체납자 특별관리’를 중점과제로 추진하기로 결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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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지속적인 체납징수 활동 강화로 2010년 말 현재 전체 체납자는 2009년 대비 6.3% 감소하였다.
그러나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48.7%, 10억 원 이상은 71.9% 증가하였다.

(2)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발족
이를 위하여 국세청은 고액·재산은닉 체납자를 전담 관리하기 위하여 기존 ‘체납정리 특별전
담반’을 확대 개편한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지방청에 설치하고 체납자에 대한 현장 밀착형 생

전체세납자 비율
전체 체납자    1억 이상 체납자    10억 이상 체납자

(명)
793,379

활실태 조사를 강화하였다(2012.2). 또한 효율적인 추적대상자 선정과 은닉재산 추적 등을 위
하여 부동산 등기자료, 출입국 자료 등을 반영한 ‘은닉재산 추적지원 프로그램’을 개발(2012.3)

783,596
743,786

하였다. 종사직원들의 체납추적조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실무교육을 강화하였다(2012.5). 한
편 일선 세무서에서 담당하던 체납처분 업무를 체납액 5,000만 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는 지방국

4,562
3,068
121
2008년

세청장이 직접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수 있
도록 국세징수법을 개정(2011.12)하였다. 동시에

3,530
208

157
2009년

2010년

체납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에 대한 전산시스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발족과 관련하여
조선, 동아, 중앙, 서울 등 각 언론에서

템을 개선(2012.3)하였다. 고액체납자의 전자세

‘고액 稅체납 꼼작마!’,

금계산서 발급내역을 실시간으로 조회하여 매출

‘네가 숨긴 재산을 알고 있다’ 등으로

채권 압류 등에 활용(2012.5)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납징수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대·개선하

대대적으로 다루며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강력히 대응하는 국세청의 결의와
향후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고의적·지능적 체납처분 회피 사례
•친·인척, 지인 등 특수관계자와의 통정을 통한 재산은닉
- (사례)평소 친분이 있는 지인과 통정,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지인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하여 체납처분 회피
•다양한 금융상품을 이용한 재산은닉
- (사례)대기업 사주의 아들이 회사 부도 후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골프장을 주식이 아닌 전환사채로 인수

(3) 짧은 기간에 괄목할만한 성과 거양
이렇게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행정력을 집중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1년
이후 2년여의 비교적 짧은 기간에 1조 7,000억 원을 현금 징수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둘 수

• 국제거래 증가에 따른 재산의 해외은닉 등을 통한 체납처분 회피
- (사례)부동산 투자로 축적한 재산으로 해외에 부동산 등을 취득하여 은닉

있었다.
특히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고 가족이나 종업원 명의로 숨겨놓은 재산으로 생활을 하는 前
대기업 사주와 대재산가의 재산을 추적・확보(1,159억 원)하여 고의적・지능적 재산은닉 행위

공정세정 중점추진 분야

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에 다수의 언론에서 ‘고액 체납 대재산가
설문 참여자들은  공정세정 중점추진 분야로
편법 상속ㆍ증여
방지
25.9%

고액상습체납자
관리강화
27.3%

①고액·상습 체납자 관리강화, ②편법 상속·

들 막장 모럴해저드, 숨긴 재산 1,100억 원 징수’, ‘뻔뻔한 대기업 사주 은닉재산 추징’, ‘기업 망

증여 방지, ③고소득 자영업자 소득탈루 차단,

하여도 호화생활? 어림없다’ 등 부유층의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대한 호된 질책과 국세청의 대

④역외탈세의 근절 순으로 응답하였다.

응 성과에 대하여 호평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고액상습 체납자 특별관리를 국세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자체 체납징수 역

기타
14.5%
역외탈세근절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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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영업
탈세차단
16.3%

량을 강화한 결과이다. 이로써 “아무리 교묘하게 재산을 숨겨도 국세청이 반드시 찾아내어 끝까
지 징수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성실납세문화를 조성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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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추적조사를 강화한 2011년 이후 추적징수실적

고액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실적    추적조사 실적   

50명

62명

고액체납자 추적조사를 강화한 2011
년 이후 추적징수실적이 급증하는 등 뚜
렷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매년 20% 이

15명
5,212억

2010

7,140억

2011

6,084억

상 증가하던 1억 및 10억 원 이상 고액체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국세 수입이 증가하면서 고액

한편 지방청에서 직접 고액체납자 체납정리업무를 담당

납자의 증가율이 2011년 말 전년 대비

체납자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세금

함에 따라 정상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정규조직화, 운영시

5.6% 및 5.3% 증가에 그쳤다. 체납처분

을 납부하지 않기 위하여 고의적・지능적으로 재산을 숨

스템 정비, 업무매뉴얼 정비 등 산적한 과제로 많은 애로

면탈범 고발실적은 3배 이상 증가하였다.

겨놓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고액체납자로부터 체납액

사항이 있었다. 그러나 소속 직원들의 남다른 노력으로 2

을 징수하기 위하여 특별한 관리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년여의 짧은 기간 동안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채 재산을

2012

(4) 향후 과제: 역외탈세 징수체계의 확립

그 동안 부과된 세금의 징수업무는 일선 세무서에서 이

은닉하고 호화생활하는 고의적・지능적 체납자에 대한

루어져 왔으나 납세자 수의 대폭적인 증가로 신고관리, 과

금융추적,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을 통하여 1조 7천억 원

세자료 처리 등 업무량이 많아져 세무서의 체납정리 업무

의 현금을 징수하고 150여 명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

에 많은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었다.

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고액체납을 전담하면서 금

이 과정에서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에 의한 체납징수

융추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및 처벌사례 등을 언론보도하였다. 이를 통하여 체납자가

하여 찾아내기로 하였다. 체납정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재산을 은닉할 경우 은닉재산 환수뿐 아니라 증여세 등을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켜주기 위한 새로운 체납관

추징하고 처벌로도 이어져 체납자뿐만 아니라 방조자까

을 신설하여 역외 체납추적을 강화하였다. 체납자가 해외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리 방안으로 지방국세청에 체납정리 전담조직인 ‘숨긴 재

지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에는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산 무한추적팀’을 설치하게 되었다.

체납자의 해외은닉 재산에 대하여 국가의 징수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체납처분 집행이 불
가능하다. 해외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당사자가 국가이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
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체납자를 전문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역외 체납추적 전담팀’

그러나 이러한 수단은 체납자에게 납부를 압박하는 효과는 있으나 해외재산에 대한 직접적
체납처분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가입한 ‘다

처음에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으나,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 직원들은 체납자가 숨겨놓은 재산

앞으로도 체납자가 숨겨놓은 재산을 찾아 체납액을 징
수하는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의 적극적인 활동이 초석이
되어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을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의지로 해외 재산도피 혐의가 있

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2012.7 발효)에 근거하여 주요 국가들과의 과세당국 간 징수 MOU

는 경우 외국까지 나가서 체납자의 행방과 재산을 찾아다

체결 등 징수공조 체계를 강화하여 나갈 계획이다.

녔다. 욕설이나 과격한 행동을 하는 체납자를 만나기도 하

- 김연근(국세청 징세법무국장)

였으며, 채권확보를 위하여 007 작전처럼 긴박한 상황을
연출하기도 하였다. 고가 미술품 등을 은밀히 추적 수색하
는 등의 방법으로 말뿐이 아닌 행동과 실적으로 성과를 보
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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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사회적 역외탈세에 엄정 대처

대재산가의 역외탈세 창구는 해외의 페이퍼컴퍼니

(1) 역외탈세 문제가 새로운 세원 발굴 수단으로 부각
최근 금융규제 완화, 자본자유화 진전 등으로 국가 간 자본이동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제
거래를 가장한 역외탈세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참고로 OECD는 전세계의 역외자산 규
모를 약 2조~12조 달러로 추정). 역외탈세는 유출자금 전체가 통째로 탈루되어 국부유출을

국세청은 중견기업 사주 갑(甲)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국

이렇게 며칠간의 고생 끝에 마침내 도착한 목적지는 회

내뿐 아니라 해외에 회사와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

사의 사무실이 아니라 전봇대만 몇 개 남은 황량한 공터였

초래함은 물론 대기업·대재산가들이 덜 낸 세금만큼 선량한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조세부담

으며, 가족들은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 한국과 미국을 오가

다. 우여곡절 끝에 해당 법인이 페이퍼컴퍼니라는 사실은

이 전가됨으로써 소득양극화를 고착시키는 가장 반사회적인 탈세라 할 수 있다.

면서 호화롭게 생활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아울

입증할 수 있었지만 며칠 동안 생고생한 결과가 조금은 허

러 해외법인 소재지국의 금융 및 조세 감독상의 허점을 이

탈하게 느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거주자의 해외에서의 거래와 활동에 대한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고,
외국 과세당국과의 과세권 분쟁이 자칫 외교마찰로 비화될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추징액
을 실제 징수실적으로 연결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그동안 역외탈세는 국세행정의
공공연한 불모지가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서 이에 대한 대처수단으
로 국내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국가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새로운 세원의 발굴 수
단으로서 역외탈세 대응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고 조세피난처에게 금융비밀주의(Bank
Secrecy)를 포기하도록 압박을 강화하는 등 국제조세 환경이 역외탈세를 추적하고 대응하는
데 유리하게 조성됨에 따라 우리도 본격적으로 역외탈세 차단에 팔을 걷어 부치게 되었다.

용하여 해외에서 벌어드린 소득에 대하여 해당국의 과세

또한 사주 갑이 금융・조세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수

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세금신고를 하지 않고 있으며, 해외

출입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국내 X사의 이익을

에 은닉한 비자금으로 많은 해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부당하게 외국 Y사로 이전한 사실과 외국 Y사의 사장이

는 사실을 포착,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X사의 20년 전 갑의 부하직원이었다는 사실도 추가로 밝

사주 갑(甲)은 본인이 해외법인의 실질적 오너임에도 불

혀졌다. 결국 갑은 20여 년 전에 국내의 본인 회사에 근무

구하고 이를 숨기기 위하여 명의상 주주는 한국과 멀리 떨

하였던 종업원을 외국 Y사의 사장으로 내세워 수년간에

어진 후진국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등재하고 있어 탈

걸쳐 국부를 해외로 빼돌렸던 것이다.

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위하여 실질적인 주주가 사주 갑임
을 규명할 필요가 있었다.

위의 사례는 대재산가들이 주로 활용하고 있는 아주 전
형적인 역외탈세 수법이다. 전문가의 도움을 통하여 국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 조사요원은 일반인은 평

에 신고하여야 할 소득을 세부담 없이 해외로 유출시키는

생 한 번 가볼 기회가 없는 국가(주주법인의 소재지국)로

역외탈세는 국부유출과 과세권 잠식을 초래하여 공정사

현지확인을 떠났다. 현지 국민들의 교육수준이 낮아 영어

회로 가는 길을 방해한다.

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을 찾기 어려웠고 처음에는 겨

이에 국세청은 역외탈세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역외세

(2) 역외탈세 차단에 국세행정의 역량을 집중

우 손짓발짓을 통하여 의사소통을 하였다. 도심을 조금만

원을 양성화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을

국세청은 역외탈세 차단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역외탈세 전담조직과 관련 예

벗어나도 비포장 도로여서 광활한 들판을 몇 시간이나 걷

주장하였다. 또한 해외 정보활동 강화를 위하여 관련 예산

는 경우도 있었다. 40도가 넘는 한낮의 뜨거운 태양을 피

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산을 확보하였다. 2011년을 역외탈세 차단의 원년으로 삼아 국제공조 네트워크 확대와 해외
정보자료 수집에 세정역량을 집중하였다.
2011년 이후 현재까지 홍콩, 싱가포르, 중국, 인도네시아 등 주요국 국세청장과 26차례의 청

하기 위하여 하얀 썬크림과 등산용 마스크로 얼굴을 감싼
조사요원의 모습은 그 나라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

- 나명수(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실 사무관)

하였다.

장회의를 개최하여 조세정보 교환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해외세정연구관을 역외탈세의 경유
지・목적지로 자주 이용되는 국가에 파견하여 세정사상 최초로 현지 세원동향과 탈세정보를
직접 수집하였다.
또한 한·미간 동시범칙조사, 한·일간 파견조사를 활성화하여 국내에만 머물렀던 세무조
사의 범위를 국제적으로 확장하였다. 그동안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조세피난처로 유명
한 마샬군도, 쿡아일랜드와 조세정보교환협정이 발효(2012.3)되었다. 세계적 비밀금고인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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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와는 개정 조세조약이 발효(2012.7)됨에 따라 즉시 정보교환이 가능하게 되어 역외탈세
적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병역 상의 편법이나 탈법, 소득 탈루와 상습적인 세급 체납, 임금 체불과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부당 처우,

특히 2011년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를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미신고 적발 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인

우리는 이런 일들을 자주 봐 왔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의무에 관하여는 공정사회 필요성에 대하여
국민적 공감대가 가장 널리 형성되어 있습니다. 공정사회에 관한 정부의 정책 추진은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
그리고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노력이 함께 할 때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상하고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하는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미신고 혐의자에 대

이명박 대통령, 라디오 연설(2011.2.21)

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2012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건수와 금액이 크게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역외탈세 대응 인프라를 토대로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 위장하고 조세피난처에 소
득을 은닉한 기업과 사주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2011년부터 2012년 6월까지
261건에 총 1조 4,534억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두어 국부유출 차단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과 고액의 조세소송의 결과에 따라 향후 정책방향이 달라질 수도

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완구왕 세금부과는 정당

역외탈세 세무조사의 상징적 사례가 된  ‘선박왕’, ‘완구왕’ 사건

(3) 아직 갈 길이 먼 절반의 성공
이 과정에서 세무조사 사상 최초로 스위스, 싱가

의 소송 결과가 향후 정부의 역외탈세 대응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CIA뺨치는 지독한 추적

포르 등에 개설한 금융계좌의 입출금 내역과 잔액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불복과정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과세처분
을 유지하고 형사상 유죄를 입증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다.

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역외탈세 조사결과

아울러 역외탈세 추징액이 실제 징수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

를 지속적으로 대외에 공표함으로써 잠재적 역외

적·제도적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해외에 빼돌린 재산에 대한

탈세자에게 ‘역외탈세를 하다간 언젠가는 적발된

추적조사도 확대할 것이다. 또한 2012년 7월 발효된 ‘다자간 조세행

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주어 상당한 역외탈세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에 대하여 조선·중앙·
동아·문화 등 다수의 언론에서 ‘역외탈세가 가장 악질적’, ‘한국의 선박왕’ 등 큰 관심을 표명
하며 국세청의 역외탈세 대응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국회에서도 예산지원 등을 통하여 역외
탈세 대응 강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여 주었다.
또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대하여도 국회와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제도정착을
위한 격려와 제언을 아끼지 않았다. 해외 금융자산의 윤곽을 파악하여 역외탈세 차단의 기반

역외탈세 추징실적
(억)
9,637

10,000

라 금융정보를 포함한 조세정보교환이 가능하게 되어 역외탈세 추적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
는 성과를 이루어 내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국회, 언론 등에서는 역외탈세 추징실적에 비하여 실제 징수실적이 미흡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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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특히 금융비밀주의의 보호 하에 굳게 닫혀있던 스위스와의 조세조약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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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신고인원525명, 금액 11조 5,000억 원→(2012) 신고인원 652명, 금액 18조 6,0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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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공조협약’의 징수협조 조항을 적극 활용하여 체납자의 해외재산을 환수하는 노력을 강화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통한 숨은 세원 발굴

나갈 것이다. 또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조정은 물론 형사처벌 수위를 더욱 높이고, 신고대상 범위도 계속 확대하여 나갈 것이다.
  

해외에 소득을 은닉해 세금을 내지 않는 역외탈세가 심

이 가운데 2012년 6월 두 번째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있

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국세청은 역외탈세 차단을 위한

었다. 제도가 도입된 2011년과 2012년의 신고결과를 비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일환으로 역외탈세자들의 정보차

교하여 보면, 개인의 경우 2012년 302명이 2조 1,000억

단에 대응하기 위한 해외 정보획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원을 신고하여 전년보다 신고인원은 43.1%, 신고금액은

선진국의 여러 제도를 검토하여 2011년부터 해외금융계

115% 증가하였다. 법인은 350개 법인이 16조 5,000억

좌 신고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원을 신고하여 신고인원은 11.5%, 신고금액은 57% 증가

공정과세 실현과 숨은 세원 확보수단으로 역외탈세 차

하였다.

제3절   공정병역
1. 추진 배경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병역의무는 납세의무와 더불어 국가를 지탱하는 양대 의무라 할 수 있
다. 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아직도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불안정하고 불투명한 안보환경에 놓여져 있어 병역이행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 제

단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해외세원관리 인프라 구축,

특히 개인의 스위스 소재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

역외 숨은 세원의 양성화를 위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1,003억 원)이 전년(73억 원)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이

고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잊혀질만하면 불거지는 사회지도층이

도의 실효성 있는 집행이 요구되었다. 이에 국세청은 전략

는 엄정한 역외탈세 조사와 스위스정부와의 금융정보교

나 일부 연예인·운동선수들의 병역면탈 행위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적 위화감이 여전

적 홍보, 납세자 편의지향의 전산시스템 구축 등 신고기반

환 추진 등이 신고를 주저하고 있던 신고대상자들의 자발

을 조성하는 한편 역외탈세 조사, 미신고자 적발·제재강

적 움직임을 이끌어낸 것이라 할 수 있다.

화 등을 통하여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는 등 실효성 확보
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왔다.
특히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고,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국세청의 역외탈세 차단 노력에도 불구하고 역외탈세자

히 남아 있어 사회통합 측면에서 ‘예외 없는 병역의무 이행’을 정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
하게 되었다.

들은 계속하여 보다 치밀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고자

이러한 병역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은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 8·15 경축사에서 새로운 국

할 것이다. 이에 맞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가 비전으로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되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지는 사회’, ‘넘

부과하는 과태료율을 상향하여 미신고 적발시 제재를 강화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사항을 검토 협의하고 있

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2012년부터 시행하였다. 미

다. 또한 정보수집역량을 강화하고 관련정보를 면밀히 분

신고혐의자에 대한 점검・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의무위반

석하여 미신고자를 적발하여 나갈 것이다. 해외은닉재산

과태료 19억 원을 부과하고 탈루세금을 추징하였다.

에 대하여 엄정한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끝까지 추적 과세

정한 병역의무’가 선정되었다. 이로 인하여 그동안 ‘유전면제, 무전 현역’, ‘신의 자식들’이라는

할 계획이다.

병역에 대한 국민들의 냉소적인 시선을 깨끗이 씻어내고, 특권과 편법을 배제하고 법과 원칙을

이러한 국세청의 노력으로 부유층・사회지도층 등 이른
바 슈퍼리치 사이에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대한 관

도입 3년차를 맞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안정적으

심이 높아졌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받게 될 과태료, 세무

로 정착되어 많은 납세자들이 역외 탈세의 유혹을 이기고

조사 등의 불이익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는 분위기가

성실한 납세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역할

형성되었다.

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어진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일어선 사람은 다시 올라설 수도 있는 영원한 승자도, 영원
한 패자도 없는 사회’를 제시한 것을 계기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8대 중점과제 중 하나로 ‘공

준수하는 공정한 사회,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 우대 받는 사회, 병역이행이 자랑스런 사회 구현
을 위한 공정한 병역을 추진하게 되었다.
한편 공정한 병역 이행과 더불어 군 복무여건의 개선은 국민의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안이
다. 국방부는 이러한 국민적 여망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 복무여건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

- 남판우(국세청 국세세원관리담당관)

한 장병 대상 설문을 실시하였다. 먼저, 부대분류 및 주특기 부여의 공정성에 대한 설문결과
(2011.4, 국방부), ‘부대분류’에 대하여 25.4%가 본인 희망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였다. ‘주특기 부여’는 18%가 분류기준의 부적절 등의 사유로 불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군복무여건 개선요구 우선순위에 대한 설문결과(2011.7, 월드리서치), ‘상
급자의 인격적 모독 등 괴롭힘(55.7%)’, ‘질병치료·고충상담 등 보건의료 환경 미흡(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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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시설에 대한 불만(37.4%)’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설문결과를 토대로 군복무간 불공정

병무행정 공정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변화

인식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선 소요를 식별·선정하여 추진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믿고 맡길 수

(%)

있는 군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군대, 보람 있는 군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80

76.5
67.1

60

2. 중요성 및 의의

44.9
40

우리의 안보현실과 국민정서를 볼 때 병역은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이다. 그래서 남
자 셋이 모이면 어김없이 군대이야기가 나오고, 정치인이나 연예인, 유명인사도 병역문제가 떳
떳하지 못하면 자라목처럼 움츠러 들고 만다. 과거 대선 정국에서 유력하게 떠올랐던 대선후
보가 아들의 병역의혹이 불거지며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병역에 대한 높
은 관심을 잘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20

0
2011.4 월드리서치

2011.7 국민신문고

2012.9 국민신문고

※ 자료: 병무청

이렇게 병역이행의 공정성 여부는 계층간 사회통합과 분열이라는 상반된 결과를 낳는다. 공
정한 병역의무는 굳건한 군사력 건설을 가능하게 하고 국민을 단결시키는데 반하여, 그렇지

사기 향상을 위하여 병영생활 속에서 병사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의·식·주는 물론 체육·문

못할 경우 단순히 국방력에 대한 악영향 뿐 아니라 국가 전체를 불신과 분열로 이끄는 요인이

화생활을 대폭 개선하여다.

된다.

특히 군 생활동안 중단 없는 학습 여건을 보장함으로써 군생활이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

국방부에서는 병역의무 이행의 숭고성을 높이고 건전한 국민의식 함양과 사회통합을 이루

도록 하여 전역 후 당당한 사회 일원으로 복귀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 위하여 ‘예외 없는 병역의무 부과’와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 구현‘을 중심으로 공
정병역을 추진하였다.

3. 추진 내용 및 성과

이러한 ‘공정한 병역이행’을 위하여 세 가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였다. 첫째, ‘정확하고
투명한 신체검사 절차와 병역판정의 공정성 확립’, 둘째, ‘부정한 방법으로 면탈하려는 시도가

국방부는 공정병역이 국민의 참여와 지지를 기반으로 할 때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통하지 않는 제도와 시스템의 완비’, 셋째, ‘병역이행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회분위

인식하에 국민과의 다양한 소통을 지속 추진하였다. 먼저 일반 국민들이 가장 많이 체감하는

기와 병역이행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체계 확립’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병무행정 공정성

불공정 부문을 없애기 위하여 총괄반, 과제추진반·발굴반, 홍보반 등 39명으로 자체 추진TF

에 대한 대국민 인식이 공정병역을 추진한지 2년여 만에 31.6%P 상승하는 높은 성과를 거두

를 구성·운영하여 과제 발굴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병무행정과정의 불공정 요인 진단

게 되었다.

등을 위하여 병무청 본부 22명, 지방청 178명 등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을 구

한편 국방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선진 병영문화 개선을 바탕으로 군 복무여건의 혁

성·운영하는 등 종합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였다.

신을 달성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병영문화 선진화’

또한 병무행정 전 과정에 대한 불공정 요인을 진단하기 위하여 연도별로 병무청에 접수된 민

를 통하여 병사 상호간 존중과 배려가 충만한 병영분위기 조성으로 전투형 강군 육성의 기반

원현황을 분석하고 대 국민 여론조사, 공청회,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한편

을 만들었다.

공정한 병역 추진을 위하여 병무행정의 공정성에 대한 대 국민 인식과 중점 추진하여야 할 분

장병의 건강 증진 및 전투력 향상을 위하여 ‘민·군 합동위원회’를 구성하여 ‘2012~2016 군
의료체계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군 의료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군인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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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 체제개선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전제조건(2012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
(단위: %)

징병검사에서 병역판정하기까지의 과정

정밀검사
대상자

37.6

군 복무 부대 배치 및 보직 부여 과정

정밀검사
(과목별 전문의)

신체등위판정    
(수석전문의)

병역처분
(징병관)

23.9

기본검사
현역병 입영일자 결정 등 입영과정

14.5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관 배치 및 복무과정
기타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 편입 및 복무과정
대체로 공정하기 때문에 특별히 개선할 필요가 없다

건강한 자

12.6

신체등위판정    
(수석전문의)

병역처분
(징병관)

8.1
3.3

<검사시간 단축>
건강한 자 : -47분
정밀검사자:-38분

※ 자료: 병무청

※ 자료: 병무청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신장에 의한 보충역 처분기준을 196cm에서 204cm으로 상향 조정하
공정한 병역이행을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분야에 대하여 신체검사 공정성
확보, 병역비리에 대한 처벌강화, 면탈예방시스템 구축 및 병역이행자에 대한 존중과 우대 등

였다. 면탈 우려가 있는 치아저작기능 장애 면제 판정기준을 50점 이하에서 28점 이하로 강화
하였다.

으로 조사되었다. 병무청에서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35개의 개선사항을 발굴하였다.

또한 근시·원시 등 시력교정 가능자는 현역병으로 처분하고 치유가 어려운 악성종양 진단

이러한 과정을 거쳐 발굴된 과제를 종합하여 3대 전략 8대 실천과제를 선정·추진하였다. 추진

자는 다른 부위 신체검사를 생략하여 편의를 도모하는 등 판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 및 일반국민에 대한 참여를 강화하는 한편 주요성과 등을 병역의무자·

다. 이러한 개선 노력의 결과로 2011년도 병역처분은 현역 91.5%, 보충역 4.9%로 2010년 대비

일반 국민·각 부처와의 공유를 통하여 정책 추동력을 확보하였다.

현역은 0.4%p 증가하고 보충역은 0.5%p 감소하여 예외 없는 병역이행 체계 정착에 기여하게
되었다.

(1) 예외 없는 병역이행 정착

셋째,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병역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

병무청에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하여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것은 국민들이 ‘병역에는 예외

여 사회 환경변화 추세 등을 고려하여 병역감면제도를 개선하였다.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에게

가 없다’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먼저 40여년간 유지하여온 징병검사 체

도 일반 입대장정과 동일한 조건으로 병역의무를 부과하였다. 중학교 중퇴 이하자의 병역감면

계를 개선하였다. 즉 수검자 전원을 일률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검사하던 것에서 2011년부

제도를 폐지하였다. 또한 병역면탈을 시도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사람은 수형사유에 의한 병역

터 신체 건강한 사람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으로 구분하여 검사하도록 징병검사 체계를

감면(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편입)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병역의무 면제 연령을 상향 조정(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반의무자의 경우 31세→36세, 병역기피 및 국외체류자 등은 36세→38세)하여 장기간 병역이

이러한 징병검사 체계 개선을 통하여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에게 보다 집중하여 검사를 실

행을 미루더라도 예외 없이 병역을 이행하도록 하였다.

시함에 따라 병역처분의 타당성 및 신뢰성이 향상되어 제도 개선 이전과 비교하여 징병검사에

넷째, 병역면탈 전담부서 설치 및 병무직원 특별사법 경찰권 확보 등 병역면탈 방지체계 구

대한 이의(불만) 제기율이 9.1% 감소하였다. 또한 1인당 평균 3시간 26분이 소요되던 징병검

축이다. 최근 병역면탈 사건이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여 병무행정에 대한 신뢰성 저하는 물론

사 시간이 신체 건강자는 2시간 39분(-47분), 정밀검사 실시자는 2시간 48분(-38분)으로 단축

사회통합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병무청에서는 병역면탈 범죄 발생 예방을

됨에 따라 수검자 편익이 증진되었다. 2011년도 징병검사 만족도가 82.8점(월드리서치 조사)

위한 중·장기적인 종합대책을 수립·추진(2009.10)하였다.

으로 전년도 대비 1.2점 향상되었다.
둘째, 질병추이 등 의료 환경을 반영하고 병역면탈을 예방하기 위하여 신체등위 판정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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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넷 사이트 검색관리 등 병역면탈 예방·감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고 있다. 병역면탈 범죄
가 지능화 되는 추세에 대응, 신속한 증거 수집을 통한 범죄 예방 및 색출을 위하여 병무청 직

병역명문가(家)가 진정한 명문가

원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
한 법률)을 개정하여 2012년 4월 18일부터 병역면탈 의심행위 등에 대하여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밖에도 병역면탈 예방·통제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확인신체검사 제도를 도입하였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가 정착되기 위하여 누구나 예외

이와 더불어 문화체험, 금리우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없이 병역을 이행하는 한편 병역이행을 스스로 자랑스럽

제정까지 확대하여 475개소 시설의 이용료 감면혜택을

다.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경우 경과관찰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병역법 개정 2011.5,

게 생각하고 사회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분위

주고 있다. 그러나 시행 초에는 국가기관, 지자체 등의 자

시행 2012.1)하여 충분한 치료기간을 제공하였다. 한편 병역면탈 범죄의 대다수가 병역처분변

기가 형성되어야 한다.

발적인 협조나 사회적 공감을 이끌어 내는데 어려움이 있

경 신체검사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병역처분변경 심사위원회’ 제도를 신설
(2010)하여 최초 징병검사시 현역 대상으로 처분한 이후 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에서 보충역 또
는 면제처분 대상자는 질병 발생원인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병역처분 하도록 하였다.

(2) 대체복무제도의 합리적 개선
병무청에서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예술·체육 발전을 위하여 산업기능요원제도, 예술·

이러한 측면에서 병무청에서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

었다.

는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3

이후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 청취를 강화하고 다양한

대 가족이 모두 명예롭게 군복무를 마친 가문을 선정하여

매체를 활용 등 전략적 홍보 노력으로 매년 병역명문가 선

인증하고 표창함으로써 스스로 자긍심을 갖게 하고, 이들

정 가문 및 우대기관이 증가하고 있다. 병역에 대한 긍정

의 이야기를 사회에 널리 알려 명예를 높여주고 있다.

적인 인식도도 많이 개선되고 있다(2011년 조사결과 대

2004년도에 234가문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40가문의
병역명문가가 선정된 것을 시작으로 매년 명문가에 선정

비 2.0점 상승, 73.2점 → 75.2점)
이제 병역은 의무 그 이상을 넘어 권리요 자랑과 긍지,

되는 가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2011년도에는

보람으로 인식되도록 시각을 바꾸어야 한다. 앞으로도 병

체육요원제도 등 대체복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이러한 제도를

공정병역 이행 실천과제로 선정되면서 적극적인 홍보로

역명문가선양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자발적인 병역

병역이행 수단으로 편법 이용하는 문제점이 있어왔다. 즉 한번의 입상 또는 메달 획득으로 예

신청자가 현저히 증가하였다. 2012년까지 신청서를 접수

이행 풍토를 확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술·체육요원에 편입(예술요원: 국제예술대회 2위 이상과 국내 예술대회 1위, 체육요원: 올림

한 3,040가문 중 총 1,363가문이 선정되었고 병역명문가

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되는 것이 병역의 특혜라는 인식이 있어 복무중 일정기간 사회봉

의 병역이행자는 총 6,301명에 달한다.
병역명문가의 자긍심과 명예심 제고를 위하여 선정 가

사 등 공공에 기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2012년 연구용역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한 바 있다. 향후

문에게는 병역명문가 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하였다. 대통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령 축하 메시지와 기념품도 전달하였다. 병역이행자 모두

또한 1973년도에 시행된 산업기능요원제도는 그동안 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 복
무자의 70%가 대학학력자로서 이들은 복무만료 후 학업을 위하여 대부분 퇴사하여 기업에 안

- 장갑수(병무청 기획조정관)

에게 병역명문가증을 발급하며 병무청 홈페이지 ‘병역명
문가 명예의 전당’에 영구 게시하고 있다.

정적인 인력 지원이 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자가 산업기능요원에 우선 편입되도록 산·학 연계 협력업체를 지정업체로 선정하였다.
이들 업체에 우선적으로 인원을 배정하여 숙련된 기능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안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특성화고 졸업생에게는 취업과 병역의무 이행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성공
적 직업경로를 제공하는 한편 고졸자 취업우대 등으로 학력 위주 사회분위기 개선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밖에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13년부터 전문연구요원의 대기
업 인원 배정을 중단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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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동반입대병 입영인원

(3) 병역이행의 자율성 제고
입영일자 본인선택제도는 병역의무자가 자신의 입영일자를 인터넷으로 직접 선택하도록 함
으로써 병역이행의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2001년부터 도입되어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
나 대학생만 입영일자 선택이 가능한 모순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여 2012년부터는 모든 병역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9

입영인원

18,490명

18,982명

19,448명

17,879명

20,357명

16,731명

※ 자료: 병무청

의무자까지 그 수혜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입영대상자가 본인의 사회경험, 자격, 특기를 최대한 반영하여 입영할 수 있도록 현역
병 모집기준 완화(종전 신체등위 2급→3급까지 확대) 등 병역이행자 중심으로 현역병 모집제

는 신병교육대를 보유한 사단급 부대도 부모 참관하 공개 전산분류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현역병 모집계획인원이 매년 지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개인의 전공과 적성을 고려하고 우수 자격자에 대한 변별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군사특기 분

역병 복무지원자 수 및 충원율은 지속 상승하고 있다. 매년 현역병지원자를 대상으로 실시하

류를 수작업에서 전산분류체계로 전환하여 시행하고 있다.

는 병무행정서비스 외부고객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역병 지원서비스 만족도가 77.1점

육군은 현재 육군훈련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Web체계에 의한 군사특기 분류체계를 신병교
육 사단급까지 확대하여 2013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지원병제도를 운영하고

(2008)→81.1점(2009)→84.1점(2010)→84.8점(2011)으로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
또한 병역이행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군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모집병제도를 확대 시행
하고 있다. 육군은 ‘연고지 복무제도(입대장병의 출생지・성장지 등 인연이나 관계가 있는 지

있는 해군·공군·해병대는 각 군별 자체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향후 한국
국방연구원(KIDA)의 연구를 통하여 성능체계를 개선하여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역에서 복무)’와 ‘동반입대병 제도(같은 부대로 배치되어 전역시까지 함께 복무)’를 시행함으
로써 군생활의 심적 부담을 덜어 주어 입영대상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해군도 2012

(5) 병역이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년 3월부터는 함정근무자에 한하여 선발(2012년 9월 말 현재 190명)하고 있다.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존중받고 명예와 긍지를 갖게 되는 성숙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2004년부터 3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찾아 병역명문가로 선정

현역복무 지원자 수 및 충원율 추이
연도

2008

2009

2010

2011

현역복무 지원자 수(명)

240,713

233,507

272,139

314,961

89.7

96

98.7

98.9

모집계획 대비 충원율(%)

하여 널리 알리는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통하여 자긍심과 명예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국

육군 군사특기 분류체계

※ 자료: 병무청

특기별 대상자
자원분석 보고

특기별
양성인원 판단

전산 특기분류
(육훈소)

선특기 부여
대상자 보고

선특기 부여
판단

특기 결정

기술검사
(11개 검사실)

(4) 부대배치 및 특기분류의 공정성 제고
국방부는 개인의 적성과 희망을 고려하여 본인이 원하는 분야에서 군복무를 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하여 병역에 대한 신뢰도와 공정성이 향상되고 복무 만족도가 증대될 수 있도록 정
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신병 부대분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해소를 위하여 육군은 2011년부터 육군훈련
소·102/306보충대대에서 부모 참관하 공개 부대분류를 시행하고 있다. 향후 2012년 1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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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훈소(입영심사대, 지원처)

육본(병인사과)

※ 기술검사 :  개인별 관련분야 1~6개 검사   
※ web 프로그램 활용 특기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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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2012년까지 총 1,363가문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되었고 병역명문가 내 병역이행자는 총 6,301명에 달한다.

병영내 인권의식 확산을 위하여 2011년 7월에는 ’군 인권업무 훈령‘을 제정하여 장병들의 인
권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하고 있다. 2012년에는 군 외부의견 수렴을 위한 ’군 인권협의회‘ 개최
와 ’사이버 인권교육‘, ’군 의료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시행 등 다양한 형태의 인권향상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병역명문가 선정 현황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국방부는 군내 인명사고를 예방하고 안정된 부대관리를 통한 전투형 군대 육성을 위하여 인

1,363

40

84

92

73

132

147

192

302

301

성결함자 입영차단 및 관리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인성결함자 및 복무부적응자를 식별하

6,301

181

367

400

325

587

679

892

1,426

1,444

기 위하여 군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한 ‘신 인성검사’를 적용하고 있다. 식별된 인성결함자 및

연도

계

가문 수
병역이행자
※ 자료: 병무청

복무부적응자의 적응을 유도하기 위하여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및 ‘그린캠프’를 운용하고 있
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2011년 95명을 운용하였으며, 2012년에는 148명으로 확대 운영
하고 있다.

한편 ‘병역이 자랑스러운 세상 만들기’ 추진을 위하여 ‘병역 자진이행 모범병사 문화탐방’,

또한 군내 자살예방을 위하여 대대급 자살예방교관을 매년 600여 명씩 양성하여 자살예방

‘병무홍보대사 순회 홍보활동’ 등 국민참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감사편지 보내기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11년 12월부터는 ‘국군 생명의 전화’를 개설하여 상담전

(2010년부터 매년 9월에 일반국민들이 군 장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쓰면, 병무

문가가 24시간 전화 및 사이버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2012년에는 국방부 주관 ‘자살예방 세미

청이 이를 각 부대에 전달)’, ‘전국 어린이 그림/글짓기 공모(2011년~)’ 등도 시행하고 있다. 또

나’를 개최하고 ‘자살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자살예방 활동을 활성화하였다.

한 ‘병역이행 노블레스 오블리주’ 확산을 통한 공정병역 문화 정착을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단체와 ‘공정병역 협약식(2011년)’, ‘공정병역 Fair Play 선언식(2012년)’을

(7) 군 의료체계 개선

거행하였다.

국방부는 ‘쉽게 찾고, 믿고 찾는 군 의료실현’을 목표로 ‘질병의 사전예방’, ‘조기 진단 및 신

특히 2012년에는 입대전 ‘부모님께 보내는 감사편지 온라인 수기‘를 공모하여 입대예정자 7
가정을 선정, 이들과 함께’입대예정자 효도여행‘ 행사를 실시하여병역에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

속한 후송’, ‘장병이 만족하는 치료’라는 3대 전략 하에 11개 과제를 도출하여 군 의료체계 개
선을 추진하고 있다.

는 계기가 되었다. 2011년부터 입영현장을 ‘이별이 아닌, 함께 축하하고 격려하는 장’으로 승화
시키고자 각 군 입영부대에서 문화예술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현역병 입영문화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확대 계획

제를 개최하고 있다. 현역병 입영문화제는 민・관・군이 상호 협력하는 새로운 입영문화의 전형

구분

2011

2012

2013~2015

2015~2017

을 보여주고 있으며이를 통하여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인원

95명

148명

284명

357명

기준

사단급

사단급

여단급

연대급

예산

41억 원

65억 원

114억 원

142억 원

(6) 병역문화 선진화

비고
*군 특성에 맞는 상담기법
발전 및 관련 자격기준 강화

병영내 악·폐습을 근원적으로 척결하기 위하여 2011년에는 ‘병영생활행동강령’을 제정하였
다. 2012년에는 언어폭력 근절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병영생활 언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① 질병의 사전예방

하여 활용하고 있다. 자율과 책임, 소통과 배려의 병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는

● 예방백신 접종 확대: 과거 군 의료체계가 사후 치료 중심체계로 운영되어 감염병 발생이

교육훈련과 휴식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일과표를 개선 적용하고 병영생활관을 동기생 단위로

유사한 양상으로 반복되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예방백신 종류를 A형간염, 말라리

도 편성할 수 있게 하는 등 자율적인 병영생활을 적극 보장하고 있다.

아, 뇌수막염 등 총 8종으로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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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중심의 위생적 병영환경 조성: 감염성 질환에 취약한 훈련병들에게 지급되는 마스크,
손소독제 등 위생물품의 수량을 현실화하였다. 훈련소 샤워시설 및 세탁공장 증설을 통
하여 쾌적하고 위생적인 훈련소 환경을 조성하여 나가고 있다.
● 군 의료 연구역량 강화: 군 감염병, 화생방전 등 군 특수의료 관련 연구수행을 위하여 ‘국
군의학연구소’를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연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였다.

③ 장병이 만족하는 치료
● 장기군의관 증원: 매년 1~5명 수준으로 가변적이던 ‘사관학교 출신 위탁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위탁교육의 대상과 인원을 확대하였다. 대상인원은 매년 20명으로 각 군에서
결정하고, 우수 인력 선발을 위하여 학사장교, 학군장교 등 단기장교까지 지원 자격을 확
대하였다.
     또한 장기군의관 충원경로 다양화를 위하여 민간의대의 여학생도 군의, 치의 장학생에

② 조기 진단 및 신속한 후송

지원할 수 있게 하였다. 군인사법 개정을 통하여 군필자도 군의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임

● 장병 진료접근성 향상: 이등병에 대한 주치의 개념의 군의관 1:1 건강상담을 의무화하였

관 연령제한을 완화하였다. 임상 경험이 풍부한 의사인력 확보를 위하여 2008년 민간계

다. 과거 훈련병들이 유급 우려 때문에 충분한 진료를 받지 못하여 질병이 악화되는 사례

약직 의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보수개선을 위한 연봉책정방식의

가 빈번하였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질병별 재원일수를 고려하여 차등 적용하도록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병교육지침서를 개정하였다.
     또한 GOP 등 격오지 부대의 경우 적시적인 진료의 제한을 개선하기 위하여 IPTV를 활
용한 원격진료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장병 각자가 편리한 시간에 군병원을 이용할 수 있

● 의료지원인력 확충: 병역의무가 있는 간호 및 의료기사학과 남학생을 일반하사 및 간호
사관후보생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단급 의무시설에 전문자격을 보유한
의무부사관을 충원할 계획이다.

도록 민간 용역버스를 임차하여 군병원 외진셔틀버스로 운행하고 있다. 2011년 국군고

● 사단급 이하 진료체계 개선: 기존의 ‘대대・연대・사단’의 3단계 진료체계를 개선하여 ‘대

양병원과 국군홍천병원에서 시범운행하고 있으며 시범결과를 토대로 2013년부터 전방

대/연대・사단’의 2단계로 진료전달체계를 간소화하고 제대별 역할을 정립하고 있다. 첫

군단지원병원을 대상으로 확대시킬 계획이다.

째, 의무지원능력이 초과되는 환자에 대하여 신속한 후송 등이 가능하도록 응급구조사

● 병 건강관리사업 활성화: 건강하게 입대한 병사들이 건강한 상태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

를 배치하였다. 응급환자 선별 및 처치에 필요한 최신 의료장비를 보급하고 있다. 둘째,

도록 국민건강보험 기준에 준하는 ‘상병 대상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다. 금연·절주·비

사단의무대에 간호인력을 확대하여 입실환자 관리를 강화하였다. 응급구조사를 보강하

만·스트레스 등을 관리하고 장병들에게 건강상담 및 교육을 시행하기 위하여 일부 사단

여 24시간 출동대기태세를 유지하며, 혈액검사・재활치료 등을 위하여 방사선사·임상병

급 의무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강검진실을 전 사단급부대에서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리사·물리치료사 배치를 확대하고 있다.

● 응급의료체계 개선: 의무사령부 내에 설치·운영 중인 ‘군응급환자지원센터’에 응급의학

● 군병원 역할/기능 조정: 의료수요에 근거한 병원운영 방식 재정립 의료 수요가 집중되는

과 전문의 인력을 보강하고, 119 소방상황실과의 핫-라인 설치, 다자간 통화시스템 장비

수도병원의 질적·양적 개선을 위한 투자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전방지원병원과 후방

등을 교체 및 보강하였다.

지원병원으로 분류하여 자원 배분을 차등화 할 계획이다. 또한 국군수도병원에 단순 수

     또한 취약시간대 응급상황 발생 시 현장출동이 지연되지 않도록 2012년 소방방재청과
응급의료체계 MOU를 체결하여 지역별 의무부대와 119 구급대와의 응급후송 협력을 강

술환자들이 집중되지 않도록 전·후방지역에 각각 거점병원을 두고 국군수도병원의 역
할을 일부 분산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

화하였다. 응급처치셋이 장착된 항공의무후송헬기를 운항하여 현장 출동 및 후송능력을
보강하였다. 한편  장병들의 응급처치능력 강화를 위하여 대한적십자사 등 외부전문기관
과 협력을 통하여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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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병원 운영방식 재정립 현황

(8) 군인 복지·사기 향상

구분
중앙병원(1)

임무 / 기능
•외래, 수술, 입원환자 진료 제공

대상병원
수도

•전군 응급의료체계의 중심 역할

국방부는 병사들이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복지 및 사기를 향
상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군인으로서 당당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병영환경을 조성하
고 있다.

•특성화가 가능한 진료과에 집중 투자
- 중증외상센터 등
전방지원병원(8)

•수술(단순골절, 치핵, 충수돌기절제술 등)

고양, 양주, 일동, 홍천,

•전방사단의 상병 건강검진 2차 전담 및

춘천, 강릉

동원, 향토사단은 1차까지 책임
•외래 전문병원(수술기능 미부여)

국방부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약 4조 3,000억 원의 예산으로 병영생활관을 침상형에서
청평, 원주

•상병 건강검진 기능은 동일
후방지원병원(5)

•수술(단순골절, 치핵, 충수돌기절제술 등)
- 인력, 병상은 진료량 고려하여 차등화

① 병영생활 여건 개선

대전, 대구, 부산, 함평,
서울지구 (수술기능 없음)

•후방의 상병 건강검진 1, 2차 전담책임

침대형으로 개선하는 등 ‘병영생활관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2012년에는 6,374억 원
을 투입하여 육군 43개 대대, 해·공군 85개 동의 병영생활관 현대화를 추진하였다. 병사 개인
급식비의 경우 2008년에 1일 5,210원에서 2012년에 6,155원으로 2008년 대비 18% 인상하여
급식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하였다. 방수효과가 뛰어나고 재질이 유연한 전투화로 품질을 개선
하였다. 2011년 10월부터 착용감이 좋은 디지털 전투복을 보급하여 피복의 질을 향상시켰다.

● 군병원-민간병원 협력 강화: 군병원의 기본적인 발전방향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하

② 체육·문화생활 여건 개선

여 다빈도 질환을 중심으로 군내 진료능력을 향상시키고, 진료능력 초과부분은 민간병

활기찬 병영문화 창출을 위하여 2012년부터 복지기금을 활용하여 병사들이 이용할 수 있는

원 브랜드 파워를 활용하여 군병원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군의 최상급병원인

풋살경기장을 건설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2012년에 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40개소를 건

국군수도병원은 최고 수준의 대학병원과의 협력을 통하여 진료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

설하고 2017년까지 225개소의 시설을 건설(예산 340억 원)할 예정이다.

시킬 필요가 있다. 국방부는 이러한 목적으로 2012년 4월 서울대학병원과 MOU를 체결
하여 국군수도병원의 의료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③ 병 처우 개선
병사들에게 병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의 봉급을 지급하

군병원 체계 정립도

기 위하여 병 봉급인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2년에는 2008년(상병기준 월 8만
민간병원

민간병원

3차 진료

8,000원) 대비 10.8% 인상된 월 9만 7,500원을 지급하였다. 휴가비는 2008년(km당 80원) 대
비 35% 인상된 km당 108원을 지급하여 현실화 하였다. 또한 봉급과 수당 이외에도 나라사랑

2차 진료

수도병원

수도병원

수도 外 군병원

수도 外 군병원

사단의무대

사단의무대

카드 부가서비스를 이용하여 외출·외박·휴가 중 상해 발생시 최대 6,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주고 있다.

1차 진료

(9) 생산적 군 복무 여건 보장
국방부는 장병들이 군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도 자기계발 학습을 통하여 전역 후 개인의

현재 진료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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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단 없는 학습지원
군 생활이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도록 복무기간 동안 학습 및 자기계발 여건을 보장하여
주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병사들이 일과이후 사이버지식정보방에서 e-러닝을 통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2011년에는 2,361개를 지원하였다. 2012년에는 병사들이

군인연금법상 장애보상 금액
심신장애등급

장애보상등급

보상금액

(군인사법 시행규칙 51조)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6조)

(군인연금법 시행령 67조)

심신장애 1,2급

장애보상 1급

보수월액 12배

심신장애 3,4,5급

장애보상 2급

보수월액 8배

선호하는 어학, 자격증 등 다량의 콘텐츠 8,402개를 확보하여 제공하였다. 또한 군복무중 원

심신장애 6,7급

장애보상 3급

보수월액 6배

격교육을 통하여 학기당 3학점을 취득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1년에는 69개 대학에 7,033명

심신장애 8,9급

장애보상 4급(신설)

보수월액 4배(신설)

이 수강하였다. 2012년에는 84개 대학에 9,300명이 수강하였다.

※ 병은 중사 최저보수월액(1호봉) 적용 : 1급(1,241만원), 2급(827만원), 3급(620만원)

② 자격증 취득 지원
각군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국가기술자격 중

4. 향후 과제

84개 종목을 위탁 받아 전·후반기 2회 평가하고 있다. 2012년부터는 군 교육기관 중 32개 과
정이 군 교육훈련의 객관성・공정성・전문성을 인정받아 수료생들에게 필기시험을 면제하여

이명박정부 출범 후 병무행정은 예외 없는 병역이행 체계 정착과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

주고 있다. 이러한 여건 조성과 부대별 집중교육을 통하여 2011년 1만 6,310명에서 2012년에

위기 조성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여 병역이행의 공정성이 제고되고 병역이행률이 크게 향상되

는 1만 8,000명으로 합격자가 증가하는 효과를 달성하였다.

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병역면탈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사회지도층·연
예인·스포츠인 등 사회적 관심대상자들의 병역이행에 대한 일반국민의 관심이 높아 병역면탈

(10) 병역이행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지 등 다양한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선진 병영문화 개선을 바탕으
로 군 복무여건의 혁신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중인 주요 과제들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① 현역병 학자금 이자 납부 면제 추진
국방부는 2012년부터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을 받은 현역병들의 대출이자를 정부

(1)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

차원에서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주고 있다. 이러한 조치로 통하여 병사들은
연 평균 20만 원 수준의 대출이자를 지원받게 되어 경제적 부담 없이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게

① 병역면탈 방지를 위한 감시활동 강화

되었다.

병역면탈 의심 질환에 대한 분석 등 주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면탈 의심자는 확인신체검
사 실시 등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병무직원 특별사법 경찰권 행사는

② 상이군인 처우 및 우대 추진

엄정하게 집행하여 수사권 남용 등으로 인권침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나갈 것이다.

현재는 군복무중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전역시 장애보상등급(군인연금법시행령
제67조)에 의하여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며, 심신장애 1~11급 중 1~7급까지는 장애보상금 지

② 병역이행에 대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문화 확산

급대상이나, 8~11급은 장애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

사회지도층에서 병역면탈 사례가 발생하게 되면 사회적인 이슈로 병역이행의 공정성이 크게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심신장애등급 8~9급에 대한 장애보상등급 4급 기준을 신설하여 보상

훼손 받게 된다. 향후 이들에 대한 병역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병역이행률을 제고시키는 한편

금을 지급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병역이행 수범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홍보함으로써 병역이행에 대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문
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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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민간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병역이행의 공정성 제고
사회 영향력이 있는 단체와 공정병역 협약의 지속적 추진으로 협약 단체들이 솔선하여 병역이

병역! It’s the PRIDE! 현역병 입영문화를 바꾸다

행을 할 수 있도록 민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병무행정 각종 제도 개선시 민간 전문가 및 일반
국민에 대한 의견 수렴을 활성화하여 국민과 함께 하는 병무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역병 입영문화제는 입영현장을 ‘눈물짓는 이별의 장’

또한 입영당일 편지쓰기, 부모님 업고 걷기, 부모님 발

에서 ‘입영장정을 축하하고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

닦아 드리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운영함으로

는 장’으로 변화시켜 입영자의 심적 부담을 완화하고, 부

써 가족 간 사랑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① 중단 없는 병영문화 선진화 추진

모님의 안심 귀가를 돕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2012년도

입영부대가 소재한 지역의 음식점, 숙박업소 등 1,400여

병영내 악·폐습을 완전 척결하고 ‘자율과 책임’, ‘소통과 배려’의 병영생활 정착, 그리고 장

병무청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개 업소에서는 입영자와 가족에게 이용요금을 40~10%

(2) 군 복무여건 혁신

병 인권의식 함양을 통하여 장병들의 의욕적인 복무 여건과 활기 넘치는 병영 분위기를 조성한
다. 인성결함 및 복무부적응 장병에 대한 관리대책을 강화하여 사고로 인한 비전투력 손실을

입영문화제는 입영당일 부대 내에서 문화예술 공연과

까지 할인해 주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명소를 둘

가족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등으로 기획하였다. 그러나 새

러볼 수 있도록 시티투어(City Tour)를 무료로 제공하는

로운 사업의 추진에는 많은 장애가 있었다. 예산은 전무하

등 현역병 입영문화를 바꾸어 나가는데 민·관·군이 적

예방하고 대군 신뢰도를 증진함으로써 ‘전투형 군대 육성’을 구현하기 위한 ‘병영문화 선진화’

였으며 군은 ‘입영현장은 절도 있고 엄숙한 자리가 되어야

극 참여하였다.

를 지속 추진하여 나갈 것이다.

한다.’며 소극적이었다. 입영부대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

이와 같이 추진한 결과 입영문화제를 참관한 입영자와

등에서는 수익으로만 연결하려 하는 등 입영장정과 가족

가족들이 ‘입영문화제를 통하여 병역이행에 대한 자긍심

대상 감사와 격려에는 무관심하였다.

을 갖게 된다’(71.6%), ‘이러한 행사를 계속해서 실시하

② 군 의료체계의 개선

이에 수차례 국회를 방문하여 설명한 결과 2012년 신규

여야 한다’(80.7%) 등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었다. 2012

‘군 의료체계 개선 계획’을 토대로 ‘질병의 사전예방’에서 ‘환자의 조기진단 및 신속한 후송’,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였다. 각 군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

년에는 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국무총리상을

‘양질의 치료’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장병들이 “쉽게 찾

한 협조로 입영문화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입영

수상하는 성과가 있었다.

고, 믿고 찾는 군 의료”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지속 노력할 것이다.

부대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 요식업 협회 등과의 맨투맨
접촉으로 참여를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
2012년도에 13개 입영부대에서 40회의 입영문화제를

③ 군인 복지·사기 향상

개최하였다. 공연에는 50여 개 민・관 단체 등이 참여하

군인 복지는 군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병영내 의·

였으며, 군에서는 복무중인 연예병사 및 군악대, 의장대를

식·주에 관련된 병영생활 여건과 병 봉급 및 휴가비 등 처우, 체육 및 문화생활 여건의 보완 등을

공연에 참여하게 하였다.

현역병 입영문화제를 시발점으로 우리 사회 구성원 모
두가 병역이행의 첫 관문을 두드리는 젊은이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격려해 주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병역이 진정
으로 자랑스러운 세상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김태춘(병무청 입영동원국장)

내실 있게 추진하여 병사들이 기본임무에 충실하도록 병영환경을 지속 개선하여 나갈 것이다.

④ 생산적 군 복무여건 보장
2015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조하여 원격강좌 개설대학을 120개 대학으로 확대하고,
타 대학의 원격강좌를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을 원격강좌 미개설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받도
록 학점교류 제도를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보다 우수한 군의 기술분야를 국가자격
으로 인정받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까지 심해잠수·헬기정비·항공장구관리
분야를 자격화한 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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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병역이행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래의 인재상과 능력중심 사회를 향한 신념을 분명히 밝혔다.

병역이행자의 건전한 병역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질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제65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새

적인 인센티브를 개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방부는 병사들이 군 복무 중 실시한 교육훈

로운 질서와 윤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어 ‘공정한 사회’라는 가치를 강

련을 학점으로 인정받고, 군복무 경험을 사회경력으로 인정받도록 제도화하여 대다수 병역이

조하였다. 이러한 기조 하에 공정한 사회 과제 중 하나로 ‘학력·학벌에 의한 차별’을 개선하기

행자들에게 효과적인 보상이 되도록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위하여 2011년 9월 대통령 주재 제4차 공정사회추진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고용사

연구용역을 통하여 군 교육훈련을 학점화하기 위한 표준과정을 개발 중이다. 2013년 후반

회 구현방안’을 발표하게 되었다.

기에는 일부부대를 대상으로 시험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국방부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조하

이날 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나도 고졸출신으로 ‘선취업 후진학’을 하여 지금까지 생활

여 병사들이 군 복무 중 1개 학기 학점(18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

하면서 학력으로 인하여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고졸출신으로도 우리 사회

다. 향후 생산적인 군 복무를 통하여 공정한 병역이행에 기여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에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최근의 움직임을 볼 때
우리 사회는 학력편견에 대한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30대 그룹 총
수들이 고졸 출신을 적극 채용하고 인재로 키워나가겠다고 하는 등 좋은 변화의 움직임이 일

제4절   학력차별 철폐

어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오늘 논의된 각종 학력차별 완화에 대한 대책들은 일시적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되

1. 추진 배경

고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정부 혼자 학력보다 능력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정
책을 추진한다고 사회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인재를 맞춤형으로 양성하려는 학교의 노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2010년 75.4%로 독일(42.7%)이나 일본(52.8%) 등과 비교하였을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 실력보다는 학벌·학력이 우선시되는 사회 분위기는 무조건적인 대학

력, 기업의 능력중심 채용 움직임 등이 함께 확산될 때 우리 사회의 학력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진학 현상을 심화시켰다. 능력 있는 고졸자가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봉쇄되었고 이는 인력 미스

이명박 대통령은 본인이 먼저 선봉에 나섰다. 2011년 10월 24일 서울시교육연수원에서 대통령

매치와 청년실업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학벌・학력중시 문

과 전국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교장단의 간담회가 개최된 것이다. 대통령이 특정계열의 전국 학

화가 일자리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고교 직업교육을 혁신하고 고

교장 전체와 한자리에서 대화를 나눈 것은 유일무이한 일이었다. 이 자리에는 학교의 취업담당

졸 취업을 확대하여 학력 중시 관행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부장,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및 직업교육 담당자 외에 경제5단체 대표와 대한상의 인력개발원,

이에 따라 2008년 8월 한국형 마이스터고 육성, 2010년 5월 고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 등을
통하여 대학 진학 보다 우선 취업하고 일과 학습을 병행한 후진학을 통하여 고졸 학력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선취업-후진학 정책’을 추진하였다.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인력개발원 등 산업체 관계자를 포함하여약 1,00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학력시대는 지났다. 이젠 능력시대, 경력의 시대이다. 고급
기술인, 숙련기술인이 CEO가 되는 시대다. 학교가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기술인을 양성하면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3월 제1회 마이스터고 합동개교식에서 “대학가는 것보다 마이스터

기업은 100%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한다.”라고 학교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고를 나와서 사회에서 4년간 일하면 4년제 대학을 나온 것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는 세상을 만

를 당부하였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교육과학기술부-고용노동부-지식경제부 등 3개 부처와

들겠다.”라며 고교 직업교육의 혁신이 종국적으로 학벌・학력 중시 문화 해소에 목적이 있음

경제5단체가 ‘열린 고용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전국의 특성화고・마이

을 분명히 하였다. 더불어 “미래 세계를 내다보며 현장에서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전문기술을

스터고 교장단과 함께 지켜본 것이다.

습득하고, 각자의 흥미와 필요에 따라 실기와 이론을 겸비한 인재를 길러내고, 더 나아가 땀 흘

2012년 7월에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그간의 정책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려 일하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때까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라며 미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할 과제에 대하여 대통령 주재로 고졸취업자, 기업, 취업지원관 등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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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들까지 함께하는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열린 고용’은 따뜻한 마음

영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직장체험 기회를 일반고까지 확대하고 ‘지방 강소기업 탐방 프로그

과 배려가 기본이 되는 정책임을 강조하고 마이스터고 등을 졸업한 우수한 인재들이 중소기업에

램’도 도입하였다.

서 장인정신을 가지고 능력을 펼치며 일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줄 것을 당부하였다.

2012년 5월에 개관한 한국 잡월드는 ‘부모-교원-학생’을 대상으로 ‘직업 및 직업훈련체험 과
정’을 개설하여 어린이들에게 살아있는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학교 밖에서는 사회

2. 추진 내용

각계의 교육 기부를 직업체험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직업 현장학습의 장으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의 교육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기부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고졸 학력으로도 괜찮은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고교 직업교육을 현장중심으로 혁신하

이와 더불어 지역인사, 학부모, 졸업생, 산업체 인사 등을 학교의 진로 멘토로 활용하여 지

였다. 취업현장에서 능력과 성과로 대우받는 열린 고용 문화 정착과 일과 학업의 병행을 통하

역사회에서 다양한 진로교육을 위한 교육기부가 활성화 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학부모가

여 성공할 수 있는 후진학 생태계 조성으로 학력・학벌중시 사회에서 대학 진학보다 우선 취업

자신의 직업현장을 공개하는 ‘학부모 직장체험’이나 학부모 자신의 직업경험 등 전문성을 살

하는 젊은 도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8년 8월 ‘한국형 마이스터

려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활동을 지원하는 ‘학부모 진로코치’를 양성하는 사업 등을 추

고 육성 방안’, 2010년 5월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 2010년 9월 ‘교육희망 사다리 구

진하고 있다.

축방안’, 2011년 1월 ‘학업-취업 병행 교육체제 구축방안’ 그리고 2011년 9월 ‘열린 고용사회
구현방안’까지 범정부적인 선취업 후진학 및 열린 고용 정책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직업교육기관임에도 진학률이 80%대에 달하던 전문계고 등 고교 직업교육기관을 취업중심
학교로 혁신하였다.
먼저 취업과 현장중심의 고교 직업교육을 선도하는 모델로서 산업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1) 학교

마이스터고를 지정・육성하였다. 이를 통하여 기존 진학과 취업이 혼재된 운영으로 직업교육으

학교에서는 그간 대학만 바라보는 일방적 진학지도를 벗어나 직업인으로서 다양한 꿈을 키

로의 정체성을 상실한 전문계고가 현장과 취업중심의 학교로 탈바꿈되는 체질개선을 유도하였

우기를 지원하도록 진로교육 체제를 정비하였다. 진로·직업교육을 체계화하여 학교별·계열

다. 마이스터고는 2010년 21교가 개교한 이래 현재 28교가 개교하여 운영중이다. 7개교가 2013

별로 진로교육 목표를 명확히 하고 교육내용을 정비하였다.

년도 개교를 목표로 마이스터고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9년 3월 마이스터고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진로진학상담’ 표시과목을 2011년에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진로 수업 및 상담을 전담하는 진로진학상담교사제도를 신설하고, 2011년부터 전국의 중・고
등학교에 학교당 한명씩 배치하고 있다.
학교 교과과정 중 ‘진로와 직업’을 선택교과로 개설하도록 하였다. 교과를 개설하지 않은 학
교에서는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을 지도하도록 함으로써 창의적
체험활동을 진로교육의 일환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체계적 진로지도를 위한 프로그램과 인프라를 확충하였다. 개별 중고등학교에
진로 교육 및 상담을 위한 전용 공간인 ‘진로활동실(커리어 존)’을 전국적으로 약 1,000여개를

육성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마이스터고지원센터가 설립되었다.
마이스터고지원센터는 마이스터고 지정・평가를 지원하고, 학교의 교육과정 개발 등 개교
준비 단계부터 개교 후 산학협력, 교육과정 운영 등의 전반에 걸친 컨설팅을 2012년 11월까지
39회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현재까지 11개 학교에서 산업체 CEO를 학교장으로 영입하는 등 적극적인 산
학협력과 자연스런 맞춤형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기업-학교 간 상생의 파트너쉽을 형성케 하
였다. 또한 학교 내부적으로 산업수요와 괴리된 교육과정을 과감히 개편하고 산업체 맞춤형
교육을 위하여 학과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였다.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시・도교육청별로 폐교 등 유휴 공간 및 공공시설(학생

이러한 노력은 학벌보다 전문성을 갖춘 현장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마이스터고의 육성

수련원, 청소년수련관, 체육센터, 박물관 등)을 활용한 진로체험시설을 구축하여 방학과 주말

취지에 많은 기업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데 기여하였다. 실제 LG하이닉스, 한화케미컬, 삼성

에 다양한 진로캠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 주관의 수학여행이나 수련회 등도 진로캠프

전자, 풍산금속 등 유수의 기업들이 마이스터고와 함께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특별반을 운

로 전환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주말 및 방학을 적극 활용한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있다. 현직 교사들에게 기업 현장의 직무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현장의 생생한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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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전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전문계고는 2010년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여 특성화고로 일원화하고, 취업기능 강

하였다. 중소기업에 대하여 청년인턴제 중 고졸인턴의 규모를 전체의 50%수준인 2만 명으로
추진하였다.

화를 위한 선도학교 육성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취업 및 현장중심의 산학협

고졸 청년층이 졸업과 동시에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3학년 2학기 재학생의 참여도 확대

력, 취업지원 활동에 과감한 투자를 하였다. 또한 상대적으로 가정환경이 열악한 특성화고 학

하였다. 남학생들에게 최대 취업애로요인인 병역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있었다. 기

생들이 무상으로 공부하고 취업까지 할 수 있는 희망사다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입

업현장에서 습득한 숙련기술을 군 복무기간 동안 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특성화고 졸업자 등

학금 및 수업료를 장학금으로 지원하였다.

기능인력 위주로 산업기능요원제도를 운영하고 학교-직장-군대 간 연계체제도 강화하였다.

특히 2011년부터 산업체 현장 경력이 풍부한 전・현직자를 강사로 채용, 배치하여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역량을 전수하고 있다. 청소년상담・직업상담・기업
인사노무 등의 경력을 갖춘 전문가를 취업지원관으로 배치하여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탐색하는데 도움을 주고 괜찮은 일자리로의 취업을 지원하였다.

또한 고교 졸업 후 취업한 사람의 입영연기 대상을 특성화고 졸업자, 중소제조업에서 일반
계고교, 대기업을 포함한 전 업종으로 확대하였다.
아울러 스펙과 시험 중심의 채용을 직무능력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무원에 대
하여 기능직 채용 시 인턴근무를 통한 선발방식을 확대하였다. 앞으로는 일반직까지 적용할 계획

산업체가 요구하는 실전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실제 수요기업이 인재양성에 참여할 수

이다. 과잉자격자 채용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직무가 요구하는 합리적 채용요건을 설정하도록

있는 기반조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2012년부터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와 채

하였다. 공공기관에서는 채용과정에서 학력에 따른 차별의 여지가 있는 내부규정이나 관행을 정

용약정을 전제로 학생들의 현장실습에 참여한 기업은 학생들에게 지급한 수당, 식비 등 소요

비하였다. 민간기업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능력중심 채용관행이 확산되도록 학력 이외에 실제 업

비용을 연구개발비에 준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무수행에 필요한 필수 직무능력에 대한 평가기법을 개발하여 보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산업계가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다양한 협력

채용 이후 발전의 기회가 개방된 인사관리가 가능하도록 각종 제도를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였다. 2009년 이후 조선협회, 삼성전자, 국민은행, 산림청 등 기업, 공

학습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하였다. 먼저 연공과 학력중심의 임금·승진제도를 성과와 능력중

공기관, 유관부처 등과 고졸 취업 확산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왔다. 특히 2011년 3월

심으로 개선하도록 하였다. 공공기관에 대하여 성과연봉제 우수기관에 대하여 경영평가 가점

국민은행과의 업무협약은 IMF이후 은행권에 고졸 채용을 재개하는 신호탄이 되었다. 또한 16

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민간기업은 연공급을 운영하는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직

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지자체, 지역 경제단체, 기업체 등과 고졸 취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무·성과·능력에 따른 임금체계로 개선하도록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특히 업종·사업장 규모

하고 교육청에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하였다. 취업지원센터는 지자체, 고용관서 등과 학교-기업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직무분석·임금체계 개선 매뉴얼’을 개발하여 배포하고 있다.

매칭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승진제도도 능력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기관부터 능력에 따라 고졸자도 승진·보직
에서 대졸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인사 및 보수규정을 정비하였다. 예를 들어 고졸 입사 후

(2) 노동시장

4년 이상 근무자는 대졸자와 동등직위를 부여하도록 하고 사무보조원, 단순기능직 등은 4년

노동시장 단계에서는 학력만으로 미래가 결정되는 닫힌 채용・인사관리가 능력에 기초한

이후 사무직·기술직으로 전직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있다.

열린 채용, 발전의 기회가 개방된 인사관리로 개선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였다. 먼저 고
졸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에서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하여 고졸채용을 선

한편 민간기업 중 열린 승진제도를 운영하는 모범기업을 발굴하여 다른 기업으로 확산되도
록 하고 있다.

도하도록 하였다. 현재의 기능인재 추천채용 규모를 확대하여 공무원 채용을 늘리고 공공기

고졸자들이 입사 이후 지속적인 발전의 기회를 갖도록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도

관에서는 고졸 적합 직무를 발굴하고 실제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사규정 등 제도와 관

조성하였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를 졸업하고 3년 이상 산업체에 재직한 경우 수능 성적 없이

행을 정비하였다. 이와 함께 마이스터고와 주요 대기업·공공기관·우량 중소기업간 채용협약

도 추천과 면접만으로 입학할 수 있는 재직자특별전형제도를 2010년부터 시행하였다. 재직자

을 체결하고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채용한 경우에는 고용창출 투자 세액 공제도 확대하여 적용

특별전형은 2010년 불과 3개교로 시작되었지만 2013년도에는 69개교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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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한양대, 고려대, 충남대, 전북대 등의 주요 사립대와 국립대가 참여할 예정이다.

3. 추진 성과

사내대학은 기업이 소속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경영하는 대학 과정의 학교다. 사내대학은
2005년 도입 이래 지금까지는 3개교에 불과하였지만 2013년에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1)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취업률 증가

산업은행,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새로 학교를 설치할 예정이다. 기업도 소속 근로자들의 후진

불과 몇 년 전만하여도 대학진학을 중심에 두고 있던 마이스터고·특성화고 학생들이 취업

학을 통한 능력개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 고졸 취업자에게는 계약학과 훈련비를 지원하도록 하였는데 신성장동력 관련 학과부

중심으로 돌아서고 있다.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률은 2009년 16.7%에서 2012년 37.5%까지
상승하였다. 진학률은 2009년 73.5%에서 2012년 50.8%로 하락하였다.

터 단계적으로 중소기업 사업주가 부담하는 수업료를 최대 70~80%까지 지원하여나갈 예정이다.
또한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데 시간적・금전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성인 근로자의 학습편의
성을 높일 수 있는 온라인 교육과정, 야간·주말과정 운영 등을 확대하여 나가고 있다. 2013년
부터는 후진학 준비를 지원하는 예비과정 개설, 국가장학금 후진학 근로자 우대방안 등을 마
련할 예정이다.

(3) 사회
이러한 제도적 여건 마련 외에도 학력 중심에서 능력중심 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사회적 분

특성화고 졸업자 취업률

특성화고 졸업자 진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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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조성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학력은 낮지만 본인의 직무 분야에서 성공한 최고
숙련기술인을 발굴하여 ‘이 달의 기능한국인’, ‘대한민국명장’ 등 국민스타를 발굴·양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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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여 기업기술자문, 현장실습지도, 산학겸임교수, 청년 멘토 등으로 활동하게 하는 등 대
학교수에 버금가는 전문가로 인정받도록 하였다.
또한 그간 교수 등 이론중심 전문가 위주로 구성·운영하여왔던 정부 위원회에 현장 전문가
의 참여를 확대하여 현장감 있는 의견 수렴과 정책자문으로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한편
전문기술인력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개선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재직 경력이나 재직 중 학습경
험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학위 취득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고졸인재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1년 11월부터 ‘꿈의 기업 입사 프로젝트 스카우트’라는 TV프로그램의 주1회 제작・
방송을 지원하였다.  특히 2012년 10월 3일 제45회 방송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심사위원으
로 깜짝 출연하여 고졸 취업과 능력중심 사회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켜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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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졸 채용’ 확대에서 실력중심 채용으로 전환

고졸 청년층 상용직 비중 추이
(%)
60.0

고졸 취업률 상승이라는 단순히 지표상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작지만 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가야 성공할 수 있다는 단선적 경로에서 다양한 성공경로의 가능성을

55.0
50.0

보여주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학력’이라는 간판에서 ‘실력’ 중심으로의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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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확산되고 있다. 2012년에도 30대 그룹이 지속적인 고졸 채용 확대를 약속하였다. 다수의 기

40.0

업에서 맞춤형 인재양성 시스템을 통하여 ’선취업 후학습‘ 제도를 갖추어나가는 변화가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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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고교생 인식변화
이러한 움직임은 실제 학생들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쳐 희망진로가 대학진학에서 취업우선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05년~2012년 1월, 5월, 9월 기준

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2년 서울지역 특성화고 1학년생의 경우 학교선택
이유가 대학진학이 유리하다는 비중은 줄어들고 취업이 늘어났다. 졸업생의 경우에는 취업률
•2012년 30대 그룹: 4만 1,000명으로 2011년(3만 7,000명)보다 10% 이상 증가(전경련)
- 삼성·SK·한화 등 고졸공채제도를 새로 도입

은 대폭 상승하고 진학률은 하락하였다. 아울러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에 우수인재가 몰리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2012년 금융권: 873명으로 2011년(665명) 보다 31% 증가
- 고졸 행원의 원활한 조직적응 위하여 자격증 취득 지원, 진학 기회 부여

4. 향후 계획
‘고졸 성공시대, 열린 토론회(2012.5.21)’의 참석자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한 결과 참석자의

특성화고 진로이력 분석
대상
특성화고 1학년생

항목
특성화고 선택 이유

2011년 → 2012년
•대학진학 유리 26.1% → 14.8%
•취업 14.7% → 28.7%

졸업 후 계획

•취업 및 창업 희망 11.7% → 22.2%
•대학 진학 53.6% → 35.5%

특성화고 졸업생

고졸 취업

•취업률 22.9% → 40.7%

대학 진학

•진학률 55.7% → 45.5%

※ 자료: 서울시 교육청, ‘2012 특성화고 진로이력 분석연구’

83%가 정부의 고졸 취업 활성화 정책에 대하여 ‘잘하고 있다’를 응답하였다. 또한 국가교육과
학기술자문회가 2012년 4월 23일부터 27일까지 4개 교육청을 순회하며 실시한 주요 교육정책
에 대한 교원,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에 따르면 ‘고졸 취업 정책 추진에 대하여 대부
분 동의하나 다음 정부에서도 정책 지속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기업도 과거와 달리 인재 양성을 위하여 학교를 찾아가는 사례가 늘어가지만 아직 학
교의 힘만으로는 기업이 원하는 수준의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실전형
인재 양성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제29차 국가경쟁

(2) 노동시장 지표상 개선 뚜렷

력강화위원회(2012.7.13)에서 ‘고졸시대 정착을 위한 선취업 후진학 및 열린 고용 강화 방안’

이러한 변화는 그간 감소하던 15세에서 29세 사이 고졸 고용률이 2011년 하반기 이후 증가세

을 발표하였다. 또한 기업이 원하는 수준의 현장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로 전환되는 성과로 나타났다. 상용직 비중도 증가하는 등 질적인 부분도 일부 개선되었다.

와 고용노동부는 각각의 고유한 정책영역인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정책영역에서 협력과제를
발굴, ‘고졸시대 및 열린 고용 정착을 위한 현장맞춤 실전・창의인재 양성 직업교육・훈련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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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방안’을 발표하고 업무협약(2012.10.30)을 체결하였다.

다. 또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한 우수한 인재들이 지속적으로 능력개발을 하고 발전의 기

이처럼 향후 고졸시대 및 열린 고용의 현장정착을 위하여 고교 직업교육 내실화, 후진학 생

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공식적인 학교제도 외에도 기업대학 등 현장중심의 다양한 후진학 제도를

태계 완성, 열린 고용의 지속 추진을 더욱 강화하고 관계부처 간 공동으로 주기적 점검을 통하

확충하고 있다. 기업 내에서의 인사관리도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여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다.

하는 등의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와 노력과 국민적 인식이 변화해 나간다면 학력의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의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전문교과를 확대하고 학교의 과정 운영 자율

벽을 넘어 모두가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성을 확대할 것이다. 취업 현장이 요구하는 직무역량 교육을 확대하고 현장의 기술수요 변화
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할 것이다.

직급별 시험 응시자격 변천 경과

더불어 직업교육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개선하여 기업의 고용 채용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직

연도

5급 공채

7급 공채

업교육을 내실화할 예정이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교원의 기업 현장 직무연수를 확대하는

1949

초급 중학교 졸업 상당자

한편 폴리텍 등 직업훈련기관의 우수 교수인력과의 교류를 제도화할 것이다.

1961

대학 3학년 수료 상당자

1963

대학졸업 상당자

1970

대학 3학년 수료 상당자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실습교육을 위하여 학내 실습여건을 개선한다. 중장기적으
로는 권역별 ‘(가칭)숙련기술전수센터’를 설립하여 고교・전문대학 학생들의 현장학습·실습
과 기술명장 등 숙련기술인의 기술 전수의 장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9급 공채
학력제한 없음

고등학교 졸업 상당자
(1966년) 초급대학 졸업 상당자

학력제한 없음

학력제한, 경력제한 폐지

1973

※ 2010년 12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의 학력제한 규정 폐지

현행 학령과정(고졸자) 위주의 대학교육에서 고졸 취업자, 성인 등의 평생교육,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후진학 생태계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문·희소계열의 근로자 후
진학을 위하여 사이버교육, 교육과정 공동개발·운영 등을 활용한 재직자특별전형 특성화학
과 교육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9급 공채(국가직) 고졸 이하 합격률
(%)
80

재직 중 교육, 실습, 연구 및 근무경력을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현재 고등교육법 개정 추진
중)한다. 국가장학금 지원 시 후진학자 우대, 학기당 이수학점 하향 조정 등 근로자의 후진
학·학위취득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대학의 참여를 확대·유도할 예정이다.

60

58

40

36.7

중장기 인력수급전망(2000～2020)에 의하면 향후 10년간 고졸은 32만 명 초과수요, 전문대
졸 이상은 50만 명 초과공급으로 나타나고 있어 실제 노동시장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요구하

20

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는 현재까지
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열린 고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나감으로써 우리사회가 학력

9.3

2.1

1.3

1.7

1995

2000

2008

2011

0
1985

1990

인플레로 지불해 온 국가적・사회적 비용을 능력중심 고용 및 인적자원에의 투자로 전환해나
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2005년부터 응시원서 접수 시 학력기재란 폐지로 2008년, 2011년은 채용 후 부처대상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함

‘열린 고용’ 정책이 더욱 큰 성과를 내기 위하여 정부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것이라는 데
대한 국민의 신뢰와 함께 형식적인 학력보다는 실질적인 능력과 실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사
회적 인식이 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열린 고용’정책을 향후 국가적
과제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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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고졸 출신 공무원 채용 확대

열린 고용은 국가경쟁력이다

1. 추진 배경
우리 정부는 1973년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자격에서 학력제한을 폐지하였다.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2010년 79%로, 독일

아울러 “최근의 움직임을 볼 때 우리 사회는 학력편견

(42.7%)나 일본(52.8%) 등과 비교하였을 때 매우 높은

에 대한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특

수준이다. 실력보다는 학벌이나 학력이 우선되는 사회 분

히 30대 그룹 총수들이 고졸 출신을 적극 채용하고 인재

물론이고 보직관리・승진・보수 등 공직 인사운영 및 제도상으로 학력에 의한 차별 요인을

위기로 인해 능력 있는 고졸자가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봉

로 키워나가겠다고 하는 등 좋은 변화의 움직임이 일어나

철폐하였다.

쇄되었고, 이는 무조건적인 대학진학으로 이어져 인력 미

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오늘 논의된 각종 학력차별 완화

스매치와 청년실업 심화의 악순환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에 대한 대책들은 일시적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되고, 지속

문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더욱 부각되었고, 이

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학

명박 대통령은 청년실업문제는 학력중시 관행과 연계시

력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분야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

켜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는 혜안을 제시하였다.

였느냐에 따라 대우받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 정부도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2008년 공무원 총 조사 당시 국가공무원 중 고졸 이하의 비율이

이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학력에 따른 차별을 없애는

29.4%이나 되는 것에 비하여도 매우 낮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공직의 학력 인플레로 인

일찍이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제65주년 광복절 경축
사에서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각국이 새로운 질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하였다.

1995년 시험 출제수준도 종전 학력 기준에서 수행업무 정도를 기준으로 변경하여 채용 시는

이렇게 모든 학력제한을 철폐하였음에도 공직사회는 오히려 고학력자 비중이 높아져 학
력 불균형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어 왔다. 1985년 9급 공채시험 합격자 중 58%에 달하던 고졸
(이하) 출신이 2011년 현재 1.7%에 불과할 정도로 낮아져 대부분 대학 재학생 이상이 공직에

하여 각 직위에 적합한 인재의 적재적소 등용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와 윤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흐름에 맞춰 ‘공정한 사회’

이명박정부의 가장 잘 한 정책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는

라는 가치를 강조하였다. 그 후속조치로 추진한 공정사회

‘열린고용’은 그 이후에도 근로자의 후진학을 지원하고 열

과제 중 하나인 ‘학력・학벌에 의한 차별개선’을 실천하기

린 고용 인사관리 확산 등 열린고용 관행 정착을 위하여

라 평가받는 공정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였다. 9급 공채 시험과목 개

위하여 2011년 9월 대통령 주재 공정사회추진회의에서

2012년 7월 13일 제29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열

편, 지역인재 9급 추천채용제 신설 등을 통하여 실력이 우수한 고졸 출신들에게 공직 진입기회

‘열린 고용사회 구현방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린 고용 정착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는 등 열린고용을 지

주요 내용은 첫째, 청소년들이 재학단계부터 적성에 맞

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이 모인 결

는 진로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공공 및 민간부문

과, 최근에는 금융권과 대기업 등을 중심으로 고졸채용 움

에서의 고졸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임금체계 및 인사관리

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취업률도 대

에 있어서도 학력차별적 관행을 개선해 나간다. 셋째, 선

폭 올라가고 있는(2009년 16.7%→2012년 38.1%) 등

취업-후진학 지원 등 취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배움의 기

점차 그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날 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나도 고졸 출신으로

- 이정한(전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장)

정부는 이러한 공직의 학력 인플레에 따른 사회적 낭비를 인식하고, 학력이 아닌 능력에 따

를 적극 제공하고, 고졸 출신 공무원에 대한 전문성 강화 교육으로 이들이 입직 후에도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2. 추진 성과
(1) 9급 공채 시험과목 개편

선취업-후진학을 하여 지금까지 생활을 해 오면서 학력
으로 인해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았다.”고 하면서, 고졸

① 추진 배경

출신으로도 우리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

이명박정부는 9급 공채시험의 시험과목이 고졸 출신의 공직 진출을 막은 근본적인 진입장

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벽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주목하였다. ‘9급’에 초점을 맞춘 것은 20~30년 전만 하
더라도 9급 직위는 고졸자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점, 국민과 최접점의 일선 기관에서
근무하는 점, 공무원에 진입할 수 있는 최하위 직급인 점 등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1995년 이전만 하더라도 9급 시험과목이 수학, 사회 등 고교에서 배우는 과목으로만 지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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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준비하는데 최소 1년 이상 학원수강이 필요하다는 데에 입을 모았다. 이를 통하여 현 공채

9급 공채 시험과목 변천(일반행정직류 기준)
연도

5급 공채

7급 공채

1974～

국어, 영어, 국사, 일반사회, 수학

학력제한 없음

1988～

국어, 영어, 국사, 수학, 사회, 국민윤리

고등학교 졸업 상당자

1996～

국어, 영어, 국사, 사회, 행정학

(1966년) 초급대학 졸업 상당자

2004～현재

9급 공채

시험과목의 비효율성을 체감할 수 있었다. 또한 실제로 공무원을 충원하여 활용하는 부처의
의견도 중요한 바, 1차적으로 2011년 8월 29일 전 부처를 대상으로 고졸 출신 공무원 채용 활

학력제한 없음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성화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같은 해 9월에는 ‘정부부문 고졸자 채용 확대 T/F’를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2011.9.27, 10.12)하고 부처간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어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기 위하여 2011년 11월 17일과 12월 16일 2차례에 걸쳐
행정안전부의 채용제도 자문 기구인 ‘채용시험선진화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현행 9급 공채
시험과목의 적절성과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어 있었다. 반면 2004년부터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세법개론, 형사소송법 등 대학 수준에서
배우는 상당히 전문적인 전공과목이 각 직류별로 2개씩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대학 진학자가

● 2012년도 공채시험계획 공고 시 시험과목 개편 방안 예고(2012.1.2)

상대적으로 시험 응시가 유리해지고, 고졸 출신은 수험부담으로 인하여 시험 응시비율과 합격

정부는 2012년 중 시험과목 개편을 완료하기로 하였다. 그 방법은 국어・영어・한국사 3과

비율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에 근거하여 9급 공채 시험과목 개편 작

목은 필수 과목으로 하고, 행정법・행정학 등 기존 직류별 전공과목 2개에다 사회・과학・수

업에 착수하여 그동안 시험 응시조차 어려웠던 우수한 고교출신 인재들에게 실질적인 공직진

학 등 고교과목을 추가, 선택과목화 하여 이들 과목 중 2개를 선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

출 기회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였다. 또한 이는 기존 과목의 폐지가 아닌 새로운 과목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험생의 선택권
을 확대하는 것이므로 개편 시기는 2013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② 추진 경과 및 주요 내용

2011년 12월 30일 시험과목 개편계획을 발표함과 함께 ‘2012년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2012.1.2.)’ 시 해당 내용을 수험생들에게 안내하였다.

● 시험과목 개편작업 착수 및 검토(2011.7~)
정부는 2011년 7월부터 시험과목 개편방안을 비롯하여 공직사회 내 고졸 출신의 채용을 확
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였다. 특히 2011년 9월 2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
4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와 이후 개최된 공정사회 추진회의 후속조치를 위한 관계부처회의
(2011.9.8, 10.12, 10.26)에서 견습직원 선발제도 등을 통하여 고졸 출신에 대한 채용규모 및 분

‘2012년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시 안내문(2012.1.2.)
※ 2013년부터 고등학교 출신자 등의 공무원 공채시험 응시기회를 보다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 9급 공채시험 전공
과목과 고교이수 과목 등이 선택과목으로 변경・추가됩니다.
  【일반행정의 경우, 공통과목(국어・영어・한국사) + 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사회・과학・수학 중 택2】

야를 확대하고 고졸자 적합 직무 발굴 및 채용 후 역량개발 강화 등 지속적인 고졸 출신 채용
기반을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보고하였다.
특히 고졸 출신이 기능직 이외에도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것을 확대하기 위하여 9급
공무원시험에 있어서 고졸 공무원들이 진입장벽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9급 공무원 채용 시험
과목의 개편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 시험과목 개편방안 구체화
시험과목 개편 계획을 발표하고 난 후 정부는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는데 착수하였다.
2012년 1월 2일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일선 고교교사 등과 관계부처 간담회

먼저 공고・상고・농고 등 특성화고 취업지도교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2011.9.23)하

를 개최하여 행정안전부의 구상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를 받았다. 그동안 고교교사, 고졸

였다. 기능인재 추천채용제・공개경쟁채용・경력경쟁채용 등 다양한 경로로 입직한 고졸 출신

출신 공무원, 부처 인사담당자, 채용시험선진화추진위원회 등으로부터는 충분한 자문을 받았

공무원 10명과 함께 하는 간담회를 마련(2011.9.26)하였다. 대다수의 공무원은 9급 공채시험

다. 이 간담회 이후 더욱 구체적으로 현재 고등학교 교과 과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파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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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을 느껴 전문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시험과목 개편추진 T/F’를 구성하여 총 8

는 수험생들의 행정 가치와 현상에 대한 이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행정학개론’을 선택과

회에 걸친 회의 동안 추가되는 고교과목 및 과목별 출제범위를 면밀하게 검토하였다. 대부분

목으로 포함하였다.

의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직원과 한국교육평가원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일선 고교 교사들도 참

선택하는 고교과목의 구체적인 출제범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회는 직무연관성 및 종전 9

석하여 현재 일반계고 및 특성화고에서 어떠한 과목으로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

급 공채(2003년 이전) 사회과목의 시험범위 등을 고려, 일반사회 분야의 3개 교과(법과 정치,

하여 상세하게 의견을 수렴하였다.

경제, 사회・문화)를 선정하였다. 과학에서는 과학에 대한 기본 소양 및 이해 능력을 고루 평가

시험과목 개편추진 T/F 이외에도 시험과목 개편 자문교수 간담회(2012.1.16.~17)를 2회 개

하기 위하여 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의 기초수준을 지정하였다. 수학의 경우, 보다 많은

최하였다. 한국행정학회의 정책세미나(2012.2.20)에 참석하여 행정학자, 방송인, 시민단체 등

학생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인문・자연계열 공통 이수범위(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 I, 미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시험과목 개편의 타당성을 논의하였다. 기존의 채용시험선진화추진위

적분과 통계 기본)로 정하였다.

원회(2012.3.22)를 통한 의견수렴 및 논의도 계속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들과 함께 충분한 논의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시험과목 개편안이 구체화될 수 있었다.

정부는 새로운 과목에 대한 수험준비생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2012년 5~6월 서
울・광주・부산 등지에서 개최한 공직박람회에서 예시문제들을 공개하여 출제유형과 난이도
등을 예고하였다.

● 시험과목 개편을 위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2012.6.29)
공무원 시험과목을 개편하기 위하여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임

사회, 과학, 수학의 구체적인 출제범위

용시험 과목표’를 개정하여야 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작업에 착수
하여 2012년 4월 13일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고 같은 해 6월 29일 개정 및 공포하였다.
시험과목 개편은 일반행정, 세무, 관세, 검찰사무 등 행정직군(25개 직류)에 적용된다. 다만
기술직군의 경우 현재의 공채시험 과목들이 특성화고 이수교과 내용과 유사하거나 동일하다

영역

출제범위

사회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

는 점, 금년부터 신설되는 9급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를 통하여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출신자의
공직 입직기회가 확대된 점 등을 감안하여 시험과목 개편에서 제외하였다.
추가되는 선택과목은 직무 연관성과 현행 고교 교육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교 교육을

(2) 지역인재 9급 추천채용제 도입

정상적으로 이수한 사람이 응시할 수 있도록 지정하였다. ‘사회’는 정치・경제・사회 현상 등에

2011년 9월 2일 고졸 채용에 대한 사회적인 뜨거운 관심에 힘입어 수원시 장안구 윌테크놀리

대한 기초적인 이해 능력을, ‘과학’은 행정에 필요한 과학적 기본 소양 및 이해 능력을, ‘수학’은

지에서 열린 제4차 공정사회추진회의가 추진되었다. 이 자리에서 “고졸자에 대한 공직채용방

행정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수리적・논리적 이해 능력을 측정한다. 아울러 행정직군에 응시하

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정부는 관련부처 회의와 다양한 의견 조율을 통하
여 2012년 연두업무보고(2011.12.28) 시 ‘지역인재 9급 추천채용제도 신설 방안’을 보고하였다.  

9급 공채 시험과목 개편안 예시
직류

공통과목

대학수준 기존 과목 + 추가되는 과목

공무원임용령 개정 내용

일반행정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사회, 수학, 과학

교육행정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수학, 과학, 행정학개론

세무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

사회, 수학, 과학, 행정학개론

제22조의3

제22조의3(지역·기능 인재의 추천 채용) 2. (전략) 고등학교의 졸업자 또는

사회, 수학, 과학, 행정학개론

(지역·기능 인재의 추천 채용)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해당 학교의 장의 추천을 거쳐

(지역9급 추천채용제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이 임용예정 계급을 일반직 9급 공무원으로 하여 선발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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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영어,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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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현행

개정

제3편 공정한 사회

281

선발절차

에서도 각 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함으로써 정부 인력수급의 적정성과 안전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필기시험
(국어, 한국사, 영어)

학교장 추천

견습 선발
(지역별 균형 유지)

면접

(3) 고졸자 전문성 강화 지원

일반직 9급 임용

임용 심사

6개월 견습근무

① 추진 배경
‘선취업 후진학’의 열린 고용사회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9급 공채 시험과목 개편 과
정에서 고교과목을 시험과목으로 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각 직렬별 전문과목이 아닌 고교과
목만으로 응시한 합격자가 점차 증가할 경우, 공무원의 직무역량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정부는 새로운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역인재 9급 추천채용제 신
설을 주요 내용으로 2012년 3월 말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고, 2012년 4월 말 관련 예규인 ‘균

제기되었다. 또한 현장 실무 중심의 현행 신규자 교육과정으로는 전공과목 기초 이론이 부족
한 고교과목 합격자의 직무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현재까지 국가직공무원 중 고졸 공무원 대상 장기 교육훈련은 방송통신대가 유일하여 학사

형인사지침’을 개정하였다.
9급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도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를 졸업하거나 졸업할 예정인 학과성적
상위 30% 이내의 우수인재를 학교추천 등을 통하여 선발하는 제도이다. 학교의 추천을 받은
자는 서류전형, 필기 및 면접시험 후 견습직원으로 선발되며 6개월 견습근무를 거쳐 일반직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채용 시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지역・기능인재의 추천채용 및 견

학위가 없는 고졸 공무원은 공무원 교육훈련 프로그램 활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많았다.
이에 정부는 현행 공무원 교육훈련제도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고졸 공무원 역량개발 기
회 제공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게 되었다.

습근무)에 따라 각 광역자치단체 출신이 20%를 넘지 않도록 하여 지역별 균형을 도모하였다.
② 추진 경과 및 주요 내용
2012 선발규모
구분

행정(66)

● 9급 신규채용자 대상 전공과목 교육 강화

기술(38)

직렬

행정

세무

관세

공업

농업

전산

직류

회계

세무

관세

전기

일반농업

전산개발

인원

34

22

10

3

30

5

※ 자료: 행정안전부

정부는 과목개편 대상 직렬의 9급 공채 합격자 대상 간담회 결과 등을 바탕으로 2014년 이
후부터 기존 신규자 교육과정에 전공과목 이론 교육을 포함하는 교육과정 개편안을 마련하였
다. 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법무연수원 등 과목개편 대상 직렬의 기본교육을 담당하는
교육훈련기관 담당자 회의를 통하여 기본방향 및 세부 운영방안에 대한 기관별 의견을 청취・
수렴하였다.

필기시험 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 3과목이고 출제수준은 9급 공개채용시험과 비슷한 수
준이다. 첫 시행인 2012년은 전공학과와 선발직렬 등을 감안하여 총 6개 직렬에서 104명을 선

2013년 공무원교육훈련지침에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각 공무원교육훈련 기관에서
직렬별 전문지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나가도록 하였다.

발하였다. 제도시행 첫해인 2012년에는 5월 1일 선발시험계획을 공고하여 원서접수, 필기 및
면접시험을 거쳐 8월 28일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하였다.
지역인재 9급 추천채용 선발규모는 각 부처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 졌으며 추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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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 개혁

● 사이버대학 및 야간대학 위탁교육과정 신설
정부는 이와 함께 고졸 출신 공무원들이 본인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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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존 방송통신대 위탁교육과 함께 사이버대학 및 야간대학 위탁교육
과정을 신설하였다.

고졸채용, ‘희망의 메시지’

사이버대학 위탁교육은 경희사이버대학교 등 21개 사이버대학에 입학하는 공무원 중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공무원에 한 해 학기당 등록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2012년 6월 8
일에는 사단법인 한국원격대학협의회와 사이버대학 등록금 감면,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야간대학 위탁교육은 국민대학교 등 30개 대학의 야간학과(부) 학사과정에 입학하는 공무
원에 대하여 학비 상한제를 통하여 등록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3.  평가 및 향후 과제
정부의 일련의 고졸 채용 정책은 2012년 공직사회의 큰 화두로 자리잡았다. 이는 단지 공직사
회 내부에서의 논의를 넘어, 우리 사회의 젊은이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는 평가이다.
시험과목 개편의 경우, 그동안 9급 공무원 시험과목이 대학 교과 위주의 과목으로 편성되었

이명박정부가 싹을 틔운 고졸 채용 바람이 우리 사

정법, 행정학 등 대학 전공과목 위주의 9급 공무원 공개경

회 각 분야에 활발하게 꽃을 피우고 있다. 삼성·현대

쟁채용시험과목에고등학교 과목도 선택하여응시할 수있

차·SK·LG 등 4대 그룹의 2012년도 고졸 출신 채용 규

도록 제도를 개편하였다.2012년3월이화여대 사회과학연

모가 2만 명에 달하고 있다. 주요 기업들은 단순한 양적

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의 68.6%가 전공과목

채용 확대만이 아니라 입직 후 사내대학 졸업 시 대졸 사

중심의 9급 시험과목이 고졸 출신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

원과의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는 등 한 단계 진화된 고졸채

하고 있고 응답자의 64.2%가 시험과목을 개편할 경우 경

용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제적약자의취업기회확대에기여할 것이라고 보았다.

서울시교육청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공동 연구에 따

또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려면 학원비, 교재비 등 월평

르면 2012년 서울시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률은 40.6%

균 최소 77만~9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어 경제적으로

로 7,483명에 달하여2010년19.0%에 비하여2배 이상 늘

어려운 계층일수록 공무원 시험 준비가 어려운 실정이다.

었다. 전체 취업자 중 75.7%가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등 취

시험과목 개편을 통하여 공직 진입장벽이 낮아져 다양한

업의 질도 높아졌다고 한다. 3학년생 전원 취업을 달성한

계층이 함께 일할 수 있게 된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

경기도 평택 소재의 한 마이스터고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하고 있는 공정사회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던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시험 응시조차 어려웠던 고교출신 인재들에게 실질적인 공직진출

그동안 공무원, 대기업 등 소위 ‘괜찮은 일자리(decent

셋째, 고졸 출신이 공직에 입직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기회를 제공하였다. 아울러 우리 사회가 능력 중심의 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였

job)’에 진출하기 어려웠던 고졸 출신들에게 취업의 기회

성장·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행정안전부는

다. 전문성을 평가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과는 달리 응시자의 기본 역량과 학습능력 등을 평가

가 실질적으로 균등하게 제공됨에 따라 우리 사회의 계층

2012년 6월 원격대학협의회와 사이버대학 위탁교육 양

간 이동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

해각서(MOU)를 체결해 2012년 하반기부터 고졸 출신

지가 전달되고 있다.

공무원이 사이버대학이나 야간대학에서 직무 관련 분야

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 본연의 역할에 부합하는 개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지역인재 9급 추천채용제도의 신설 또한 고졸출신의 공직임용을 통하여 고학력 위주의 채

이런 가운데 특히 정부는 최근 민간 및 공공부문의 고졸

용관행을 개선하고 실력중심 채용풍토를 조성함은 물론 고교 교육의 정상화에도 크게 기여할

채용 확대가 일회성·전시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또한 신규 입직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무연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고무적인 기대감은 ‘2012 공직박람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서

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무원 채용

수원 등 6개 공무원 교육기관에서 형법, 세법, 관세법 등

에 관련된 제도적 기반을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있다.

전문교육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울, 부산, 광주 등 3개 도시에서 개최된 ‘2012년 공직박람회’ 기간(5.24~6.2) 동안 특성화고・

의 전문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첫째, 학교 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특성화고·마이스터

9급 공채 시험과목 개편 과정에서,‘고등학교에서 배웠던

마이스터고 학생들을 포함한 2만 6,700여 명의 고교생들이 단체 또는 개인자격으로 방문하였

고 출신들을 선발해 6개월간 견습직원으로 근무 후 기능

과목만으로도 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얻게 되었다’

다. 지역인재 9급 시험의 자격요건, 절차, 선발규모, 향후 지속여부 등 고졸정책 전반에 대하여

9급으로 채용하는 ‘기능인재 추천채용제’를 도입, 시행 원

는 국민신문고에 게재된 글을 보고, 고졸 채용 정책이 국민

큰 관심을 보였다. 이와 같은 관심은 곧바로 추천결과(100명 선발 대비 1,193명 추천)로 이어

년인 2010년 30명, 2011년 53명, 2012년 100명(예정)

들에게 우리 사회가 학력이 아닌 능력 중심의 사회로 나아

을 선발하는 등 그 규모를 매년 확대하고 있다. 2012년에

간다는 희망을 주고있음을 알 수있었다.한때단지고졸 출

는 특성화고 등 출신들을 기능직뿐 아니라 일반직 9급으

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좌절하고 소외감을 느끼게 하였던 채

로도 채용하는 ‘지역인재 9급 추천채용제’를 신설해 8월

용의두터운 진입장벽을 과감히허물어 감으로써우리 사회

졌다. 이에 정부는 지역인재 9급 추천채용제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이며 장기적으로 유지
운영하기 위한 기반을 최대한 조성하고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고졸 출신 공무원을 위한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하여 공직 내 ‘선취업 후진학’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에도 고졸 출신 공무원들의 역량개발 기회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이들이 계속 ‘고졸’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고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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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104명의 우수한 인재들을 선발하였다.
둘째, 고졸 출신에게도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기회를 실
질적으로 동등하게 부여하기 위하여 2012년 6월 29일 행

가 보다 건강하고 공정한 사회에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도
록더욱 사명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서필언(행정안전부 제1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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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도 얼마든지 관리자로도 승진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훈련 지원방안

사·학업 등 병행, 근로조건에 만족 등의 이유로 자발적으로 비정규 고용형태를 선택하고 있기

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때문이다. 2012년 12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비정규직의 49.0%가

우리나라 국민들은 공직사회가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이미 높

자발적으로 비정규 고용형태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또한 성·학력·근속연수 등을

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2012년 3월 이화여대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실시한 국민인식 조사

통제할 경우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총액은 정규직의 90.9%에 달한다(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에 따르면 ‘공무원 사회는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

조사, 2011).

인 일반국민의 76.4%가 동의하였다. ‘취약계층도 공무원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

문제의 핵심은 한 사업장 내에서 비슷한 업무를 하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여 응답자의 83.2%가 동의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고교 출신의 공무원 진입 확대를 통하

받는 것이며,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미흡하여 이들이 불가피하게 노동시장 밖으

여 공직사회 구성의 대표성이 확보된다면 사회적 형평성과 사회계층의 이동가능성을 제고시

로 밀려났을 때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는 점이다.

켜 우리 사회가 보다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기여할 것이다.

정부는 2007년 7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및 ‘파견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시행 이후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한 차별시정제도를
운영하고, ‘차별 없는 일터 지원단’을 설치하여 노사의 차별 개선 의식을 제고하는 등 비정규직

제6절   비정규직 차별 개선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차별시정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근로자가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라는 이유로 불합리

1. 추진 배경

하게 차별을 받았다고 신청하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차별 여부를 판단하여 차별이 있는 경우 이
를 시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차별시정 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불이익이 발생할지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은 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직성 및 중국·동남아 등 낮은 인건

도 모른다는 우려로 인하여 차별시정 신청을 꺼리는 등 차별시정 신청이 많지 않았다. 이런 상

비의 신흥 산업화 국가들과의 경쟁에 대응하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기간제 근로 등 새로

황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체감하는 차별 개선 정도가 기대보다는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 고용형태를 도입하였다. 통칭하여 ‘비정규직’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새로운 고용형태에는 기

이명박 대통령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제18대 국회

간제근로자, 시간제근로자, 용역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일근로자, 가내근로자, 특수형태업무

개원연설, 2008.7.11) 및 “비정규직 차별문제도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과제입니다. 같은 일을

종사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의 종사자가 포함되어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이후 급속하게 확

하면서 불합리하게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2012년 신년 국정연설, 2012.1.2) 등의 언급을

산되었다. 201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상 비정규직 근로자는 591만 1,000명으로 임금 근로

통하여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하였다.

자 1,742만 1,000명의 33.3%를 차지하였다.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의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광범위하게 사용함에 따라 고용이 불안정하여지고 정규직과의 근로조

의 활용을 인정하고 인력운용의 탄력성은 일정정도 보장하되,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건 격차가 발생하였다.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56.6% 수준이고, 사회보험 가입률은

을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비정

50%(정규직 78.9%~82.2%) 미만이다. 상여금·퇴직금 등 부가급부 적용률도 정규직의 절반

규직 차별 개선 정책을 모색하였다.

이하에 불과한 상황이다(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 2012.8). 이에 따라 비정규

특히 2011년 상반기에는 2012년 총선·대선을 감안하여 토론회·공청회를 통하여 비정규직

직 문제는 사회 양극화, 청년층의 불완전 고용 및 실업 등의 원인으로 지목되며 우리 사회의 최

문제를 논의하고 당내에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여야 모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핵심 정

대 이슈 중 하나로 부각되었다.

책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 되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여러 의원들은 여러 가지 비정

그러나 이러한 비정규직의 부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을 무조건 ‘나쁜 일자리’
로 인식하는 것은 현실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비정규직근로자의 절반 정도는 육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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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직 보호대책을 제안하였다. 이중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수용된 아이디어도 있으나 기존의
법체계와 상충되고 사중손실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내용들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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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11년 6월 27일 개최된 이명박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영수회담에서 공공부문이 정규직

총 7대 분야 30대 시책으로 구성된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동종·유사한 업무를 하면서도 비

과 비정규직간의차별해소에솔선수범함으로써모범적고용주로서의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

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 받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저임금 근로자에 대

안을 논의하였다. 7월21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비정규직종합대책’마련을 결정하였다.

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사내하도급 근로

고위 당정협의 결과에 따라 ‘비정규직 종합대책’ 수립을 위하여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논의

자의 근로조건 개선 방안도 함께 포함하였다.

하였으나 국가의 재정 부담이 수반되거나 사용자 측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
다는 이유로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이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2. 추진 내용

고위 당정협의 등을 통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대책을 중심으로 정치권을 설득하여 나가
고, 수차례의 ‘관계부처 비정규직 대책 TF’를 통하여 관계부처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한 시도가

(1) 차별시정을 위한 노력 지속 전개

펼쳐졌다. 대책수립 과정에서 난항이 거듭되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2011년 광복절 축사

정부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신속하게 후속법령 개정절차를 추진하여 2011년

(2011.8.15)를 통하여 비정규직 차별문제 해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빠른 시일 내

10월 ‘비정규직 종합대책’ 관련 기간제법·파견법·근로기준법 등 총 11개 법률 개정안(조세특

에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 할 것임을 천명함으로써 대책 수립에 힘을 실어주었다. 이에 관계부

례제한법, 기획재정부 소관, 정부입법으로 추진)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개정안에 대하여 여야

처와 정치권의 협조를 얻어내게 되었고 2011년 9월 9일에 ‘비정규직 종합 대책’을 수립·발표

간 논의를 거쳐 2011년 12월 29~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8개 법률의 개정을 의결하였으며,

할 수 있었다.

2012년 2월 1일 공포하였다(‘최저임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은 2012년 7월 1일 시행, ‘노동위원회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비정규직 종합대책 주요 내용
•(사회안전망 및 복지 확충) 2012년부터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근로자 및 사업주 부담분 1/3을 각각 지원,

관한 법률’, ‘산재보상보험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으로 미의결).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을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포함

지입 택배기사·퀵 서비스 기사 등 특수 형태업무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
- 국민임대주택 공급시 저소득 비정규직 우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항목 추가 및 저소득 근로자 우대 등 복지
혜택 확충
•(차별시정 강화) 근로감독관에게 차별시정 지도권한 부여(차별 일괄해소), 차별시정 신청 기간 확대(3→6월) 등
- 노사가 협력하여 동일 사업장 내 근로자간 차별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 제정
•(근로조건 보호) 불법파견시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의무화

‘비정규직 종합대책’ 후속법령 주요 내용
법률명

•근로감독관에게 차별시정 지도권한 부여(근로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감독
① 기간제법

② 파견법

•(정규직 이행 기회 확대) 비정규직에 대한 직업 훈련기회 확충, 공공기관의 고용구조 공시 및 직접고용 유도를 위
하여 세제 지원

③ 최저임금법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원청의 산재예방 조치 강화 및 수차의 도급이 이루어진 사업에서 임금체불 발생 시 도
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지도록 의무 강화

④ 근로기준법

-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실태조사(2011.8～9)를 바탕으로 취약직종별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공공부문 비정규
직 고용개선 대책’ 수립
- (상생협력의 문화 확산) 노사가 사회적 책임을 토대로 자율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 상생
협력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하여 차별여부 조사, 시정요구)
•차별시정 신청기간을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 금지, 도급 업체의 최저임금 연대책임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 신설

개정 법률 주요 내용

⑤ 근로복지기본법
⑥ 보험료징수법
⑦ 국민연금법
⑧ 조세특례제한법

•불법파견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즉시 직접고용
•근로감독관에게 차별시정 지도권한 부여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의 10% 감액 적용 금지
•도급업체의 연대책임 위반에 대한 제재근거 신설(2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차례의 도급으로 이루어진 사업에서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 연대책임을 모든
상위 수급자로 확대
•사내복지기금 혜택을 사내하도급・파견근로자에게 부여할 경우 당해 연도 출연금의 사용한도 확대
•영세사업장의 사업주 및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근거 마련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한도 확대(1% → 5～6%)

※ 자료: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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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기간제법 및 파견법의 차별금지 규정을 개정하여 근로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주요 내용

감독관이 사업장 지도·감독 시 직권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차
별이 있을 경우 이를 시정지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불법파견을 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
를 사용한 기간에 관계없이 사용사업주가 즉시 해당근로자를 직접고용 하도록 불법파견에 대
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대폭 강화하였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제도는 2007년 7월부터 도입되었지만 근로자들이 차별을 받았더
라도 재계약 거부 등 불이익을 우려하여 차별시정 신청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노동

•대상보험: 4대 사회보험 중 사각지대가 넓은 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대상: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월평균보수 35만 원～125만 원) 및 사업주
•지원수준: 근로자·사업주 부담 보험료의 1/2～1/3
- 월 평균 보수 35만 원～105만 원 근로자: 1/2 지원
- 월 평균 보수 105만 원～125만 원 근로자: 1/3 지원
월보수 100만 원 근로자의 보험료 지원금

위원회의 시정명령은 차별시정 신청을 한 해당 근로자에게만 효력을 미치게 되어 한 사업장의

구분

근로자

사용자

다수 근로자에 대한 일괄적인 차별시정에는 한계가 있었다. 신설된 근로감독관의 적극적인 차

고용보험(월)

2,750원

4,000원

별시정 점검 및 시정지도는 기존 차별시정제도의 한계를 보완하여 근로감독관이 ‘직권으로’

국민연금(월)

22,500원

22,500원

연간지원금

303,000원

318,000원

차별여부를 조사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다수의 근로자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제도로서 적극적・예방적으로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다.
개정된 기간제법, 파견법, 근로복지기본법, 근로기준법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되었다.

월보수 120만 원 근로자의 보험료 지원금

개정 법률 시행과 연계하여 비정규직근로자를 다수 활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정규

구분

근로자

사용자

직 차별 및 불법파견 여부에 대하여 집중 감독을 실시하여 새로운 제도가 사업장에 조기에 정

고용보험(월)

2,200원

3,200원

국민연금(월)

18,000원

18,000원

연간지원금

242,400원

254,400원

착되도록 하였다.

(2)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통한 보호 강화

•지원방식: 사용자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보험료 완납 시 익월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하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비정규

•재원소요: 2012년 2,654억 원(연간 보험료 4,400억 원 추정)

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의 절반 정도 수준이며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저조하다.

※ 자료: 고용노동부

기존에도 취약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이 논의되었으나 재정부담 때문에 실현되지 못하
였다. 2011년 9월 소규모 기업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에 사회보험 가입 확대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였다. 이후 관계부처
및 전문가 협의를 거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 시행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한 뒤, 2012
년 2월 시범실시를 거쳐 2012년 7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전면 시행하였다.
또한 장시간 근무로 사고 위험이 높아 민간보험 가입조차 어려웠던 퀵 서비스 기사와 택배
기사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들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2012.5.1 시행).
이와 함께 저소득 비정규직 근로자의 복지 확충을 위한 사업도 추진하였다. 저소득 비정규

비정규직근로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주요 내용
•적용 대상: 기간제·파견·특수형태업무종사자·일일근로자
- 단 기간제·파견·특고는 현 소속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일일근로자는 최근 6개월 이내에 90일
이상 근로내역이 있는 자
•대상 주택: 국민임대주택*
-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정부(지방)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시중 전세시세의 55～80%
수준으로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관련 절차: 해당근로자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서 발급 신청→확인서 발급→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 시 제출

직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임대주택 공급 시 저소득 비정규직 근로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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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개정 주요 내용
구분
대부항목
대부자 선정
기준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개선 전

개선

•의료비, 노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긴급생활유지비, 고교생 자녀 학자금 추가

•융자 사유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어

•융자 사유·소득 수준·소속 사업장 규모

우선 순위에 따라 선정
(* 의료비 › 노무모 요양비 › 장례비 › 혼례비)

등을 종합 고려한 점수제 방식으로 변경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가점(5점) 부여

•다음과 같은 복리후생적 금품 및 상여금 등에 있어서 고용형태를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
① 근무복·명절선물 등 복리후생적 현물급여
② 식대·경조사비·건강검진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
③ 상여금(성과 연동적 상여금 제외)
④ 구내식당·통근버스·보육시설·주차장 등 편의시설
⑤ 명절휴가 등 법정휴가 이외의 휴가
•고용에 있어서 비정규직 배려
① 직업훈련 프로그램 이용에 대하여 정규직과 동일한 기회 부여

우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개정 규칙은 2012.2.27 시행)하
였으며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였다.
또한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부 항목을 추가하고(자녀학자금 등) 대부자 선정 시 저소득 비
정규직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였다(근로복지사업운영규정 개정, 2011.9.16 시행).
아울러 대학의 장학생 선발 시 저소득 근로자 자녀가 우대될 수 있도록 ‘2012년 국가장학금
사업 시행계획’(2011.12.2)에 소득 분위가 낮을수록 우선적으로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하도

② 정규직 채용 관련 충분한 정보 제공 및 우선 채용 노력
•고충 처리 및 불이익 처우 금지
① 차별 관련 고충을 제기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및 신속한 고충처리
② 고충 제기를 이유로 한 불이익한 조치 금지
•차별해소를 위한 노사 협의
① 단체교섭·노사협의회 등에서 차별 해소 방안에 대하여 지속 협의
②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노사협의회 등에서 의견 개진 기회 보장

록 하였다.

(3) 기업의 자발적 차별개선 노력 유도

학교종사자 처우개선 내용(6개 수당 신설 및 장기근무수당 인상)

노사가 양보와 협력을 통하여 한 사업장 내의 근로자들 간에 기본적인 복리후생 등에서의

구분

지급내역

차별을 개선하여 나갈 수 있도록 2011년 11월 28일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을

기술정보수당

월 2만 원

제정·발표하였다.

특수업무수당

월 2만 원

보육수당

월 3만 원

교통보조비

월 6만 원

기간제법 및 파견법에 따라 현재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차별시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법은 최소한의 틀에 불과하다.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노사가

장기근무수당

월 5～13만 원

사회적 책임을 토대로 자율적으로 차별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며 이런 의

자녀학비보조수당

연 178만 원

미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게 되었다.

가족수당

월 8만 원

특히 업무의 내용이나 난이도 등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기본적인 복리후생적 현물·금품이나

지급시기
2012년 3월 시행

2012년 9월 시행

※ 자료: 고용노동부

사내 편의시설의 이용 등은 사회통념상 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차별 없이 적용되
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이러한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포함하였다.

(4) 공공부문, 모범적 고용주로서의 역할 정립

차별개선 가이드라인이 산업현장에서 준수·확산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자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민간부문을 선도한다는 차원에서 비정규

율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작하여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사업장에 배포(4만

직대책TF 회의, 국가정책조정회의(2011.11.25)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

5,000부)하였다. 사업주·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가이드라인의 취지와 주요

직 고용개선 대책’(2011.11.28)을 발표하였다.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등을 위한 세부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요청하였다.

추진지침(2012.1.16)을 마련하였다.

292

선진화 개혁

제3편 공정한 사회

293

구분

지급내역

지급시기

복지포인트

35만 원(8h근무기준)

2012년 2월 시행

상여금

114만 원(8h근무기준)

2012년 3월 시행

12만 원 상당

작업복 및 안전화

구분

총계

2006

311,666

2012년 5월 시행
2011

※ 자료: 고용노동부

증감

계약과정

28,970

파견·용역

소계

기간제

시간제

기타*

246,844

218,324

27,391

1,129

64,822

(79.2)

(70.1)

(8.8)

(0.4)

(20.8)

240,993

176,671

54,360

9,962

99,643

(70.7)

(51.9)

(16.0)

(2.9)

(29.3)

▵5,851

▵41,653

26,969

8,833

34,821

유의사항

입찰공고

근무인원을 명시하여 용역근로자 고용규모가 감소되지 않도록 유의

예정가격 산정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문 보통인부 노임단가 등을 기본급으로 적용

용역업체 선정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 한다는 내용 등을

정규직에 대한 보수·복리후생제도의 개선실적을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 우대 반영하였다.
조리사·교육보조 등 학교종사자, 우편물구분원 등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도 별도로 마련하

포함한 확약서 제출

였다. 학교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교통보조비,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등을 신설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사항 위반 시 계약 해지 및

였으며, 우편물구분원에게 복지포인트, 상여금, 작업복 및 안전화 등을 지급하였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 노무비 산출내역 등 계약내용 공개 가능,
분기별 임금지급명세서 제출 등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
계약 이후

340,636

직접고용

※ * 재택·일일근로자, 기간제가 아닌 한시적 근로자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주요 내용

용역계약 체결

(단위: 명, %)

비정규직 고용형태별 규모

우편물구분원 처우개선

발주기관은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 내용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

※ 자료: 고용노동부

이밖에 청소·경비 등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하여 단순업무를 외주화 할 경
우 입찰 공고, 예정가격 산정, 용역업체 선정, 용역계약 체결, 발주기관의 사후 관리·감독 등
계약과정별로 유의사항을 명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도 마련하였다.
대책 발표와 함께 실무 담당자의 대책에 대한 이하여도 및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부
문 비정규직 업무 담당자 대상(중앙행정기관·자치단체·공공기관 등 998개 소 비정규직 업무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무기

담당자 1,260명)으로 전국 10개 권역 순회교육을 실시하였다.

계약근로자로 전환·채용하는 등 합리적인 고용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상시·지

한편 이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1년 8월～9월간 공공부문 전체(중앙행정 기관, 지방

속적 업무란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

자치단체, 교육기관,)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공

로 예상되는 업무’를 의미한다. 공공부문 각 기관에게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부문 전체 비정규직은 약 34만 1,000명이다. 고용형태별로는 직접고용은 기간제 17만 6,641명

대하여 근무실적과 직무수행 능력·태도 등을 평가하여 근로계약 종료 시점에 무기계약직으

(51.9%), 시간제 5만 4,360명(16.0%), 기타(재택, 일용 등) 9,962명(2.9%)이며, 간접고용(파

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견·용역)은 9만 9,643명(29.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맞춤형복지(복지포인트)와 상여금(명절휴가비 등)을 기간제근로자에게도 지급
하도록 하는 등 복지확충과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도 마련하였다. 그간 정규직근로자 대부분

(5)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에게 지급되는 맞춤형복지·상여금이 비정규직근로자에게는 일부만 지급되고 있어 고용형태

비정규직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비정규직과 유사한 처지에 있는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을 보

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1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호하기 위하여 노사정위 논의를 토대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근로자에게 연 30만 원 수준의 복지포인트와 연 80만～100만 원 수준의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제정·발표(2011.7.18)한 바 있다.

하고, 1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근무기간·직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 또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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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러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하고 있는 모범사례를 발굴·홍보하는 등 가이드라인 준수 분위기를
확산하였다. 또한 2012년에는 철강업종, 기계・전기장비 제조업 및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수급사업주 조치사항
- (법령준수) 임금 등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 및 해고사유·시기 서면 통지, 산재예방 조치, 사회보험 가입 등
- (노력사항) 도급대금 중 적정임금 보장, 최저임금 등 변동 시 변동내역이 도급대금에 반영되도록 원사업주와
협의, 신속한 고충처리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 실시
•원사업주 조치사항
- (법령준수) 원청 귀책사유로 임금체불시 연대책임, 최저임금 이상의 인건비 단가 보장, 산재 위험장소에서의
안전조치
- (노력사항) 도급대금 결정시 부당한 단가 인하를 강요하지 않으며, 수급사업주의 기여를 고려하여 도급대금에
원청의 성과 반영 및 교육훈련・복리후생시설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
•원사업주 및 수급사업주 공동 노력사항
- (도급운영) 수급사업주는 근로자 채용·징계·근태관리, 작업배치·변경 및 업무상 지휘·감독권을 독자적으로
행사
- 원사업주는 수급사업주의 인사노무관리 권한을 존중하고 간섭하지 않되, 작업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
주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고용안정) 사내하도급 관계 종료 시 1개월 전 통보, 수급사업주 교체 시 고용·근로 조건 유지, 신규채용 시
사내하도급 근로자 우선 채용 노력 등
- (근로조건 개선) 도급계약 체결 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원·수급사업주가 상호 노력,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파악·평가하여 이를 관리·개선하는 등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노력
- (노사협력)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정당한 노조활동 존중, 사내하도급 근로자 대표의 의견개진 기회 부여

가이드라인 준수 실태를 조사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하였다.
서포터즈 위원들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자율
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사업장을 추천함에 따라 정부는 해당 사업장 11개소(현대중공
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위아, 신세계백화점, 서울아산병원, 조선
호텔, LG디스플레이, 한국지엠, 현대제철 등)의 원사업주 및 수급사업주, 서포터즈 위원장과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을 체결(2012.7.13/11.13)하였다.
한편 정부는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다수 활용하는 대규모 기업 300여 개소를 중점관리대상
으로 선정(2012.7)하였다. 지속적으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준수율이 낮은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를 실시하였다.
사내하도급의 경우 기업이 탄력적인 인력활용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측면이 있으
나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불안이나 근로조건 격차의 문제가 있어 사내하도급 활용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책임을 강화하고 불법파견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
선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하여 왔다.
먼저 종전에는 불법파견이라 하더라도 파견근로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사용사업
주에게 해당 근로자를 직접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으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률’을 개정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기간에 관계없이 즉시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하였다.
또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행하여지는 사업에 있어 체불임금 지급

④ 수급사업주 조치사항, ⑤ 원·수급사업주 공동 노력 사항 등 5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대책임 범위를 현행 직상수급인에서 모든 상위 수급자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도급인의 귀책

원·수급사업주 조치사항은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사항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

사유로 수급인이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 발생되는 연대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에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급인에 대하여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할 수 있도록 ‘최저임

가이드라인 준수 확산을 위하여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가이드라인을 자율적으로 준수

금법’을 개정하였다. 사내하도급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사내하

하고 있는지 여부를 체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설명자료 및 ‘가이드라인 이행상황 체크리

도급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위하여 기금을 사용할 경우 기금사용 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스트’를 제작 보급하였다. 사업주·인사노무담당자가 가이드라인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숙

‘근로복지기본법’도 개정하였다.

지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설명회(원・하청 860여 개소 참여)를 집중 개최하였다.

한편 정부는 사내하도급을 불법파견으로 운영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

그리고 박영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수, 변호사, 언론인 등 관련 전

화하여 2008년 439개소, 2009년 531개소, 2010년 985개소, 2011년 2,117개소를 점검하였다.

문가 23명으로 구성된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를 출범(2011.8.19)하였다. 서포

2011년의 경우 1,868개소의 사업장에 9,77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하였으며, 불법파견

터즈는 2011년 자동차·조선·전자·서비스 업종 등 4개 업종별로 실무조사·연구팀을 구성

등 47건에 대하여 사법처리 하였다. 특히 원청의 직접고용을 지도·시정명령하여 2010년 350

하여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내하도급 활용 현황 및 가이드라인 준수 실태를 조사하였다. 아울

명, 2011년에는 501명의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원청이 직접 고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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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근로자의 고숙련화를 위한 공동훈련 컨소시엄’ 시범사업 개요
① 운영기관: 포스코, 컨소시엄 참가기업: (주)피티엠, 피엔피

‘차별 없는 일터 지원단’은 2009년 1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예산 논의 시 설치 필요성
이 제기되어 2010년 4월~5월까지 전국 6개소(서울, 부천, 대전, 창원, 대구, 전주)에 설치되었

② 지원 내용: 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훈련시설 및 장비비, 프로그램개발비, 훈련과정 운

다. 노사발전재단이 사업수행 기관으로 선정됨 이를 통하여 사용자·인사노무담당자·근로자

영비 등 지원, 협약기업이 훈련에 참여한 재직근로자 또는 채용예정자에게 임금,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 그 금

등을 대상으로 고용상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

액의 일부를 지원, 교육훈련체계 설계, 교육과정 개발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다. 지역 노사민정협의체와 함께 캠페인을 하는 등 사회전반에 차별개선 문화가 확산될 수 있
도록 노력하였다. 이와 함께 사회전반에서 차별 개선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역 노
사민정협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하여 차별개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다

2012년 8월 2월부터 개정 ‘파견근로자 보호 등을 위한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양한 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를 추진하였다.

조선・철강・전자・유통・호텔 업종에 대하여 업종별 근로자 파견 판단매뉴얼을 마련하고 개

아울러 2011년에는 기업의 인사노무담당자 및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총 489회(2만 5,323명)

정 법률 시행과 연계하여, 사내하도급 다수 활용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파견 여부 등을 집

의 차별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총 1,899건의 온·오프라인 및 방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

중 점검(2012.8~10)하였다.

으며 지역 노사민정협의체 등과 연계하여 차별 개선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도 실시하였다.
한편 2012년 3월 통계청에서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비정규

(6)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행 지원

직근로자의 94.8%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세 중소기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직업 능력개발 기회 확충을 추진

업은 노무관리 전문성이 부족하고 비정규직 관련 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중소기업을 대

하였다. 2011년 9월 15일부터 취업 상태에 관계없이 하나의 제도로 직업 훈련을 지원 받을 수

상으로 비정규직법 위반 소지를 제거하고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차별 개선 및 정규직 전환을

있도록 기존의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를 폐지하고 ‘내일배움카드제’ 지원 대상에 기간제·파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2009년부터 ‘중소기업 고용구조개선 컨설팅’ 사업을 지원

견·단시간·일용 근로자를 포함하였다. 이에 따라 훈련비 지원한도가 연간 100만 원에서 200

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사관리체계 개선, 임금·직무 재설계, 정규직 전환 등을 위한 평

만 원으로 확대되었다(‘직업능력개발계좌제실시규정’ 개정).

가 체계 설계, 비정규직 능력개발 프로그램 구축, 조직문화 개선 등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근로자의 고숙련 인력화,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 개선 등을 위하여 ‘비정규근로

2012년에는 중소기업 128개소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차별개선 및 정규직 전환을 위한 인사

자의 고숙련화를 위한 공동훈련 컨소시엄’ 사업 시행도 추진하여 2012년 8월~9월까지 시범

관리체계개선, 교육훈련제도 설계, 보상ㆍ평가제도 설계, 정규직 전환제도 설계 등에 대한 컨

사업을 실시하였다.

설팅을 실시하였다. 정규직 전환 관련 컨설팅을 제공 받은 119개소에서 비정규직 947명을 정

아울러 공공기관에서부터 합리적인 비정규직 고용관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고용
형태별 고용인원 및 고용구조 변화추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ALIO)’에 공시하
는 방안을 추진하여 2012년 10월부터 공시하고 있다.

규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대책 수립 후 18대 국
회의 임기 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8개
에 달하는 종합대책 관련법을 신속하게 개정하여 비정규직 대책이 적시에 추진될 수 있는 기반

(7) 비정규직 차별개선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을 마련하였다. 둘째, 모범적 고용주로서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마

차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의 법·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노사의 인식 개

련하여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을 통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근로조

선을 통한 자율적인 차별개선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하에 정부는 고용형태·

건 개선 및 고용안정을 제고하였다. 셋째,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하지 못한 취약계층의 국민연

성·연령·장애 등 고용상의 각종 차별을 예방하기 위하여 2010년 4월 전국 6개소의 ‘차별 없

금 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지원을 실시하였다. 넷째, 법령개정(불법파견 시 즉시 고용의무 부과

는 일터 지원단’을 설치하였다.

등)과 가이드라인 제정 등으로 새로운 현안으로 떠오르는 사내하도급 문제 해결의 새로운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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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마련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로써 정규직·비정규직 구분 없이 능력과 실적에 따라 대우받고 모든 근로자들이 실업·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한 종합대책

산재·은퇴·질병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사회로 나아가는데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딛었
다고 평가할 수 있다.
비정규직 차별은 소득 양극화, 대중소기업간 격차, 청년

이에 고위 당정협의 등을 통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

실업 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한 대책을 중심으로 정치권을 설득해 나가고 ‘관계부처 비

의 시급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2011년 상반기

정규직 대책 TF’를 수차례 개최하여 관계부처와 이견을

비정규직 종합대책으로 현재의 여건 하에서 실행 가능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책의 집대성이

에는 2012년 총선, 대선을 감안하여 여야 모두 비정규직

조정하였다. 간담회·토론회 등을 통하여 노사를 설득하

이루어졌다.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는 노사,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여러 이

문제 해결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

는 작업을 계속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2011년 8월 15일

되었다.

광복절 축사에서 빠른 시일 내에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할

3. 향후 과제

해당사자간의 역학관계가 얽혀 있어 법·제도적 보호 틀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
는 복합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법·제도가 산업현장에 조기에 정착되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정치권에서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아

것임을 천명하면서 관계부처 협의와 정치권과의 조율이

이디어를 제시하였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수용된 아

급물살을 타게 되어 2011년 9월 9일 ‘비정규직 종합대책’

위하여 사업주, 정규직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등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양보와 협력이 필수

이디어도 있으나 기존의 법체계와 상충되거나 재정부담,

을 수립·발표할 수 있게 되었다.

적이다. 이를 위하여 대기업·정규직 부문의 과도한 경직성 완화 및 사내하도급 문제에 대한 기

즉시시행 곤란, 사중손실 등이 우려되는 내용들이 많았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시간제·기간제·파견 근로자

다. 게다가 노와 사는 각기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주장하

활용 등을 통한 인력운용의 탄력성은 보장하되 비정규직

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정은 2011년 7월 21일 고

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시정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위 당정협의회에서 ‘비정규직 종합대책’ 마련할 것을 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의 기여 등 노사가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여 나갈 수 있도
록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원하고 성원하여 나갈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이 존재하는 한 계속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정규직의 고용보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비정규직의 고용보호는 높여 양자의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근로조건이 가장 열악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차별개선제도를 비롯한 노동관계법이 대
부분 적용되지 않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노동관계법 적용범위의 확대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정하였다.
고위 당정협의 결과에 따라 ‘비정규직 종합대책’ 수립을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취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 후 언론 및 전문가들은 비정규
직에 대한 차별해소와 처우개선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였
다. OECD 및 ILO 등 국제기구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약계층 사회보험료 지원, 근로감독관에 차별시정 지도·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통하여 정규직·비정규직 구분

감독 권한 부여, 불법 파견 시 즉시 직접고용의무 부과 등

없이 능력과 실적에 따라 대우받고 모든 근로자들이 실

국가의 재정 부담을 요하거나 사용자 측에 부담을 줄 수

업·산재·은퇴·질병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사회

있는 내용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 등 경제부처

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를 중심으로 이견이 제기되었다.
- 양성필(전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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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기업의 경쟁력은 기업 스스로의 능력뿐만 아니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
업 네트워크의 능력에 좌우된다. 따라서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협력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진정한 신뢰 형성을 바탕으로 한 협력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커지고 있다.

제3장
(2) 우리경제의 뿌리, 중소기업

동반성장

특히 중소기업은 사업자 수 기준으로 전체 기업의 99.9%(307만 개), 고용자 수 기준으로 전
체 근로자의 88.7%(1,175만 명)를 차지(2011.5,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위상지표’)할 정도
로 우리나라 기업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소기업 생태계의 경쟁력
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며 경제성장 성과가 중소기업에게 나누어지는 이른바 ‘낙수효과
(Trickle-down Effect)’도 미미해진 상황이다. 또한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중소기업에서 독
립적 대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이 3개에 불과할 정도로 중소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통한 생태계
의 역동성도 부족하였다. 그러나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은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양
질의 일자리를 창출에 나가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대기업의 고용창출 한계를 고려할 때 경쟁

제1절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1. 추진 배경

력 있는 중소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3) 반(反)대기업 정서의 확대와 사회갈등
재벌 그룹의 비자금 조성, 회사자금 유용 등 불법행위와 순환출자를 통한 지배구조 강화, 소

(1) 한국경제의 뇌관, 양극화

수지분 통한 황제경영 등 편법 경영행태에 대한 논란과 이를 통한 과도한 경제력 집중 등은 국

우리 경제는 지난 50년간 수출중심, 대기업 중심의 발전전략으로 놀라운 압축성장을 달성

민들의 반(反)대기업정서로 이어졌고, 이는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 또

하였다. 우리나라는 원가 경쟁 기반의 자본 축적을 성장 모멘텀으로 삼아 선진 경제를 따라잡

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은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신뢰기반을 약화시켰다.

기 위한 노력을 쏟았다. 대기업은 대규모 자본 축적이 필요한 중화학공업에 집중하였고 중소

사회통합과 대기업 이미지 제고를 통한 경영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반드시 변화가 필요한 상

기업은 부품을 공급하는 생산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협력 관계 속에서 대기

황이었다.

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성장 기반을 마련하였지만 수직적 분업관계가 형성되면서 종속관계가
심화되었다. 특히 선진국과는 달리 대등한 당사자로서 적법절차에 따라 계약하고 이행하는 계

2. 정책 수립 과정

약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대한 높은 거래의존도 및 전속성 등
으로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 막
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010년 7월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었고 수출·생산 등의 지
표에서 경제 회복의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러한 경제 회복의

근래에는 글로벌 경쟁 환경의 변화로 산업의 융·복합화와 기술의 복잡성이 증대되면서 글

성과를 협력 중소기업 및 내수 중소기업 등에도 원활히 파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 작업

로벌 경쟁 양상이 단일 기업 간 경쟁에서 기업 네트워크 간 경쟁으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이에

으로 관계부처에 ‘중소기업 체감경기 및 애로상황에 대한 실태점검’을 지시하였다. 이에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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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지식경제부·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중소기업청 등 6개 부처는
관계부처 합동 점검단을 구성하고 실태점검에 나섰다. 실태점검은 전국 6개 광역권에 소재하

상생협력과 동반성장 대책의 비교
구분

고 있는 11개 산업단지와 그 인근지역 개별 중소기업 등 562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간담회
및 업체방문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전반적 경영상황, 하도급거래·인력·자금 등 현장애로

핵심과제

를 상세히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들은 매출액과 가동률 측면에서는 금년 들어 전반적인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업체의 50.3%만이 지난해보다 경영상황이 개선되었다고 응답
하는 등 낮은 수익성으로 인하여 체감경기의 개선은 아직 부족하며 대기업 대비 회복속도에도

의의와

상생협력 강화방안(2005)

9.29 동반성장 대책(2010)

•기술·인력교류 촉진

•납품단가 조정 등 하도급 공정화

•부품·소재 중핵기업 육성, 중소기업

•동반성장지수·中企적합업종 선정

전문화·대형화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성과공유제 등

•공공부문 역할강화

•새로운 정책의제를 제시

•하도급법 등 제도적 인프라 정비

•상생법 제정, 관련 기관 설립 등 추진 인프라를

•민간 동반성장위원회 설치·운영

구축

한계

•민간의 적극적 참여 등 과거에 비하여 진일보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함

(다양한 지원사업, 전담조직 가동 등)

※ 자료: 지식경제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정부는 동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대책 수립에 돌입하게 된다.
2010년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하여 ‘공정한 사회’라는 국정운영의 새

된 접근을 시도하였다.

로운 지향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정책’을 공정한 사회를 위한 구

정부 안팎에서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만큼은 정책 당국자들의 의견이 상부로 올라가

체적 실천 방안 중의 하나로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2010년 제65주년 경축사는 ‘대·중소기

정리되는 ‘보텀업(Bottom-up)’ 방식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세부정책에까지

업 동반성장’ 정책의 신호탄이 되었다.

그대로 담기는 ‘톱다운(Top-down)’ 형태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몇몇 관계자들은 “이 문제에

관계부처는 7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 8월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

관하여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과격하다”고 표현할 정도였다. 여권의 한 핵심관계자도 “박정희

고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나는 여러 업종의 대기업 최고경영자를 해봤다. 여러분(관

정권 때는 ‘수출입국(輸出立國)’의 기치아래 수출 많이 하는 회사가 최고의 대우를 받았지만,

계부처)이 만든 방안 정도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서 기대하는 반응이나 호응을 얻기

이명박정부의 남은 임기에는 동반성장이 최고의 경제 정책적 가치로 추진될 것”이라고 평가하

어렵다.”고 말하면서 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하였다. 관련 회의가 있을 때마다

였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은 한국 산업의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이다. 공정한 사회의
든든한 초석을 놓는 일이기도 하다”고 강조하였다.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2010년 9월 8일에는 중소기업

이명박 대통령은 △아랫목(대기업)의 온기가 윗목(중소기업)으로 잘 전달되지 않는 산업구
조의 고질적 문제 △경제는 계속 성장하는데 일자리는 잘 늘지 않는 고용 및 청년 실업문제 등
에 대한 종합 처방전으로 ‘동반성장 전략’을 구상하였다.

대표, 9월 13일에는 대기업 총수들을 잇달아 직접 만나며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부탁할 말이 있다. 여기 모인 분들이

3. 동반성장 대책에 담긴 국정 철학

마음만 먹으면 그것(상생) 하나 못하겠느냐. 대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상생에 나서달라.”고 주
문하였다.

동반성장 대책의 근간을 이루는 철학은 ‘민간주도’, ‘시장친화’, ‘사회적 합의’로 요약할 수

정부는 의견수렴 결과와 이명박 대통령의 주문 등을 바탕으로 대책을 가다듬어 마침내 2010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9월 29일 동반성장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정부가 법으로

년 9월 29일 관계부처 합동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이런 대책

모든 것을 다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동반성장을 민간 자율의 문화로 정착시켜

을 기점으로 ‘상생(相生)’이라는 말을 ‘동반성장’으로 바꾸게 되었다. 이후 ‘동반성장’은 우리 경

나가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철학은 시장원리를 거스르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지속가

제와 사회를 아우르는 시대의 화두로 자리 잡았다. ‘동반성장’ 대책에서는 민간주도·사회적 합

능하지도 효과적이지도 않다는 판단에 기인한다. 강제적 수단에 의한 수동적 실천은 일회성에

의를 통한 문화정착 등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하여 과거 정부의 ‘상생협력’과는 차별화

그치기 쉽고, 또 다른 편법을 양산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명박정부의 동반성장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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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은 법과 제도 개선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기업 전반의 근본적이고 확고한 인식전환을 통하여
동반성장을 문화로 가꾸는데 주력하게 된다. 이러한 문화는 어느 한쪽의 희생이나 일방적 강

실태조사 체감도
(%)
60

요가 아닌 대·중소기업 스스로의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 가고자 하였다. 즉 동반성

55

장이 문화로 정착되기 위하여 무엇보다 동반성장의 파트너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50

공동 노력이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45

반면 정부는 △시장의 공정한 룰(Rule)의 조성을 위한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 △기업 간 역

 2010    2011

59
56

54

49
44

40

35

35

할분담과 동반성장 노력이 산업생태계 전반에 정착·확산될 수 있는 인프라 조성, △중소기업

30

이 동반성장의 경쟁력 있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쟁력 제고 및 경영 선진화 지원

25

등 생태계의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물론 기업의 자발적인 동반성장 노력이 일회성이

0

33
28
25

25

동반성장 분위기

아니라 산업생태계의 문화로 정착되도록 지속적이고 일관된 추진·점검 체계를 구축하는 것

거래공정성

납품단가 결정

기술보호

수위탁기업 협력정도

※ 자료: 지식경제부

도 정부의 몫이다.

4. 추진 실적 및 성과

구두발주 행위 차단을 위한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도입(2010.1.25), 수급사업자 및 조합에게
납품단가 조정신청권 부여(수급사업자 2009.4.1, 조합 2011.3.29),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1)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

원칙적 금지(2010.1.25) 및 징벌적(3배) 손해배상제 도입(2011.3.29) 등 힘의 열위상태에 놓여

정부는 동반성장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

있는 중소기업의 교섭력을 보완하고 자율적 거래관행을 구축하기 위하여 기존 제도를 수정·

법)과 관련 제도의 개정을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였다. 특히 중소기업이 체감하도록 구두
발주, 부당단가인하, 기술탈취 등 3대 핵심 불공정행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2010년
과 2011년 하도급법령 개정 등을 통하여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보완하였다.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와 민간이 합심하여 제도 개선·법집행 강화·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어느 정도의 결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결과, 5년 전인 2007년과 비교하여 법위반 혐의비율이 낮아지는 등 관련
지표가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하도급거래 상황 개선도 등 주

법위반 혐의 업체
(%)
65
60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관적 지표도 대체로 상승하고 있다. 2012년 145개 대기업이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

64.1

59.9

60.8

56.9

55
49.4

50
46
45

44.9

44.9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원사업자 조사

50.9

48.6

54.3

54.2

52.2

55.6

53.6

57.3

65.0

66.7

65.1

68.5

-

-

-

-

-

-

-

-

-

-

55.1

59.1

수급사업자
조사

40

(단위:%)

제조업-연도별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비율 추이

※ 사용 비율=(사용 업체 수)÷(응답 업체 수)×10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서면실태조사 결과(제조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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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계약은 2004년 30.9%, 2006년 26.4%, 2008년 19.2%, 2010년 22.3%. 2011년 17.5% 등으

단가인상 신청에 대한 수용비율
 수용    전부수용

(%)
100

88.9

89.4

92

80

로 아직 구두발주 관행이 상존하지만 점차 개선되는 추세에 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현
황도 원사업자(3.4%p) 및 수급사업자(4.0%p) 조사결과 공통적으로 사용비율이 전년 대비 증
가하였다.
또한 2011년도 서면실태조사 결과,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납품단가 조정도 일부 개선

60
40

30.7

31.1

37.2

된 것으로 보인다. 실태조사에서 납품단가 조정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가 원재료 가격인상에
도 불구하고 납품단가 인상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전년 대비 6.4%p 감소한 43.3% 수준이

20

고, 단가인상 신청을 한 수급사업자의 경우 92.0%가 원사업자가 일부라도 수용하여 주었다
고 응답(전년 대비 2.6%p 증가)하였다.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단가조정 신청 시 신청 금

0
2009

2010

2011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서면실태조사 결과

액 대비 50% 이상 반영비율은 2010년 64.7%에서 2011년 71.3%로 증가하였다.
한편 단가인하와 관련하여 2010년 하반기 하도급거래에서 납품단가를 인하한 원사업자의
비율이 22.6%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증가해오다 2010년 하반기부터 감소(2.3%p)하는 것

하여 세 자리수를 기록하는 등 대기업의 동반성장에 대한 관심도 형식적인 것이 아닌 실질적인

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변화의 기미가 감지된다.

것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 언론보도에서도 하도급거래에서의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정책으로 인한 긍정적인 변

(2) 민간 주도의 동반성장 문화 확산

화를 읽을 수 있다. 2012년 조선일보·대한상의의 전국 중소기업 300개 공동조사 결과, ‘동반

2010년 12월 13일 민간주도의 동반성장과 문화확산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동반성장위원

성장 정책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느낀다’는 질문에 중소기업의 71%가 보통이상이라고 응답하

회가 공식 출범하였다. 초대 동반성장위원장으로는 여러 업계 대표단체, 기관 등의 광범위한

였다. 정부 동반성장정책 이후 현금결제 비율(36%), 동반성장 분위기(31.7%), 서면계약비율

의견 수렴과 협의를 통하여 국무총리를 지낸 정운찬 전 총리가 추대되었다. 업종별로 대표적

(28%), 거래의 공정성(24%), 합리적 납품단가 조절(20.3%) 등에서 개선이 있었다고 응답하

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CEO 각 9인, 공익을 대표하는 학계·연구계 전문가 6인 등 총 25인이

였다(‘정부·대기업 동반성장 노력 61점’, 조선일보 2012.3.18).

동반성장위원으로 위촉되었다.

2011년 7월 정부합동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현장 실태조사’(500개 중소기업 대상) 결과에

동반성장위원회는 출범 후 2년여에 걸쳐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동반성장지수 산정·공

서도 동반성장 분위기 향상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 답변이 2010년 9월 조사 때의 24.9%

표, MRO 가이드라인 수립 등 ‘동반성장 현안에 대한 민간부문의 사회적 합의 도출’이라는 역

에서 48.8%로 23.9% 포인트 증가하였고, 거래공정성에 관해서도 나아졌다는 응답이 43.6%

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에서 55.7%로 12.1% 포인트 증가하였다(‘정부, 대-중기 동반성장 1년…나아졌다’, 연합뉴스
2011.8.15).

①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2012년 6월 조선일보가 중소기업중앙회장(김기문)과 인터뷰한 아래 기사에 따르면 “올 들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생태

어 중소기업들이 납품단가 문제와 관련하여 털어놓던 불만이 많이 줄었다”며 “아직 해결하여

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하였다. 선정 과정은 중소기업계의 신청을 받

야 할 문제가 많지만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대기업·중

아 품목별 구체적 역할 분담 방안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도출하는 방

기 동반성장, 의미있는 신호들 보여’, 2012.6.19, 조선일보).

식으로 이루어졌다. 제조업 분야의 총 234개의 품목이 신청되어 이중 두부, 막걸리, LED조명

구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실시하는 하도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부 또는 일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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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내역(제조업 분야)
논의결과

품목 수

동안 234개 품목에 종사하는 수천여 개의 기업들이 모여 바람직한 역할 분담 방안을 위하여 머
품목명

사업이양

1

세탁비누

일부사업철수

16

김치, LED등, 어묵, 주조(6개 품목), 단조(7개 품목)

사업축소

9

진입·확장자제

진입자제

25

6

햄버거빵, 도시락(확장자제 포함), 부동액(진입자제포함), DVR, 송배전변압기,

25

② 동반성장지수의 산정·공표

두부, 기타판유리가공품, 기타안전유리, 레미콘,  원두커피, 생석회, 골판지상자,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의 동반성장 노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계량화하여서 평가하는 동반

금형(2개 품목), 앙금류, 면류(3개 품목), 다류(5개 품목), 부식억제제(수처리제),
플라스틱병(PET), 휴대용저장장치(차량용블랙박스), 아크용접기, 주차기,

상생협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2007년 9월부터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을 운영하면서 이

막걸리, 자동차재제조부품, 맞춤정장, 냉각탑, 아연분말, 기타플라스틱포장용기

행정도를 지속적으로 평가해오고 있다.

단무지, 옥수수유(2개 품목), 비디오도어폰, 냉동 냉장 쇼케이스,

82

판단유보(미지정)

2

반려·신청철회

150

디지털 도어록, 가정용 유리제품
데스크탑PC 등
234

총계

성장지수 산정도 추진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기타가공사, 판지상자 및 용기

공기조화장치(3개 품목), 가스충전업(6개 품목)
소계

있다.

기타 개폐 및 보호관련 기기(진입자제포함), 유기계면활성제(진입자제포함), 배전반(2개 품목)

재생타이어, 절연전선, 아스콘, 기타인쇄물, 장류(3개 품목), 순대, 청국장, 떡, 김,
확장자제

리를 맞대고 소통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 자료: 지식경제부

다만 2011년에 동반성장지수 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었으며, 공정거래협약 체결기업 중 일부
기업이 동반성장지수평가대상 기업으로 편입되었다. 동반성장지수는 연 1회 실시하는 공정
거래협약 및 동반성장 협약평가(50점)와 연 2회 실시하는 중소기업의 체감도 평가를 합산하
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012년 5월 56개 국내 주요 대기업에 대한 동반성장
지수를 산정하여 우수(6개사), 양호(20개사), 보통(23개사), 개선(7개사)의 4등급으로 나누어
발표하였다.
동반성장지수 발표 이후 중소기업계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높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동
반성장지수를 하위등급까지 4등급 모두 발표한 것에 대하여 환영하며, 자발적 동반성장 추진

선정과정에서는 품목내 바람직한 역할 분담 도출을 위한 대・중소기업간 열띤 논의가 이어졌

동력을 제공하는 데 의미 있는 기여를 하였다고 논평을 냈다. 대기업계에서는 동반성장지수의

다. 총 500여회의 품목별 조정협의체 운영,19차례의 적합업종 실무위 운영, 4회의 동반성장위원

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개선 등급 기업들이 동반성장을 못하는 기업으로 오해받을

회 본회의 과정을 거치면서대・중소기업은 서로 한발씩양보하면서 의견을 좁혀 나갔다.

것을 우려하였고, 평가기준을 기업이 납득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사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민간 스스로의 합의를 통하여 선정하고 이행을 약속하였다는데 의의

실 평가대상 56개사는 자율적으로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는 등 각 업종에서 선도적으로 동반

가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의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적합업종 신고센
터’를 운영하여 기업들의 약속 이행을 독려하였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법적 강제가 아닌 민간
자율의 방식으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는 고유업종 제도의 부활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2012년 7월 발표된 동반성장위원회가 대·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적

56개 대기업에 대한 동반성장지수 산정 결과
정당
우수 (6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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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포스코건설, 현대로템,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현대제철, GS건설,
LG디스플레이, LG전자, LG화학, SK건설, SK종합화학
대림산업, 대우건설, 대한전선, 두산건설,  두산중공업, 삼성물산, 삼성테크윈, 하이닉스,

보통 (23개, 41%)

의한 이행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가장 큰 의의
중에 하나는 대·중소기업 간의 소통의 장이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8개월여에 걸친 선정기간

기아자동차, 삼성모바일, 삼성전기,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자동차
대우조선, 두산인프라, 롯데건설, 롯데쇼핑,  삼성중공업, 삼성코닝, 삼성SDI, 삼성SDS,

양호 (20개, 36%)

합업종 이행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 분야 82개 품목에 종사하는 총 106개 기업이 모
두 약속한 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민간 자율의 약속과 사회적 압력에

등급별 기업현황

한국지엠, 한화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  현대삼호중, 현대중공업, 호남석유, GS칼텍스,
KT, LG이노텍, LGCNS, LS니꼬동 LS전선, SK텔레콤, SOIL

개선 (7개, 12%)

동부건설, 한진중공업, 현대미포, 홈플러스, 효성, LG유플러스, STX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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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그룹의 협력사 지원실적
(억 원)

‘공생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략이 ‘동반성장’입니다.

50,000
42,186

우리의 기업 생태계를 튼튼히 구축하여야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좋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서민경제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지역 경제도 살아납니다.
‘동반성장’은 궁극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의 생존기반과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는 길입니다.

40,000
30,000

대기업이 한국 경제의 발전에 기여한 지대한 공로를 국민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시대 변화에 따라 대기업에 요구되는 역할도 달라졌습니다. 사회적 책임의 무게가 훨씬 커졌습니다.

20,000

15,356

기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책임, 일자리를 더 적극적으로 만드는 책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서 기업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66주년 광복절 경축사(2011.8.15)

16.6%

17,908

72.1%

10,000
8,922
0
2010

2011

2012

누계

※ 자료: 전경중소기업혐력센터(2012.8)

성장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협력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들로 개선등
급으로 평가된 기업일지라도 아직 평가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다른 기업에 비하여 동반성장에

5대기업의 협력사 지원실적
(억 원)
20,000

대한 의지가 강한 기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동반성장지수는 동반성장 노력에 대한 기업의 대외 이미지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대기업의

16,828
15,000

동반성장 추진을 독려하는 사회적 압력의 역할을 톡톡히 하였다. 대기업들은 동반성장지수에
서 우수한 평가를 받기 위하여 각 분야에 걸쳐 적극적인 동반성장 노력을 수행하였다. 이는 민
간 스스로의 공정거래 분위기가 확산되고 협력업체 지원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동반성

7.8%

10,000

5,000

94.5%
6,492

6,998

2011

2012

3,338

장위원회는 2012년에는 기존 56개의 평가대상 기업수를 74개로 확대하고, 업계의 지적을 반영
하여 업종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개선하는 등 동반성장지수를 개편하여 나갈

0
2010

계획이다.

누계

※ 자료: 지식경제부

(3) 기업의 참여확대와 행동변화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생발전’을 우리 사회의 나아갈 방향
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공생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동반성장’을 언급하였다.

① 대기업의 동반성장 투자 확대 및 추진체계 구축
기업들의 동반성장 참여와 노력도 크게 확대되었다. 대기업들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수출부

2010년에는 ‘공정한 사회’가 국정 운영 방향으로 제시되고, 곧 이어 9월에 ‘대·중소기업 동

진, 내수침체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동반성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나갔다. 2012

반성장 추진대책’이 발표되었다. 뒤이어 2011년에도 ‘공생발전’이 국정철학으로 제시되고 동

년 30대 그룹의 협력사 지원실적은 1조 8,000억 원으로 2010년 대비 2배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반성장이 공생발전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부각되면서 이제 동반성장은 기업 경영의 새로운 패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총 4조 2,000억 원을 지원하였다. 5대 기업을 기준으로 살펴보

러다임이자 거스를 수 없는 전 사회적인 화두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아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총 1조 6,828억 원이 지원되어 당초 9.29 대책 발표 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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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동반성장 추진체계 구축실적

계약서에 납품단가 조정근거 명시(국내 200대 기업)

동반성장 전담조직 구축현황
 있음    없음

(%)
100
80

69개사
(60.0%)

31개사
(27.0%)
82.6%
증가

60
40

인사평가시 동반성장 실적반영
 반영    미반영

(%)
100
80

84개사
(73.0%)

90개사
(78.3%)

53개사
(46.1%)
있다
84.3%

148%
증가

60

62개사
(53.9%)

40

46개사
(40.0%)

20

20

0

25개사
(21.7%)

0
2010.9 이전

2010.9 이후

없다
15.7%

2010.9 이전

2010.9 이후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도 현금성 결제를 시행하는 기업의 비율이 2000년 44.2%에서 2009년
93.2%로 증가하였다. 대금지급 기일 현황도 글로벌 외국기업보다도 짧은 수준인 31.5일로 단

※ 자료: 지식경제부

축되었다. 또한 계약서에 납품단가 조정근거를 명시한 기업은 84.3%에 달하였다.

②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체결 확대

납품대급 지급실적
현금성 결제 현황

2007년 9월 처음 도입된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체결 건수도 급증하였

대금지급 기일현황

(%)

다. 2007년에 11개 대기업이 6,754개 협력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2012년에는 145개 대기

(일)

100

93.2

60

60
51.3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기

50

80

준을 개선하여 왔다. 2012년에는 중견기업용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40

60

31.5
44.2

40
20
0

업이 2만 7,000여 협력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대기업 기준으로 10배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30

2012년 12월에는 최초로 36개 중견기업이 700여개 중소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기도

20

하였다. 이와 같은 협약 체결의 대폭 확대는 민간자율의 동반성장 문화가 서서히 자리잡고 있

10

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0
2000

2009

국내 200대 기업 글로벌 위국기업

하도급법

③ 성과공유제의 확산
※ 자료: 지식경제부

정부는 2012년 3월 ‘성과공유제 확산 방안’을 발표하였다. 2006년 상생법에 근거가 마련되
었으나 기업현장에 본격 확산은 미흡하였던 상황이었다. 정부는 성과공유제가 대·중소기업

속하였던 1조 원 대비 68.3%를 초과로 달성하였다.

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대표적 동반성장 실천 모델이라고 판단하고 기업현장에 확

또한 200대 대기업(115개사 응답)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2011년 10월, 전경련 중소기업

산·정착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왔다. 2012년 4월 기업의 성과공유제 도입 여부와 과제

협력센터) 결과, 동반성장 전담조직을 구축한 기업이 총 84개사로 대책 발표 이전 대비 82.6%

의 성과공유제 해당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성과공유 확인제’를 실시하였다. 확인기업

가 증가되었다. 인사평가에 실적을 반영하는 기업도 총 53개사로 148%가 증가되었다. 납품

에는 평가 우대, 정부 R&D,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또한 정부는 기업들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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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공유제 도입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실제 기업현장에 발생하는 다양한 성과공유 유형을 구체
적이고 고도화된 모델로 정립하여 보급하였다.
기업들도 정부의 성과공유제 확산 정책에 적극 동참하였다. 2012년 6월 11일 45개의 국내
주요 대기업이 지식경제부와 ‘성과공유제 자율 추진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체결 대기업들은

대-중소기업 영업이익률(전산업) (한국은행, 2012.10)
대기업      중소기업    이익률차

(%)
7.00

6.48

6.00

5.44

5.28

5.00

전담부서·인력 운영, 내부규정 수립, 과제 제안제도 운영 등 기업 내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
고 있다. 향후 1년간 654개 협력사(과거대비 8.7배)와 1,073건(과거대비 4배)의 성과공유제 과
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성과공유 확인제’도 자리를 잡아 2012년 9월 현재까지 32개의 기업이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완료하였다. 2012년까지 총 70여 개의 기업이 성과공유제 도입기
업 확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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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지식경제부

④ 공공부문의 참여 확대
공공기관들 또한 모범적인 대기업으로서 동반성장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
하였다.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율을 2008년 61%에서 2011년 68%로 지속 확대하여
나갔고 해외진출, 공동기술개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2010년 9월 동반성장 대책
발표 이전 31%에 불과하였던 동반성장 전담조직 설치 비율은 2012년 1월 71%까지 증가하였

주요 대기업-협력사 영업이익율(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2012.8)

10.0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공공기관의 협력업체들도 동반성장의 효과를 체감한다는 조사결과
가 나왔다(지식경제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합동 실태조사, 2012년 1월). 실태조사 결과 공
공기관의 협력기업 중 73%가 ‘9.29동반성장 대책 발표 이전에 비하여 동반성장 분위기가 좋아
졌다’는 평가를 하였다. 또한 ‘동반성장이 현장에 도움되었다’는 평가가 41%, ‘기관장의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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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반성장 실적을 임직원 평가에 반영하는 비율도 대책 발표 이전 36%에서 63%까지 확대
되었다(지식경제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합동 실태조사, 2012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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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지식경제부

성장 의지가 높아졌다’는 평가가 76%를 차지하였다.

(4)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향상

그 결과 2011년 대·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 격차(2.19%p)는 2010년(3.19%p) 대비1%p 가량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전체 중소기업 R&D 지원 비중을 2010년

좁혀졌다(한국은행, 2012.10). 8개의 주요대기업과 협력업체간의 영업이익률 차이는 전년대비

12%에서 2015년까지 16.5%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R&D투자 목표관리를 추

2.1%p 축소(격차:2010년 5.5%→2011년 3.4%)되었다(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2012년 8월).

진하고 있다. 특히 지식경제부는 2015년까지 R&D예산의 40%(2조 원 이상)를 중소・중견기업

또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과 벤처 1,000억 기업 증가도 두드러졌다. 중견기업

에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 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2011년 3월 산업발전

은 2011년 1,422개로 2007년(970개) 대비 452개가 증가하여 2003~2007년간 876개에서 970

법에 중견기업의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의 300개 육성을

개로 94개 증가에 그친  것에 비하면 매우 큰폭으로 증가하였다. 매출 1,000억 원 이상의 밴처

위하여 집중 지원하는 ‘World-Class 300’ 프로젝트를 2011년 2월부터 본격 시행하였다.

기업도 381개로 2007년 152개에서 2.5배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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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간 사회적 합의 통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5. 향후 과제
이러한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동반성장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한계도 있다. 재벌 오너 일가의 편법적 부의 세습과 특혜 논란,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몰
아주기와 과도한 골목상권 침해 등은 대기업의 동반성장 노력을 퇴색시키는 측면이 있었다.

2006년 고유업종제도 폐지 이후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

세탁비누 시장규모는 연간 약 300억 원 수준인 국민제

업영역에 대한 무분별한 진출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품이다. LG생활건강이 세탁비누에 참여하게 된 것은 소

악화되면서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이에 정

비자의 후생을 고려하고 종합세제업체로서 제품군을 갖

공급사슬의 밑단으로 갈수록 거래환경이 열악해지는 등 동반성장 정책의 온기가 거래 최하부

부는 2010년 9월 29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추기 위함이었다. LG생활건강이 주장하는 내용은 분명

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분명 한계라 할 것이다.

을 발표하였고, 같은 해 12월 13일 동반성장 추진의 구심

일정부분 타당한 점이 있었다. 그러나 적합업종 조정협의

체로써 동반성장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체 1차 회의를 마친 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국 담당간사

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가장 먼저 착수한 사업은 중소기

가 아직도 손세탁을 고집하고 있는 어머니들과 할머니 세

업 적합업종 지정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중소기업계로

대를 위하여 존재하는 세탁비누 제조 중소기업을 위하여

부터 2011년도 제조업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을  5

결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대기업과 1차협력사 간의 동반성장 문화는 어느 정도 정착되었지만 2차·3차·4차 협력사 등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 등 그간의 문제점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법과 제도에 의한 강력한
규제의 목소리가 일부 정치권과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힘을 얻었다. 이로 인하여 동반성장의
기본 논리가 되었던 산업경쟁력 제고 측면에 대한 주목이 미흡하였던 점도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동반성장 정책이 제조업 위주로 설계되면서 금융, 의료, 교육 등 여타 분야에

월 4일부터 27일까지 24일간 접수를 받았다. 그 결과 총

이에 LG생활건강 담당자는 내부 임원회의를 거쳐 대표

267건에 234개 품목이 신청되었다. 접수를 시작한지 20

이사의 결단을 받아내었다. 조정협의체 제2차 회의를 시

일간은 10건 정도만 신청되어 적합업종을 제대로 실시

작하자마자 사업철수라는 큰 결단을 내린 것이다. 현장에

할 수 있을지 매우 걱정되었으나 마감을 4일 남기고 무려

참석한 중소기업 임원들과 공익위원 모두 박수를 치며 LG

257건의 신청이 몰려 마치 대학입시원서 접수 광경과 비

생활건강의 중소기업을 위한 배려와 용단에 크게 감탄하

아울러 향후에는 동반성장 노력이 2차 이하의 협력사에게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정책

슷한 모습이 연출되기도 하였다. 이 같은 신청폭주는 그만

였던 기억이 난다.

적 역량을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금융, 의료, 교육 등 동반성장 정책에서 소외된 분야를 관심

큼 중소기업의 고충이 컸다는 방증일 것이다.

세탁비누의 대기업 사업철수는 중기적합업종 지정 중

접수품목 중에는 과거 고유업종을 통하여 보호받았던

가장 먼저 타결된 품목이자, 가장 강력한 권고안이라는 의

품목도 많이 신청되었는데 이 중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 세

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 업종에서 차지하는 의미

탁비누다. 우리나라에서 세탁비누를 처음으로 대량생산

가 크다. 세탁비누의 적합업종 지정 이후 속도가 붙어 적

한 곳은 1947년도에 문을 연 서울 서대문구의 무궁화 공

합업종 신청품목 234개 중에서 82개 품목이 4개월이라

장이었다. 65년이라는 긴 세월 속에서 세탁비누는 더 좋

는 짧은 기간 내에 지정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아울러

은 세제의 출현으로 쇄락의 길로 접어들었는데, 설상가상

이러한 성과들이 법과 규제가 아닌, 대중소기업간 대화와

으로 2009년에 LG생활건강이 이 시장에 뛰어들자 적합

합의라는 성숙한 시민정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업종 지정을 신청하게 된 것이었다.

에서 그 어떤 결과물보다 가치 있고 고귀하다고 생각한다.

대한 동반성장 노력으로 확산되지 못하였던 점도 한계로 볼 수 있다.
정부는 향후에도 민간중심, 시장중심의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여 나가되 편법적 부의 세습
이나 과도한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행태에 대하여 확실한 감시 체제를 가동하여야 할 것이다.

있게 살펴보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제2절   공정거래 질서 확립
1. 추진 배경
대기업 계열사들이 대기업에 걸맞지 않는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손쉽게 시장을 장악하

- 정영태(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여 중소·영세 사업자의 존립기반을 위협하거나 계열사 간에 일감 몰아주기를 통하여 부를 편
법적으로 승계하고 독립 중소기업들의 사업기회를 빼앗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었
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1년에 실시한 대기업집단 소속 20개 광고·SI·물류업체에 대한 실
태조사결과, 계열사 간 내부거래의 88%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 비계열사와 거래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한 거래는 전체 거래금액의 41%

318

선진화 개혁

제3편 공정한 사회

319

로 내부거래에 비하여 절반 이하 수준이었다.
대기업과 계열사 간 수의계약이 늘어날 경우 아무리 유망한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대기업
계열사 간의 내부거래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기 힘들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하여 재벌 계열사들이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편법적으로 ‘부의 대물림’을 꾀
하는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유통산업의 경우 지난 1996년의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국내 서비스시장 개방의 폭이 확대
되면서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기존에 대형유통업체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던 백화점 외에

나 변칙 증여·상속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히고(2011.7.7, 머니투데
이 인터뷰 기사), 같은 해 12월에는 대기업들이 사무용품 등 소모성 자재를 계열사를 통하여 일
괄구매하면서 구매대행수수료 명목으로 계열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런 조치는 제재대상기업에만 그치지 않고 제재를 받지 않은 타 대기업
들까지 일감몰아주기 관행을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일부 대기업
들이 스스로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사업을 담당하던 계열사를 매각하거나 사회적 기업으로 전
환한 것이다.

도 대형마트, TV홈쇼핑, 인터넷쇼핑몰과 같은 다양한 업태의 대형유통업체가 새롭게 등장함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에는 그동안 일감몰아주기의 전형적인 사례로 거론되어 온 시

에 따라 규모의 경제가 시현되어 생산성·효율성이 제고되었다. 소비자의 선택 기회가 증대되

스템통합(SI)분야를 집중 감시하여 SK텔레콤(주) 등 SK그룹 7개 계열사(SK텔레콤, SK이노베

고 쇼핑과 문화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원스톱 쇼핑이 활성화됨에 따라 소비자 후생도 크게 증진

이션, SK에너지, SK네트웍스, SK건설, SK마케팅앤컴퍼니, SK증권 등)가 같은 계열사인 SK씨

된 바 있다.

앤씨(주)와 시스템 관리 및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줌

이 같은 유통산업의 변화와 유통업체의 대형화는 산업의 선진화와 소비자 후생 증진에 긍정

으로써 SK씨앤씨(주)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를 적발하고 34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적인 역할도 하였지만 시장구조가 점차 독과점화됨에 따라 시장경제의 건전하고 균형있는 발
전을 저해할 수 있는 부작용들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과점화된 구조로 야기된 우월적 지위

(2) 대기업집단 공시 강화로 사회적 감시 확충

를 활용하여 중소납품업체와의 거래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유발하거나,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행위와 관련하여

를 어렵게 하는 등의 문제점들이 발생하였다.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총수의 말보다 잘못된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또한 대형 유통업체들의 빠른 사업 확장으로 인하여 영세 자영업자의 삶의 터전이 잠식당하

중요하다.”며 대기업의 자율 규제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대기업집단에 대한 사

면서 이들 간 갈등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독과점 등 시장실패를 방관하

회적 감시시스템과 관련하여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출총제 폐지 이후 기업집단 공시제 운영

지 않고 개입과 중재를 통하여 공정하고 따뜻한 시장경제 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

등 정보제공 노력을 하여왔고 언론과 시민단체 등이 활발한 문제제기를 하는 등 긍정적인 효

력을 기울였다.

과가 있었다.’고 평가하였다.(파이낸셜뉴스, 2012.2.1)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에 대기업의 부당한 일감몰아주기를 감시하기 위하여 내부거래와

2.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개선

관련된 정보가 적시에 충분히 제공되도록 공시대상을 확대하였다. 공시항목과 내용도 강화하
도록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계열회사

(1)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감시 및 제재 강화

와 자금, 자산, 유가증권, 상품, 용역 등을 일정규모 이상으로 거래하는 경우 사전에 이사회 의

2011년 공정위는 55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집단에 소속된 광고, 시스템

결을 거쳐 공시하여야 하는 제도)를 개정하였다.

통합, 물류업체 20곳의 거래현황과 사업자 선정방식 등을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공시대상이 되는 총수일가의 소유 지분 범위를 기존 30%에서 20%로 축소하여 공시대상 회

조사대상 업체와 계열사 간의 거래액은 9조 1,620억 원이다. 이중 88%인 8조 846억 원은 경쟁

사를 기존 217개에서 245개로 확대하였다. 또한 공시대상 거래금액도 자본금의 10% 이상 또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계열사와의 거래에서 수의계약 비

는 100억 원 이상에서 5%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아울러 계열사 간 계

중은 41%에 불과하였다.

약이 경쟁 입찰 방식인지, 수의계약 방식인지도 공시하도록 하여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에 대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011년 7월 “대기업들이 MRO 등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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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기업집단 스스로 일감몰아주기를 자제하도록 유도

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국내 다른 산업분야와 비교해 볼 때도 조립가공업과 기초소재업에 이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관행 개선은 정부의 조사와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궁극적으로

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세 번째로 높은 국가 중추산업에 해당한다. 고용과 물가경

는 대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경쟁입찰 확대를 통하여 독립 중소기업에게 사업기회를 개방하여

로를 통하여 소비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산업적 특성상, 유통산업의 균형적인 발전

야만 가능한 일이다.

은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와 물가, 고용, 소비 등에 큰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국가경제에 직접적

2012년에 국내 10대 기업집단(삼성, 현대기아자동차, SK, LG, 롯데, 현대중공업, GS, 한진,

으로 영향을 미친다.

한화, 두산 등 자산 총액 기준)은 그간의 일감몰아주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쟁입찰을 확

1996년에 허가제 등 진입장벽을 모두 없애고 1997년에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대하고 계열사가 아닌 독립 중소기업에 사업기회를 개방하겠다는 자율선언에 참여하였다. 자

을 제정하면서 국내 유통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었다. 이에 따라 1993년 이마트, 1996년 테스코,

율선언에 참여한 기업집단들은 우선 광고·SI·물류·건설 분야에서 수의계약 방식대신 경쟁

1998년 월마트 등 대형 유통기업들이 유통시장에 진입하였다. 유통시장 개방 초창기에는 유통

입찰 방식을 점진적으로 도입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계열사 간 내부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

산업 선진화와 소비자 후생의 진전에 대한 관점이 지배적이었으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위

하여 내부거래위원회의 설치도 약속하였다. 이러한 대기업들의 자율개선 노력에 대하여 김동

축,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관행에 따른 마찰도 두드러지지 않았다.

수 공정거래위원장은 “내부거래 중 상당한 물량이 경쟁 입찰을 통하여 개방되면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집단에도 득이 된다.”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유통시장의 대형화·과점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2005년경에 이르러서는 대형유통
업체와 전통시장의 매출이 역전되었다. 대형마트의 공세적인 시장진입과 소비시장 잠식이 이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는 업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대기업이 거래상대방 선정

어지면서 대형유통기업의 시장점유율이 70%를 상회한 반면, 전통시장은 2000년 이후 1,857

시 참조할 만한 모범기준과 절차(best practices)를 담은 ‘거래상대방 선정방식에 관한 모범기

개에서 2008년 1,550개로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매출도 40조 원에서 2008년 26조 원으로 감소

준’을 마련하여 하위 대기업집단으로 일감몰아주기 관행의 자율적 개선 노력이 확산되도록 여

하고 있었다.

건을 조성하였다.

아울러 슈퍼마켓보다는 크고 대형마트보다는 작은 소매점인 SSM(기업형 슈퍼마켓: Super

10대 기업집단의 경쟁입찰 확대 자율선언에 이어 47개 대규모기업집단 전체로 모범기준 채

Supermarket)이 대도시에 이어 지방 중소도시로 확대되고 서민경제의 근간인 골목상권까지

택이 확산되면 수의계약에 의한 일감몰아주기가 줄어들고 역량 있는 중소기업의 사업기회가

진출하면서 갈등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20인 미만 중소유통업(소매업 기준)이 전체 유통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업체의 99.3%에 달하며, 5인 미만 영세업이 95%를 차지(2006년 말, 통계청)하는 등 유통시장

47개 민간 기업집단의 광고·SI·물류·건설 분야에서의 내부거래 규모는 27조 원(10대 그

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재래시장, 골목슈퍼 등 영세 상인들은 대형마트, SSM 등 기업형

룹은 17조 5,000억 원)에 달한다. 이중 상당한 물량이 경쟁입찰을 통하여 중소기업에 개방된다

유통업의 성장에 크게 반발하였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규제 도입 논의가 크게

면 역량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되어 대·중소기업 공생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

확산되었다.

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기업 발주사 입장에서도 최적의 거래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게 되
고, 그간 계열사 물량에 안주해 오던 대기업 수주사도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하여 노력하

(2) 1차 SSM 출점규제

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06년부터 대형 유통업체들을 규제하기 위한 다수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
으나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17대 국회에서 발의된 대형마트 신규출점 및 영업활동(영업

3. SSM 규제: 대형유통과 중소유통 간 상생협력

시간·품목)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 12건은 한 건도 통과되지 못하였다.
18대 국회에 들어서도 SSM 허가제,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영업품목제한 등 대형

(1) 배경

마트·SSM 규제를 위한 법안이 20개 발의되었다. 정부는 유통산업 선진화와 상생협력 환경 조

유통산업은 전후방 시장의 연관효과 및 산업간 연계효과가 지대하여 국가경제상 매우 중요

성이라는 양립하는 사회적 요구를 조화롭게 정책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2010년 3월 청와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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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SSM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SSM 출점속도 및 중소 유통업체 자생력 강화 대책에 대하여 논

의 추가 개정이 진행되었다. 2011년 6월 개정된 ‘유통법’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500미터

의하였다. 동 회의에서 지식경제부가 중소 유통업체 자생력 강화 방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

에서1킬로미터로 확대하고, 일몰규정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출점 규제를 강화하였다.

하되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규제법안 시행을 동시에 추진할 것을 합의하였다.
같은 해 4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규제하는 ‘유통법’과 기타지역을 규제하는 ‘대중소기업상

(4) SSM 영업규제

생협력촉진법(이하 ‘상생법’)’개정안이 국회 지식경제위를 통과하였다. 개정안이 통과한 이후

두 차례의 ‘유통법’ 개정에 따라 대형마트와 SSM 등록제를 도입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양 법률 개정안을 두고 이해집단 간 대립과 규정의 타당성에 대한

서의 신규출점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기존에 진출해 있는 대형마트와

논란은 계속되었다.

SSM으로 인한 골목상권의 잠식에 대한 새로운 대응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규

정부는 2010년 6월 중소유통단체장이 참석한 당정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대외적

모점포의 영업규제를 포함한 ‘유통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2011년 12월 통과되었다.

설득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유통법’을 먼저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8월 광복

새로 도입된 영업규제는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와 SSM을 대상으로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절을 맞아 이명박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공정한 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큰 기업과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월 1~2일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정부는

작은 기업이 상생하고 서민과 약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승자가 독식하지 않는 사회’를 위

일률적인 영업규제 내용을 담고 있던 개정 초안에 대하여 반발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

하여 노력할 것을 강조하며 공정거래 질서 확립의 필요성에 대한 대외적인 설득 노력을 지속하

렴하여 농수산물의 연간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지자체의 조례로

였다. 이러한 노력 끝에 7개월 만에 ‘유통법(11월 10일)’과 ‘상생법(11월 25일)’은 국회를 통과

써 의무휴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합리적인 규제조치가 될 수 있

하고 2010년 연내에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도록 힘썼다.

개정된 ‘유통법’은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를 ‘전통상업보존
구역’으로 지정하여 대형마트와 SSM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여하도록 하였으며 3

4.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관행 개선 및 판매수수료 자율인하

년간의 일몰규정을 두고 있었다. 개정된 ‘상생법’은 대기업 직영점 뿐 아니라 가맹점 형태의
SSM(대형유통업체가 가맹점 총 개설비용의 51% 이상을 부담)도 ‘사업조정제도’의 적용대상

(1) 배경

에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유통산업의 변화는 대형유통업체들의 SSM을 통한 골목상권 진출 문제뿐만 아니라 중소 납

정부는 개정 ‘유통법’과 ‘상생법’ 시행에 따라 ‘사업조정지침’을 개정하고 각 지자체별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신설 제도의 내실있는 집행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였다.

품업체들에게 대한 불공정관행의 증가라는 또 다른 부작용도 초래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유
통시장, 즉 소매업시장의 점진적인 독과점화 심화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대형화 및 업
태 간 계열화를 통하여 비대하여진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나 입점업체와의 거래관계에서 상품

(3) 2차 SSM 출점규제

의 가격결정권 및 막강한 구매력을 바탕으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수 있는 힘과 유인을

2010년 개정된 ‘유통법’의 시행에 따라 대기업들의 기업형 슈퍼마켓의 출점 속도가 다소 완

갖게 된다고 볼 수 있다.   

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유통법’ 통과 전까지 주요 4개사의 신규 SSM 출점 건수는 한 달 평균

분야별로 상위 3개 대형유통업체의 시장점유율을 보면 2009년을 기준으로 백화점의 경우

18건에 달하였으나 ‘유통법’ 통과 이후 한 달간 신규 출점 검수는 8건으로 급감하였다. 신규

롯데, 현대, 신세계 등이 약 81%, 대형마트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이 약 80%를 차지

SSM 출점건수의 감소에 따라 사업조정신청 건수 등 분쟁도 줄어들고 ‘상생법’ 통과 직전 진행

하였다. 또한 TV 홈쇼핑은 CJ오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 농수

중이던 75건의 사업조정이 ‘상생법’ 통과 이후 한 달간 15건이 마무리 되는 등 계류 중이던 사

산홈쇼핑의 5개 사업자가 전체 시장의 100%를 점유하고 있다.

업조정도 빠르게 자율적으로 타결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한-EU 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과정에서‘유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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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납품 중소기업의 판매수수료율 적정 여부 인식도(2010.12 기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법률안 제정 전문가 TF팀을 운영하는 등 수 차례에 걸친 전문가 간담
회·토론회를 개최함은 물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대형유통업체, 중소납품업체 관련 협회

구분

N

높음

전체

300
백화점

주거래처

약간낮다

매우낮다

매우높다

매우높다

보통이다

56.4

19.7

19.7

36.7

3.3

0.3

100

73.0

26.0

26.0

47.0

0.0

0.0

대형마트

100

43.0

15.0

15.0

28.0

8.0

1.0

TV홈쇼핑

100

53.0

18.0

18.0

35.0

2.0

0.0

등)를 대상으로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업태별(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편의점, 중소납품
업체) 릴레이 간담회도 개최하였다.
또한 국회에서도 박선숙의원실 주최 공청회(2011.6.10), 정무위원회 공청회(2011.6.21) 등 2차
례에걸쳐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법제정에대한 여·야 간,국민·정부 간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제정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현재 시행 초

※ 자료: ‘대규모 소매점과 납품 중소기업 거래실태조사 보고서’(2010.12, 중소기업중앙회)

기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협회나 단체에 대한 교육, 리플릿이나 법령해석 소책자의 발간·
배포, 릴레이 간담회의 지속적인 개최를 통하여 법령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고 제도적인 연착륙
가 30%에서 56%로 각각 증가한 것과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소매업 시장이 과도한 시

을 기대하여 볼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세분화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과 과징금 한도 상향으

장집중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로 인하여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 사전 예방적 효과도 어느 정도

이러한 시장의 독과점화 현상은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대형유통업체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의 강화로 이어진다. 대형유통업체들은 자신과 거래하는 납품·입점업체들에 대하여 시장지배
력이나 구매력에 기인하는 우월한 협상력을 통하여 이른바 ‘구매자 힘’을 가지게 된다. 이는 대

② 판매수수료 수준의 자율적인 인하 유도

형유통업체가 중소납품업체를 상대로 하여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거래조건을 설정

정부는 2011년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과 같은 주요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할 수 있음은 물론 더 나아가 각종 불공정행위들로 이어지는 주요 배경이 된다.

수준을 하향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왔다. 첫 단계로 2011년 2월 공정거래위원장

특히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판매수수료 수준은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중소납품업체들의

주재로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사의 CEO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동반성장 추진대책의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어 왔다. 불공정거래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였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CSR)의 우수사례 안내를 통하여 기업 내

수료 수준의 하향안정화를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대형유통업체의 자율적인 거래관행을

부의 자발적 인식전환과 동반성장 정신의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자발적 노력을 당부하였다.

개선하고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시킬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게 된 것이다.

이어 2011년 6월에 11개 대형유통업체들의 판매수수료 수준을 조사·분석하여 최초로 공개
함으로써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평판을 불러 일으켰다. 7월에는 3개 주요 백화점·대형마트, 5

(2) 주요 추진 내용

개 TV홈쇼핑사의 임원들과의 상생협력 간담회를 통하여 높은 판매수수료 수준과 이로 인한
중소납품업체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상호 교감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2011년 9월, 11개 대형

① 대규모유통업법의 제정을 통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유통업체들과의 CEO 간담회를 통하여 업계 자율적인 수수료 인하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대형유통업체의 정당한 사유 없는 상품의 반품이나 상품대금 감액과 같은 각종 불공정거래

하는 합의를 이끌어 내기에 이르렀다.

행위를 규제하고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사이의 동반성장문화를 확산시키는 내용을 주요

합의 이후에도 업계 자율적인 수수료 인하안을 마련하여 실제로 시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골자로 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2011년 11월 14일 국회에서 최종

일은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하였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 관계자들과 수시로 간담회를

의결되었다.

실시하여 중소납품업체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함께 강구하는 한

정부는 동 법률의 입안 단계부터 최종 의결단계까지 관련 협회 등 이해관계자 및 국회와 긴

편 적극적인 언론 홍보 및 브리핑을 통하여 수수료 인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

밀히 공조하여 실효적인 법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왔다. 교수·

를 유지하는 데에도 주력하였다. 특히 2011년 10월 중에는 16개 해외명품 및 국내 유명브랜드

326

선진화 개혁

제3편 공정한 사회

327

의 백화점 판매수수료 수준을 집중 조사하여 발표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국내 중소납품업체의

수렴하여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수수료 수준이 과다하다는 점을 비교·부각시켰다. 상위 3사 백화점에 입점한 73개 중소납품
업체에 대한 설문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판매수수료 외에도 판촉사원 인건비, 인테리어비 등

(2) SSM 규제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비용부담 수준이 높으므로 판매수수료 인하는 꼭 필요하다는 점을 국

유통시장의 급격한 대형화·과점화에 따른 폐해를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2000년

민들에게 널리 알린 바 있다.

이후 1,857개에서 2008년 1,550개로 급감하던 전통시장의 수가 2011년에는 1,500개로 감소추

이와 같은 오랜 협의과정을 거쳐 마침내 대형유통업체들은 지난 해 2011년 10월부터 중소납

세가 완화될 수 있었다. 전통시장의 매출 규모 또한 2000년 40조 원에서 2008년 26조 원으로

품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율을 1~7%p 인하하는 내용의 동반성장 추진방안을 마련·시행하

급감하다가 2011년에는 24조 원을 기록하여 유통시장 변화에 따른 골목상권의 잠식을 둔화

고 있다. 아울러 2011년 9월에 합의한 11개 대형유통업체 외에도 3개 백화점, 3개 대형마트, 5

시킬 수 있었다.

개 면세점사업자가 수수료 인하에 순차로 동참하는 등 총 22개 대형유통업체가 자발적 수수
료 인하방안을 발표함으로써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강화하는 대열에 합류하였다.

그러나 영업규제 신설 이후 대형마트 업계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며, 골목상권은 추가적
인 규제 도입을 요청하는 등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의 갈등은 완전히 봉합되지 않고 있다. 정부

이는 대형유통업체와 중소납품업체, 기업과 정부 간에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법집행만으로

는 그간 SSM 규제 확대 과정에서 끊임없이 대형마트와 SSM 업계의 자정노력을 설득하는 한

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편 중소상인들과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후에도 정부는 대립

2011년 11월 8일자 논평을 통하여 대형유통업체의 수수료 인하는 유통분야 동반성장의 새로

하는 이해관계의 조정과 유통산업 선진화 달성을 위하여 규제의 운용의 묘를 최대한 살리는

운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 높이 평가한 바 있다.

동시에 업계의 자정노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득과 지원을 지속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대형유통업체의 자율적 인하 결과 2012년 말 현재까지 약 5070여개 중소납품 업
체가 판매수수료 인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조가 계속된다

(3)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관행 개선 및 판매수수료 인하

면 중소납품업체로서는 과중한 판매수수료 수준으로 인한 부담을 어느 정도 덜 수 있을 것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여·야 합의를 통하여 대형유통업

로 판단된다. 중소납품업체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려는 구체적인 정책효

체와 거래하는 5만여 납품·입점업체를 불공정한 거래관행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

과가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치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특히 유통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법적 인프라를 주요 선진국 가운데 최초로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기념비적인 일이라고 볼 수

5. 향후 과제

있을 것이다.
정부는 대규모유통업법 및 시행령을 철저히 집행하는 한편 동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

(1)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개선

도록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홍보에도 주력하였다. 또한 동법의 시

2012년 말 현재에도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활

행에 발맞추어, 납품업체와의 핫라인 개설을 통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및

발히 진행 중이다. 여야 정치권이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모두 경제민주화와 관련하여 대기업의

유통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장·단기 종합대책 마련·시행을 통하여 2012년이 유통

일감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들을 내놓고 있다.

분야 거래질서 개선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행태를 완전히 근절시키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한편 정부는 대형유통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판매수수료 인하 방안이 실질적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감몰아주기는 중소기업과 관련 시장의 공정

으로 중소납품업체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나가야

한 경쟁질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총수일가의 편법적인 상속과 증여

한다. 수수료의 인하가 다른 부분에서의 비용 전가로 이어지는, 소위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일

의 수단으로도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향후 논의과정에서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은 없는지에 대하여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현 시점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추세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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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수수료 인하현황(2012.12 기준)

구분

업체명

유통분야 동반성장의

대상업체수
전체a

인하대상b

b/a(%)

인하폭

새 이정표 세운 백화점 수수료 인하

롯데백화점

800

642

80.3%

1~7%p

현대백화점

626

534

85.3%

1~7%p

신세계백화점

610

490

80.3%

1~7%p

갤러리아

297

150

50.5%

1~5%p

NC백화점

283

102

36.0%

1~3%p

AK플라자

245

53

21.6%

1~3%p

2,861

1,971

68.9%

-

이마트

721

617

85.6%

2~5%p

홈플러스

614

526

85.7%

2~5%p

롯데마트

449

429

95.5%

2~5%p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여 우선 수수료의 하향 안정화가

코스트코

136

70

51.5%

0.5~5%p

하나로클럽

647

324

50.1%

0.5%p

2011년 6월경부터 백화점이나 중소납품업체 임직원 등

황을 겪으면서도 수수료를 인하한 적이 없는 것을 감안하

킴스클럽

426

210

49.3%

1~3%p

과 수많은 면담 혹은 간담회 등을 본격적으로 개최하였다.

면 유통분야 동반성장의 새 이정표를 세운 것”이라는 입장

2,993

2,176

72.7%

-

이 과정에서 백화점의 일부 전・현직 임원마저도 개별적

을 표명하는 등 각계의 환영이 이어졌다.

GS홈쇼핑

143

122

85.3%

1~5%p

으로는 과도하게 일방적으로 인상된 수수료가 인하되어

1차 수수료 인하가 어렵게 이뤄졌지만 영세한 납품업체

CJO쇼핑

207

206

99.5%

1~7%p

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래서 대기업 납품업체를

중심으로 인하되어 2012년 11월에 추가 인하가 이뤄지기

5개

현대홈쇼핑

285

220

77.2%

1~5%p

제외하고 중소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수수료 인하가 바람

도 하였다. 앞으로 수수료가 더욱 하향 안정화되고, 판촉

TV홈쇼핑

롯데홈쇼핑

210

201

95.7%

1~5%p

직하다는 개략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6개
백화점

소계

6개
대형마트

소계

농수산홈쇼핑

61

56

91.8%

1~5%p

906

805

88.9%

-

롯데면세점

76

54

71.1%

3~11%p

신라면세점

52

27

51.9%

3~11%p

동화면세점

33

16

48.5%

3~10%p

워커힐면세점

23

12

52.2%

3~7%p

한국관광공사

47

16

34.0%

3~12%p

231

125

54.1%

-

6,991

5,077

72.6%

-

소계

5개
면세점

소계
합계

백화점의 독과점이 심화되어 3개 대형사가 전체 시장

아울러 유통업체의 전반적인 수수료 실태(2011.6.30),

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들 백화점

국내외 유명 브랜드의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현황

은 막강한 구매력을 배경으로 중소납품업체의 판매수수

(2011.10.18), 중소납품업체의 수수료가 과도한 실태

료를 계속 인상하여 일부 품목에서 약 40% 수준까지 높

(2011.10.25) 등을 계속 공개하였다. 그래서 수수료 인하

였다. 그리고 납품업체에게 판매사원 파견을 요구하고,

가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크게 확산되었고, 결국에는 중

판매촉진비나 인테리어비 등을 떠넘기는 횡포를 계속하

소납품업체 중 절반을 대상으로 수수료가 3～7%p 인하

였다. 이에 따라 백화점의 독과점 남용행위를 개선하여야

되었다.

추진되었다.

이처럼 우여곡절을 거치며 수수료가 인하되자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지난 30여 년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상

비나 인테리어비를 납품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그런데 3개 백화점 대표가 함께 모여 구체적인 인하방

행위 등이 개선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유

안을 논의하자 입장을 바꿔 인하에 소극적이거나 심지어

통업,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동반성장이 명실상부하

반대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새로운 회의 등을 다시 개최하

게 뿌리내리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여 마침내 2011년 9월 6일 수수료 인하방안이 합의되었
다. 이어서 약 2개월 동안 밀고 당기기를 거쳐 11월초 구

- 지철호(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장)

체적인 인하방안이 마련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언론 등은 공정위가 수수료 인하에 관
여하는 것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나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
난다는 등의 이유로 비판하였다. 그러나 공정위는 일부 중
소업체의 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이고, 인하 대상이나 수준
등을 각 백화점의 자율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득해 폭넓
은 이해를 얻었다.

었던 판매수수료율의 하향화 계기를 마련한 상태라고 본다면 수수료율의 하향 안정화가 지속
될 수 있도록 꾸준한 점검과 제도개선,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함께 도모하는 것은 향후 계속적
으로 추진하여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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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반성도 하고 있다.
최근 유럽발 재정위기에서 비롯된 전세계 성장 둔화,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많은 나
라가 높은 물가와 높은 실업률에 신음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탐욕경영’에
서 ‘윤리경영’으로 ‘자본의 자유’에서 ‘자본의 책임’으로, ‘부익부 빈익빈’에서 ‘상생 번영’으로

제4장

진화하는 새로운 시장경제의 모델이 필요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생발전’을 새로운 발전모델로 제시하면서

공정사회 추진 평가 및
향후 계획

‘발전의 양’ 못지않게 ‘발전의 질’이 중요하며, 격차를 확대하는 발전이 아니라 ’격차를 줄이는
발전‘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일자리가 늘어나는 성장이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서
로가 서로를 보살피는 따뜻한 사회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공생발전’을 위하여 ‘공정사회’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한 과제들이 사회에 뿌리를 내리는 것
이 중요하다. 첫째, ‘열린 고용 사회’ 구현과 관련하여 기업들이 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 취업의
문을 여는 움직임은 매우 바람직하나 이것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도 두루 확산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마이스터고, 특성화고에 대한 전액 학비 지원과 산학 연계를 바탕으로 ‘선취업,
후진학’의 기회를 더욱 넓혀나갈 계획이다. 둘째,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관련하여, 비정규직이

정부의 지속적인 공정사회 추진 결과 공정성이 사회 전 분야의 가치판단 기준 및 행동규범

동일한 노동에서 차별 받는 일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공공기관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

으로 부각되었다. 마이클 센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신드롬, 슈퍼스타K2에서 ‘허각’이 공정성

여야 한다. 셋째, ‘동반성장’ 확산과 관련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의 생존 기반과 경쟁력

의 아이콘으로 부각되는 등 공정사회 이슈의 공론화로 국민들의 잠재되어 있던 공정성에 대한

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공정한 시장경쟁 조성 방안 마련에도 더욱

열망을 분출시키는 단초를 제공하였다.

힘을 모을 예정이다.  

불공정한 관행과 제도도 상당한 개선이 있었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이었던

공정한 사회는 우리가 선진일류국가로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할 길이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전관예우, 조세포탈 등을 근절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였고, 학력차별, 우월적 권한 남용 등의

들더라도 국가적 과제로 계속 이어가 실천으로 뿌리내릴 수 있어야 한다. 공정한 사회는 정부

시정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정부가 사회의 환부를 온전히 드러내고 ‘공정’이라는 기

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으며 정부와 시장, 정치권과 시민사회,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힘을 합쳐

준에 맞추어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것은 큰 의미가 있고 ‘시대적 명제’라는 공감대가 점차 확

함께 해 나가야 한다. 공정사회에 관한 정부의 정책 추진은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 그리고 시

산되었다. 기업은행·한화 등 기업의 고교 졸업자 채용 확대, 오디션 열풍 등 능력 중심의 ‘열린

민사회의 자발적인 노력이 함께 할 때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채용’ 증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능기부 확산 등 성숙한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모습
을 우리 스스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미흡하였던 점도 있었다. 공직비리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정부의 진정성이 훼
손되고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추진동력이 저하되었다.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과제의 적극적인

공정사회는 기존의 잘못된 관습과 문화를 바꿔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회 모든 분야의 적
극적인 동참이 있을 때 성공할 수 있다. 특히 사회 각 분야를 이끄는 지도층부터 솔선수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회지도층부터 ‘나부터 먼저’라는 마음으로 스스로 변화할 때 공정사회
는 보다 빨리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발굴 노력도 다소 부족하여 공정사회에 대한 국민체감도가 낮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법과 제
도개선에 치중하면서 보다 근본적 해결책인 국민의식과 문화의 개선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
하였다. 민간차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도 부족하여 국민의 호응과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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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개혁 추진 방향
전 세계적 경제위기와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 출범한 이명박정부는 국가발전의 비전을
‘선진일류국가를 이룩하여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및 강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

제1장

설정하였다. 5대 국정지표로 섬기는 정부, 활기찬 시장경제, 능동적 복지, 인재대국, 성숙한
세계국가 등을 제시하였다.

추진 배경 및
개혁 추진 방향

특히 이명박정부는 섬기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정부의 역할을 재설정하여 민간의 자율
성을 증대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의 통폐합과 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추
진하였다. 즉 공공부문의 비효율 제거와 대국민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이 한 차원 높은 국가경
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원동력임을 인식하고 우선적으로 정부조직을 유능하고 작은 정부로
개편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선진화 작업을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하
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먼저 정부조직은 ‘유능하고 작은 정부, 국민을 섬기는 실용정부’로의 개편을 목표로 정부
역할을 원점에서 검토하여 민간이나 지방이 잘 하거나 잘 할 수 있는 일은 과감히 이양하는

제1절   추진 배경

한편 정부가 반드시 하여야 할 일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부처로 흩어져 있는 기능을
통합하고, 불필요한 위원회를 대폭 정비하여 기능과 조직이 광역화된 대부처주의(大部處主

이명박정부 출범 무렵은 국가 간의 협조체계와 글로벌 경쟁이 동시에 심화되는 시기로 우

義)를 도입하였다.

리나라에는 더 넓은 수출시장과 글로벌 최적화라는 기회요인도 되면서 동시에 국내산업의

아울러 부처 간 할거주의를 제거하여 행정기관 간 상호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공동화와 수출품 가격경쟁력의 저하 및 우수 두뇌유출 등의 위협요인도 상존하는 매우 어려

추진하기 위하여 ‘다수부처 간 융합행정체제’ 강화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소통과

운 시기였다. 특히 이명박정부 출범 후에 발생한 세계적 경제위기의 확산은 새 정부의 정책추

협력을 통하여 공동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도록 하였다.

진을 더욱 어렵게 하는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이 시기는 경제구조가 산업경제에서 지식기반경제로 급속히 전환됨에 따라 IT. BT.

한편 시장경제가 활발해지고 민간기업의 역량이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은 여
전히 비대하고 비효율적인 조직운영으로 비난받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NT 등 신기술 분야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분야를 넘나드는 기술융합이 새로운

이명박정부는 ‘작은정부, 큰 시장’, ‘국민 편익 증대’,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및 ‘투명성’의 원칙  

사업영역으로 대두되는 시기였다.    

하에 공공기관 선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사회적으로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에 따른 사회적인

공공기관의 선진화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개편을 병행하여 추진하였는데 하드웨어적

부담이 증대되고, 외국인 인력의 유입 증대로 인한 다문화 사회화 현상의 확산과 수명연장에

으로는 민영화와 지분 매각을 통한 구조 개편, 유사기관 통·폐합을 통한 기능 중복 해소, 독

따른 노후생활에 대한 부담으로 정부의 복지지출에 대한 증가압력이 거세지고 있었다. 국가

점적 시장에 경쟁개념 도입, 경영효율화를 통한 방만 경영 차단 및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출

운영면에 있어서는 민주적 환경과 절차가 중요해지고 개인의 창의와 시장의 활력이 국가경쟁

자회사의 선진화 정책 등을 추진하였다.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법과 원칙에 따른 노사관계 선

력의 핵심요소로 부각되어 시민사회의 권한이 확대되고 신뢰와 소통에 바탕을 둔 새로운 국

진화 정책과 보수체계의 합리적 개편정책 등을 추진하였다.

가 거버넌스가 요구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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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선진화 등을 통하여 대국민 서비스 개선도 적극 추진하였다.
교통운영 체계 선진화는 자동차 1,000만 대의 마이카 시대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

청와대에서의 점심 한 그릇

요 선진국에 비하여 여전히 높은 교통사고 사망률과 교통 혼잡비용을 줄이는 한편,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소를 통한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교통운영 체계의 획기적 개선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에 착안하였다. 정부는 교통운영 선진화 정책결정을 위하
여 활발하게 여론을 수렴하고, 전문가를 참여시켜 직진 우선 신호 등 신호체계 개선과 우측
보행 확대 등의 개선책을 마련하였다. 동시에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를 통하여 올바른 교통문
화 정착과 교통운영 체계 선진화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공공기관의 평가를 주관하다가 평가를 받는 입장이 되
니까 어떻습니까?”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 현장실사에서 한국자산관리공
사(KAMCO) 사장인 나에게 던진 첫 질문이다. 그 질문을

정부는 일제 강점기에 시작된 지번 방식의 주소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
기 위한 도로명 주소 도입과 홍보에도 박차를 가하여 2014년 1월부터는 공적장부에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게 된다. 또한 국민 대다수가 불편을 겪고 있는 민원행정의 선진화를 위하여

받고나자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으로 보낸 시간이 주
마등처럼 눈앞을 스쳐갔다.

토요일 아침 한산한 광화문 앞을 지나 긴장된 마음으로
청와대에 들어가 보니 박재완 정무수석, 이종찬 민정수석,
곽승준 국정기획수석 등 많은 수석비서관과 행정관들이
모두 모였다.
대통령은 보고를 받으면서 공공기관 개혁과제를 하나
하나 세세하게 점검하였으며, 향후 구체적 실천방안과 대

2008년 5월의 어느 금요일 오후 6시경. 3월에 공공정

국민 홍보방안에 대하여 말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책국장으로 부임한 이후 3개월간 주말도 없이 공공부문

교환되면서 이날의 보고는 8시에 시작해서 워킹런치 시

주요 민원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과제도 선정하였다. 즉 국민을 섬기는 도우

의 개혁방안과 씨름하다 보니 눈꺼풀이 경련을 일으키며

간을 포함하여 무려 5시간이 흘러 오후 1시경에 종료되었

미 정부로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세계 최고 수준의 온라인 민원 서비스 체계를 구축

체력의 한계에 대한 신호를 보내고 있을 즈음 책상 위 핸

다. 박재완 수석비서관의 제안으로 명명된 ‘공공기관 선진

드폰의 벨이 울렸다. 청와대의 허경욱 비서관이었다.

화 방안’의 기본계획이 마련된 날이었다.

하고, 민원사무 및 구비서류 감축, 민원 시스템 개선, 법제도 정비, 온라인 이용 활성화 등 구
체적인 과제들을 추진하였다.

“대통령께서 내일 아침 8시에 공공부문 개혁의 기본계
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겠답니다.”

이명박정부의 공공개혁과 대국민 서비스 개선 추진

선진 일류국가

고생 많이 하였다는 대통령의 격려는 지난 3개월간의
고생을 치유하기에 충분한 위로가 되었으며, 중앙부처 국

너무나 갑작스러운 연락이었다. 지난 3개월간 준비를 하

장 이명박 대통령을 마주보는 자리에서 보고 기회를 가질

였지만 대통령 보고를 위하여 챙겨야할 자료가 한두 가지

수 있었다. 더구나 대통령과 워킹런치를 하면서 국정을 논

가 아닌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였다. 황급히 과장들에게 업

의하였다는 사실은 자랑할 만한 일일뿐만 아니라 공공기

무지시를 하고, 외부에 있는 장관에게 보고를 하였더니 몹

관 선진화 정책을 자신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시 급한 목소리로 저녁에 명동 은행회관의 장관 집무실에

되었다.

서 보고를 받겠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금요일 저녁에 과천
남태령을 넘어가는 것은 시간만 낭비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국가경쟁력 강화

- 장영철(전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결국 장관이밤 10시경에 과천청사로 오게 되었다. 늦은 밤
까지 장관 보고를 마쳤지만, 추진절차 등의 시행방안을 보

공공개혁

정부조직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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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이 미흡하고 의사결정의 질과 속도도 저하되었다. 특정 산업과 영역에 대한 보호·규제
위주의 기능으로 인하여 재난방지, 사회안전망, 공교육과 같은 미래에 대한 대비와 정책개발
기능은 미약한 것이 현실이었다. 또한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부처 간의 영역 싸움과 업무
조정으로 인하여 행정비용이 증가하고 정부가 꼭 하여야 할 일을 서로 미루거나 책임을 회피

제2장

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명박정부는 대한민국을 세계 일류국가로 선진화시키고자 하는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기

정부조직 개편

위하여 정부 기능의 재편과 정부조직의 통폐합 이라는 기초 작업이 무엇보다 우선적인 과제
임을 인식하였다.

2. 개편 방향과 기본 원칙
이명박정부가 구현하고자 하는 정부는 국민을 섬기는 실용정부로 구체적으로 그 개편방
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앞날에 미리 대비하고 기회를 선점하는 ‘유능한 정부’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급변하는

제1절   추진 배경과 경과

여건과 미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전략 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인재 양성, 연구개발,
자원 확보, 지구 온난화 등 미래 대비 기능을 내실화 하도록 하였다.

1.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의 필요성

둘째, 민간과 지방의 활력을 북돋우는 ‘작은 정부’로 정부와 시장, 국가와 자치단체가 할 일
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다양성을 존중하며, 중앙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2007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에서 세계 각국의 정부 효율성을 조사한 결과, 우리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나라는 55개국 중 31위에 머물렀다. 이는 네덜란드(7위), 캐나다(13위), 독일(15위), 미국(17

셋째, 최선을 다하여 ‘국민을 섬기는 정부’로 꼭 하여야 할 일은 확실히 하고, 성과에 따라

위), 일본(20위) 등 선진국가의 정부에 비하여 우리나라 정부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다소

보상을 받으며,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는 신상필벌 원칙을 확립하고,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떨어진다는 의미이다.

나라 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도록 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정부조직의 영역별 편제로 인하여 정책수요의 다양화·복합화에 대한

넷째, 칸막이 없이 유연하게 창의적으로 일하는 ‘실용정부’로 기능과 조직이 광역화된 대부
대국(大部大局)제를 도입하고, 조직·인사·예산 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고자 하였다.

선진국의 정부조직 개편 현황
•선진국은 편제를 광역화하고 부처 수를 줄이는 추세
- 일본: 2001년 1부 22성·청 → 12성·청
- 영국: 2001년 26부·성 → 18부·성
- 러시아: 2004년 23부 → 16부
- 미국·독일 15부, 프랑스·싱가포르 14부, 스웨덴 12부  

이를 위하여 먼저 정부 역할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여 정부가 꼭 하여야 할 일을 위주로
정부조직을 정예화하고, 중앙정부는 정책개발 및 조정에 집중하며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이양·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또한 서로 중첩되는 조직은 기능을 중심으로 통합하여 간소화하고 광대역화 하였다. 각 부
처로 흩어져 있는 유사한 기능들은 통합하고 옥상옥(屋上屋)의 조정기구는 정비하여 정책결
정 과정을 간소화하였다. 책임 없이 권한만 행사하는 위원회를 크게 줄여서, 부처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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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정부조직 기구도(2원 15부 2처 18청 5위원회 3실)

대통령

정부부터 유능한 조직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대통령실

꼭 정부가 하여야할 일이 아닌 것은 민간에 이양하겠습니다.
공무원 수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는 빠른 시일 내에 혁파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사(2008.2.25)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원

국가정보원

국무총리

정책이 분권적으로 수행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헌법상의 권한 배분 등 정부조직의 기본원칙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여 법적 근거가

국무총리실

특임장관

취약한 부총리제는 폐지하였다. 입법·행정·사법부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국가보훈처

법제처

3. 추진 경과

공정거래위원회

행정부로 편입하도록 하였다.

정부조직 개편작업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혁신·규제개혁 TF를 중심으로 추진되

여성부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노동부

환경부

보건복지가족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법무부

통일부

국회 심의과정에서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등 통폐합 부처의 존치 문제 등이

외교통상부

위하여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44개의 관련 법률안을 1월 21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기획재정부

부’ 라는 방향에 따라 새 정부의 조직 통폐합 방안을 확정하고 발표하였다. 이를 법제화하기

교육과학기술부

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008년 1월 16일, ‘유능하고 작은 정부, 국민을 섬기는 실용정

야당과 이해관계자의 반대에 부딪혔으나 인수위는 공청회와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하여 정부
조직의 개편 취지와 필요성에 대하여 꾸준히 설득하였다. 그 결과 2008년 2월 22일에 정부조
기상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특허청

중소기업청

산림청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소방방재청

경찰청

병무청

검찰청

정부조직이 3개 부처, 2개의 처, 1개 실 및 5개 위원회 등 총 11개의 기관이 줄어들어 2원 15부

통계청

조달청

관세청

국세청

에서 심의, 의결되었다. 이에 따라 개편 전에는 2원 18부 4처 18청 4실 10위원회로 구성되었던

방위사업청

직 개편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2월 23일 ‘정부조직법’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

2처 18청 3실 5위원회로 개편되었다.
※ 부총리제 폐지
※ 한시조직(5):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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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중앙행정기관 개편(1단계 정부조직 개편)

책·규제 기능과 방송위원회의 방송정책·규제 기능을 통합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통신
위원회’를 신설하였다.

1. 정부 기능의 통합·광역화를 통한 융합형 조직의 탄생
(3) 농림수산식품부·국토해양부
이명박정부의 제1단계 정부조직 개편은 중앙행정기관의 조정에 초점을 두었다. 옥상옥의

농업과 수산업의 전략적 합병과 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의 어업수

통제를 줄여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각 부처의 유사·중복 기능을 통합·광역화하

산정책, 보건복지부의 식품산업진흥정책 기능을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로 개편하였다.

여 융합과 상생이라는 시대의 큰 흐름에 맞도록 하였다.

육지와 바다, 산림으로 나뉜 국토관리와 물류를 통합하여 국토의 가치와 활용도를 제고하기

먼저 그간의 국무조정 기능 중복에 따른 불명확한 책임의 한계 문제, 부처 자율성 제약의
문제 등을 극복할 필요가 있었다.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개발, 항만건설, 해운물류 기능을 통합하여 ‘국토해
양부’로 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은 대통령실로, 국무총리 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은 국무총
리실로 통합하였다. 대통령 소속 12개 국정과제 위원회는 대폭 축소하여 핵심 국정과제에 한

(4)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가족부

하여 운영하는 등 상층부의 통제와 조정 기능을 줄여 나갔다.

인적자원개발 기능을 일원화하고 평생교육과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

다음으로 정책 대상이나 영역별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유사하거나 연관된 기능을 모아

도록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하여 ‘교육과학기술부’로 개편하였다. ‘태아에서

통합·광역화하여 수요자 입장에서 기능 중심으로 편제하였다. 특히 정부조직 개편에서는 주

노후까지’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구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국가청소년위원회, 여성가족

요 경제부처를 대규모로 통·폐합한 ‘융합형 조직’을 탄생시킴으로써 새로운 산업의 출현이

부, 기획예산처 등 수혜 대상별로 세분되어 있는 사회복지 기능을 통합하여 ‘보건복지가족부’

나 산업과 기술의 융합 추세 등에 유연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주요 내

로 확대 개편하였다.

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
(1)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인사관리와 조직관리를 연계하고, 비상대비와 재난예방·대처 등 안전관리 정책의 총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통합하여 경제정책 조정 기능과 재정 기능을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 국가비상기획위원회, 정보통신부의

일원화하였다. 기획예산처의 재정전략 기능과 재정경제부와 국무조정실에서 수행하던 경제

전자정부·정보보호 기능을 통합, ‘행정안전부’로 개편하였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

정책조정 기능을 묶어 조정 창구를 통합하였다. 기획예산처의 예산운용·성과관리, 재경부의

렴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권익위원회’를 신설, 국민의 권

세제·국고, 국무조정실의 복권기금 운영을 통합하여 재정 기능을 일원화하였다. 금융정책

익 보호와 권리구제 기능을 일원화하였다.

과 금융정보 분석 기능 등은 금융감독위원회와 통합하여 금융위원회로 개편하였다.

(2) 지식경제부·방송통신위원회
우리 경제가 지식기반형 경제, 기술혁신형 경제로 탈바꿈함으로써 실물경제의 융합과 신
산업 출현 등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의 정보
기술(IT) 산업정책,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정책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
를 신설하였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 추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의 통신 서비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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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관별 하부조직 및 인력의 재설계

중앙행정기관 개편 변동내역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방송위원회
정보통신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대통령실

방송통신위원회

중앙행정기관의 통·폐합이 기존 조직의 단순한 합병을 넘어서 정부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
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 기관별 하부조직도 과감하게 재정비하였다. 부처별 세부 기능은 새
로운 정책 수요와 책임행정, 수요자 중심으로 설계하되 부처 간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

국무총리실
특임장관실

정하였다.
특히 부처 기능 중 불필요한 간섭·규제 기능, 집행 기능, 민간이나 지방 이양 대상 기능을
최대한 발굴·정비하여 정부 조직과 기능을 슬림화하였다.

공정거래위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

금융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
국가청렴위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이러한 하부조직 개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하부기구는 실·국은 55개, 과는 93개가
감축되었다. 인력도 장관급 10명, 차관급 6명, 고위공무원 62명, 3·4급 이하 3,349명 등 총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3,427명을 감축하였다.

이명박정부 조직개편 결과
구분

교육과학기술부

중앙행정기관

중앙인사위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하부조직

비상기획위
국정홍보처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국가청소년위

국토해양부

선진화 개혁

45개(△11)
(2원 15부 2처 18청 3실 5위원회)

607,717명

604,290명(△3,427)

2,232개

2,084개(△148)

(실·국 591, 과(팀) 1,641)

(실·국 536, 과(팀) 1,548)

제3절   정부 기능 수행체계의 효율화(2단계 정부조직 개편)
1. 추진 배경 및 전략

보건복지가족부

(1) 추진 배경
환경부

※ 소속변경(1) : 기상청(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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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 폐지(2) : 안보회의사무처, 국민경제사무처

56개
(2원 18부 4처 18청 4실 10위원회)

지식경제부

여성부

중소기업청

개편 후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중소기업특위

인력

개편 전

중소기업청

이명박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시행한 정부조직 개편은 그동안 늘어나기만 한 정부 규모를
감축하고, ‘작고 효율적인 정부’ 운영의 기조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전 공공부문으
로 확산시켰다. 하지만 국민을 섬기는 정부로서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하여 정부기능 수행체계까지 재점검하여 볼 필요가 생겼다. 이에 따라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
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정부 부속기관을 효율화하고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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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분야의 법인화와 정부위원회 정비도
소홀히 할 수 없었다.

략 회의에서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3대 분야의 관리·집행적 업무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광역·종합적 계획

이를 위하여 정부는 2008년 3월 중앙과 지방 간, 민・관 간 기능·역할 재조정을 통하여 행

기능과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는 중앙정부의 업무로 존치하기로 하였다. 노동·환경

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2단계 정부 기능·조직 개편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특별지

등의 분야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하여 일부 분야의 기능·인력을 효율화하고, 지방에 대한 규

방행정기관 정비, 중앙행정기능의 민간 이양, 정부위원회 정비, 다수부처 융합행정체제 강화

제 합리화 조치를 추진하였다.

등이 그 주요 과제이다.  

이명박정부에서 추진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단위 사무 중심의
정비에서 사무 이양에 따라 관련 인력과 예산이 이체되는 포괄적인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점

(2) 추진 전략

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강도 높은 조직 개편이 지속됨에 따라 이해관계자와 관련 단체 등의 저

3대 분야 기능 이관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2010년 6월 완료하였다. 이를 근거로 총 208

항이 거셀 수밖에 없었다. 공공부문 개혁이라면 사람과 예산을 대폭 줄이는 일로 인식되기 때

명(식·의약품 101명, 국도·하천 48명, 해양·항만 59명)의 인력을 지방으로 이체하였다. 더

문이었다. 이러한 여건에서 제2단계 정부조직 개편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의 공

불어 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2009.4.22)을 근거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예산을

감을 얻고 전문가·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편성하여 재원을 지원하는 한편, 관련 장비도 이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정부는 ‘작은 정부’가 단순히 공공부문의 규모를 줄이는 게 아니라 국민의 안전·복지·환

지원하였다.

경·국방 등 정부가 꼭 하여야 할 일은 더 잘하면서 민간이 더 잘하는 기능은 과감하게 민간
에게 넘기는 것임을 강조하며 전문가 의견수렴, 대국민 홍보 등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제2

3. 정부기관의 법인화

단계 조직개편의 지지 기반과 추진동력을 마련하였다.
민(民)을 늘리고, 관(官)을 줄이는 ‘큰 시장, 작은 정부’ 기조가 세계적 흐름이 되면서 공공

2.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부문 개혁의 일환인 정부 기능의 법인화는 국내외에서 꾸준히 논의되어 왔다. 과거 서울대학
교병원(1978) 등 대학병원, 전매청(1987), 철도청(2005) 등을 법인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다.

정부가 특정한 국가사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치한 행정기관을 ‘특별지방행정기
관’이라 한다. 지방국토관리청·지방통계청·세관 등이 그 예이다. 국가사무를 담당하는 점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국립대학, 병원, 미술관 등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더 높은 수준의 서비
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관 운영의 효율성 또한 제고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에서 주민들의 자치사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와는 구별되지만 일부 업무가 중복되는

이명박정부는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하여 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분야를 법인

경우가 있어 예산·인력의 비효율성과 민원인 불편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으로 전환하여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하여 ① 설립 당

이로 인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 조정과 지방 이관은 매우 오랜 기간 논의되어 왔다.역

시와 변화된 시대적 상황, 민간의 경쟁력 성장 등으로 인하여 정부조직으로서의 유지 필요성

대 정부에서도 주요 과제로 추진하였으나 이해관계자 등의 반발로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

이 감소된 기관, ② 국내 법인화 선례 및 외국의 사례 등을 통하여 검증된 분야 등을 법인화

지 못하였다.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008년 2월 인수위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관 검토 대상 8대 분야(국도·하천, 노

이와 같은 선정기준에 따라 주로 교육훈련, 시험연구, 의료, 문화 기관들을 대상으로 검토

동, 보훈, 산림, 식·의약품, 중소기업, 해양·항만, 환경)를 선정하였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한 뒤 이해관계자, 소속 직원 등과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하여 기관별 법인화 추진방안을

관계부처·유관단체, 노조, 국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국도·하천, 해양·항만,

마련하는 한편, 관련 법안의 국회 의결 과정을 거쳐 국립의료원 등 6개 기관의 법인화 조치를

식·의약품 등 3대 분야의 집행 업무를 우선 이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7월 21일 지역발전전

완료하였다.

348

선진화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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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의 법인화 추진 실적
•(농촌진흥청) 시험·검사기능 분리(2009.3)→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설립(2009.9)

(1) 정부 출범시 정부위원회 정비
2008년 2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시급히 정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39개 위원회를 정비

•(국립의료원) 법률 제정(2009.4)→ 국립중앙의료원 출범(2010.4)

하기 위하여 33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6개 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수산과학원) 자원조성기능 분리(2010.5)→ 수산자원사업단 설립(2010.11)

최종적으로 18개 위원회를 폐지하고 7개 위원회는 소속을 조정하는 등 총 25개 위원회를 정

•(운전면허시험단) 도로교통법 개정(2010.7)→ 도로교통공단으로 이관(2011.1)
•(서울대학교) 법률제정안 공포(2010.12)→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출범(2011.12)
•(산림과학원) 사업화기능 분리(2011.7)→ 한국임업진흥원 출범(2012.1)  

비하였다. 구체적으로 헌법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자문위원회 중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국민
경제자문회의는 심의 기능은 유지하되 상설 사무처를 폐지하는 한편, 그간 과다한 조직·인
력 등으로 인하여 정비 필요성이 제기된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등 대통령 소속의 자문위원회 8
개를 폐지하였다.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제교육원, 국제과천과학관의 경우 법인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심
의가 이루어졌으나 제18대 국회의원 임기만료(2012.5.29)에 따라 폐기되었고, 제19대 국회에
서 다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국립생태원과 국립해양박물관 등 신설되는 전시·연구
기관의 법인화 계획도 이미 확정되어 향후 입법과정만 남겨 두고 있다.
이명박정부가 추진한 법인화 조치는 짧은 추진기간에 비하여 여러 가지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연구기관·국립대학 등 다양한 분야의 법인화 모델을

이명박정부의 정부위원회 변동 내역
구분

2008.2

2009.8

2010.6

2011.6

2012.6

계

579

461(△118)

431(△30)

499(+68)

505(+6)

행정위

44

42

40

34

36

자문위

535

419

391

465

469

발굴하여 확산시키고 법인 전환 이후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국가행정기관
의 자율적인 법인화 추진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2) 지속적인 정부위원회 정비
정부 출범 이후에도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다. 정부는 자문

4. 정부위원회 정비

위원회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정비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전체 530개 자문
위원회 중에서 273개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32개 위원회의 소속 및 직급 조정을 주요 내용으

노무현정부 말에는 대통령 직속의 12개 국정과제위원회를 포함한 총 579개의 정부위원회

로 하는 ‘제1차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을 2008년 5월 27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확정하였다.

가 활동하면서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위원회는 전문가나 시민단체의 의견을

제1차 정비계획에 이어 제2차(2010.8), 제3차(2011.8), 그리고 제4차(2012.3)까지 매년 정

수렴하고 신중한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통폐합, 위원 자격기준 조정, 출석회의 정례화 등 운영개선에 힘

책임행정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써 오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8년 12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
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위원회 설치 요건을 엄격히 하는 등 위원회 관리·운영의

(3) 정부위원회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

효율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례적인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필요성이 감

정부의 이러한 지속적인 위원회 정비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다원화에 따라 다양한 의

소된 위원회 등 총 266개 위원회를 적극 발굴하여 폐지하였다. 그 결과 2012년 6월 말 기준으

견 수렴을  위하여 정부위원회 신설의 요구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정부위원회를 보다

로 전체 정부위원회 수는 505개로, 노무현정부 말 579개와 비교하여 74개가 감소하였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신설을 위한 사전협의를 강화하여 유사·중복 위원회 등
의 설치를 예방하는 한편, 위원회 설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하여 부처의 책임행정을 강화하였다.  2011년 5월 정부위원회 관리제도 정착과 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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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를 위하여 여성위원 참여율 확대(위촉직의 40%)를 통하여 위원 구성의 대표성을 제고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다수부처 융합행정을 통하여 관련 부처 간의 경계를 뛰어

하였다. 나아가 2011년 8월에는 운영지침에 현장전문가 확대 등 인적 구성의 다양화 방안을

넘어 업무를 서로 연계 수행함으로써 국민 편의와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제시하였다.

예산·시설 등의 국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실용행정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5. 다수 부처 간 융합행정체제 강화

제4절   정부조직 개편의 주요 성과
(1) 추진 배경
이명박정부는 대부처 체제로의 개편을 통하여 그간 정부조직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정부의 기능과 조직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면 작은 규모로도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극대화

부처간 칸막이 현상을 상당 부분 해소하였으나 저출산·고령화 등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할 수 있다. 이명박정부는 1·2단계 정부조직 개편을 통하여 규제 중심의 조직과 인력을 감축

정책 현안을 특정한 부처가 모두 감당하는 것은 역부족이었다.

하였다.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 정부위원회의 기능을 재편하고 정비하여 국민생활을

따라서 수요자 관점에서 여러 기관 간 기능을 연계하거나 시설·인력·정보 등의 인프라를

보다 편안하게 하고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공동 활용하여 저비용·고품질의 공공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
는 융합행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 알뜰하고 효율적인 정부 운영

융합행정은 동일·유사 목적의 시설·장비 등을 공유하는 ‘시설·정보 공유형’, 고객 관점
에서 기관 간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형’, 부처 간 팀워크를 바탕으로 주요

(1) ‘대부처·대국주의’에 입각한 간소한 조직 운영

과제를 개발, 추진하는 ‘기관 간 정책협력형’ 등 다양한 유형으로 추진되었다.

이명박정부는 개편 전 대비 11개 중앙부처, 55개 실·국, 93개 과를 감축한 조직으로 출발
하였다. 이후 정부 운영 과정에서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일부 조직의 보강이 불가피하여

(2) 추진 경과 및 주요 성과

졌지만 2012년 9월 말 현재 노무현정부 말과 비교하여 9개 부처, 1개 실·국, 186개 과를 감축

먼저 비교적 단기간에 실행이 가능하고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면서도 행정기관 내부의

하여 운용하여 오고 있다.

일하는 방식 개선에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관계부처 합동
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일선기관 및 서비스 수혜자·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2) 공무원 증원 최소화

실무협의회 등 관계 부처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과제별로 실행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명박정부는 출범 이후 글로벌 경제위기와 어려운 국내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정부 조직·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10년에는 ‘북한이탈주민 운전교습비 감면’, ‘기상·강우 레이더 공동

인력의 효율화에 심혈을 기울였다. 기능이 쇠퇴하거나 유사·중복 분야를 적극 발굴하여 증

활용’, ‘출소예정자 등 취·창업 지원’ 등 6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2011년에는 ‘해수욕

원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증원이 필요한 경우라도 대규모 시설·장비 도입, 법령상 의무 이

장 안전관리 효율화’, ‘정부 특수견 운영 협력체계 구축’, ‘소규모 도서지역 치안 효율화’ 등 7

행, 핵심 국정과제 수행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인력을 보강하였다.

건을 체결하였다. 2012년에는 ‘취약계층 청소년 인터넷 중독 치유’, ‘해양재난 대응 및 해양쓰
레기 수거 효율화’ 등 4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2012년 9월 말 현재 노무현정부 말 대비 행정부 공무원은 8,325명(국가직 7,680명,
지방직 645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노무현정부 당시 증가한 공무원 7만 1,177명의

또한 융합행정의 추진 근거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반영하였

12% 수준에 그쳤다. 이는 경찰·교원 등 국민생활 안전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주요 분야의

다(2011.12.21). 추진 절차, 우수사례 등을 담은 ‘융합행정 가이드’를 개발하여 보급(2012.4)

인력을 대폭 보강하면서도 정부 출범 당시 조직개편과 서울대 법인화, 특별지방행정기관 정

하는 등 각 부처의 융합행정 추진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 오고 있다.

비 등 2단계 조직 개편을 통하여 지속적인 인력 감축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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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융합형 대부처 운영으로 정책 추진의 시너지 창출

(3) 농림수산식품부·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는 식품 업무를 통합하면서 기존에 규제 대상이던 식품산업을 고부가가치

이명박정부는 미래전략,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교육과학기술 진흥 등 국가 중장기 발전전

화·전략산업화한 결과, 2010년에는 식품산업 매출액이 142조 원(2007년 108조 원)으로 증가

략 차원에서 핵심분야를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유사·중복 기능의 통·폐합과 부처의 정책 역

하였으며 수산자원관리·어업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

량 강화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였다.
국토해양부는 육·해·공(내륙·항만·공항) 통합 교통·물류체계 구축으로 교통·물류 분

(1)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야의 투자·운영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2012년 여수세계엑스포 개최를 앞두고 단기간 내에

기획재정부는 예산, 세제 및 재정 기능의 통합으로 신속한 정책 추진이 가능하여졌고 위기

박람회장 조성, 도로·철도 등 관련 교통·수송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다. 2008년 화물연

대응력이 강화된 한편, 각종 정책의 통합성과 일관성 확보가 수월하여졌다. 특히 2009년 경

대 집단 운송 거부사태도 항만운영·대체운송 간 유기적 연계로 조기에 해결하여 피해를 최

제위기 조기 극복의 성공 요인은 예산과 세제가 뒷받침된 실효성 있는 위기대책의 수립 및 시

소화하는 등 내륙과 해양이 연계된 현안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였다.

행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 관련 법령 제·개정권이 금융위원회로 통합되어 금융위기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였
다.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의 분리로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였다.

(4)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 통합으로 초·중등교육 과정에서 창의 인성 교육, 수학과
과학교육에서 대학·연구기관 등 과학기술계의 참여와 역할이 확대되고 있고, 대학과 출연연
구소 간의 인력 교류・공동연구 등도 강화되고 있다.

(2) 지식경제부·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부는 이명박정부 출범 당시 가족·청소년 업무를 통합한 형태로 출발하였으나 이

지식경제부는 산업, 무역·투자, 에너지, IT, 산업기술 연구·개발(R&D) 등 산업정책 전

후 여성정책 기능과 가족 기능의 통합 수행을 위하여 2010년 3월 여성가족부로 가족·청소년

반을 아우르는 기능 통합으로 2011년 세계 9번째 무역 1조 달러 달성에 기여하였다. 특히 IT

기능을 이관하였다. 이와 같은 기능 조정 이후에도 영유아 보육, 사회복지 기능 등의 통합과

산업과 다른 산업간 융합을 통하여 제조업·서비스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IT산업도 발전할 수

연계를 통하여 2011년 공통 보육과정 도입과 보육비 지원 확대와 같이 보건·복지 서비스와

있는 새로운 성장전략을 수립·추진한 결과, 지난 4년간 IT산업과 수출이 지속적으로 높은

연계한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보육정책으로 개편하여 나갔다.

성장세를 보여 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 추세에 따라 3D 방송, 클라우드 등 신산업 생태계

(5)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

를 선제적으로 조성하여 나가고 있다. 2012년 IPTV 가입자가 500만 명이 넘어서고 스마트

행정안전부는 인사관리와 조직관리를 연계함으로써 개방형 직위 등 인력관리에 있어 인사

폰이 3,000만 대가 보급되는 등 방송통신 융합서비스를 성공적으로 확산하는데 기여하였다.

와 조직의 유기적인 협조가 강화되었다.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법령 개
편, 업무처리 절차의 표준화, 각종 훈련과 점검의 통합 등을 추진하였다. 국가 정보화 총괄 기
능의 강화를 통하여 2008년 새로운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정보화 비전’을

• 전체 IT 산업 성장률(2008~2012 평균, %) : (한국) 9.6, (세계) 5.7
• IT 분야별 성장률(2008~2012 평균, %) : (H/W) 29.7, (SW) 3.4, (IT 서비스) 2.6

확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부처로 분산되어있던 국민 권익 창구를 ‘국민신문고’ 시스템으로 일
원화하였다. 이에 따라 출범 전 대비 민원건수가 연평균 47.6%나 증가(2007년 2만 3,373건
→2010년 3만 4,510건)하였다. 처리기간은 32일에서 16일로 단축되었고 정부 민원 만족도는

354

선진화 개혁

제4편 공공개혁과 대국민 서비스 개선

355

제5절   한계와 과제

63점에서 86점으로 대폭 향상되었다.

3. 정부 기능 수행체계 개선으로 대국민 서비스 제고

정부 규모의 축소와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이명박정부의 조직 개편은 ‘국민을 편
안하게 하되,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들의 요구와 시대정신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러나 일부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정부 부속기관의 기
능 개선으로 국민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는 이명박정부 출범 초부터 정비 분야를 선정하여 강력하게 추진

에서는 단시간에 조직개편 작업을 추진하여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대규모 통합 부처의 운영으로 정책의 전문성과 미래 대비 기능이 약화되고 조직 내부
의 화학적 융합과 운영의 효율성이 저해된다는 우려도 있었다.

한 결과 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의 3대 분야 집행 업무와 관련 인력 및 예산을 지

대부처 운영에 대하여 주로 정보통신정책과 산업정책 기능의 통합(지식경제부), 교육정책

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로써 지방에서 관련 민원 서비스를 받는 국민은

과 기초과학 연구개발 기능의 통합(교육과학기술부), 방송과 통신정책의 통합(방송통신위

더욱 편하여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역량도 확충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원회)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서울대·운전면허시험관리단, 국립의료원 등 6개 기관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총 4,847

‘큰 시장, 작은 정부’를 목표로 두 차례에 걸쳐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하여나가는 과정에서

명의 공무원 인력을 감축하였다. 법인화된 기관은 예산과 법령 등 기존의 정부조직으로서의

정부 부처, 이해관계자와 관련 단체 등의 저항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정부 출범 초기, 정부조

통제에서 벗어나 보다 자율적이고 책임 중심적인 운영 체제로 개편하여 나가고 있다.

직 개편의 마무리 작업을 위한 ‘대국대과(大局大課)제’ 추진에 모든 부처의 동참이 필요하였

2011년 말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된 서울대학교의 경우 연구 성과 우수 교수의 특별승진
이나 세계적인 석학교수의 영입 등이 가능하여졌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농림수산 분야

으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국가경제가 위축되면서 일부 부처는 위기 극복의 역
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앞세워 개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연구기관의 경우 실용기술의 민간 이전 실적 등이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법인 출범기관의

이에 따라 이명박정부는 출범 후 제1단계 정부조직 개편의 후속조치로서 대규모 통합 부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컨설팅 등 지속적 지원을 통하여 대국민 서비스의 수준이 지속적으

를 대상으로 조직융합관리(Post Merger Integration, PMI)를 추진하였다. 통합된 부처의

로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직문화, 인사, 기능 수행 등에서 현황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컨설팅을 진행한
결과, 조직을 활성화하고 직원의 직무 만족도를 높여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 역할을 조
기에 정립하는 데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차기정부에서도 대단히 유용한 정책

정부기관 법인화의 성과 (법인 전환 후 1년 이상 경과한 기관 대상)
구분
국립중앙의료원
(2009.4)

틀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주요 내용

•(시설·인력 확충) 실험실 및 장비보강(10억)으로 의료장비 현대화, 스타급 의사 영입 등
우수인력 초빙으로 전문성 강화
•(경쟁력 제고) 진료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제 도입 및 전문의 연구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화 실시로 경쟁력 제고

농업기술
실용화재단
(2009.9)

•(고객대응성 제고) 종자·종묘 공급, 분석검정 사업의 경우 보급종 생산까지 걸리는 기간을
2~3년 단축 등 서비스전달체계 개선
•(기술사업화 활성화) 음성 수박생산 공정 최적화 컨설팅(31억 매출), 특수기능성 벼 종자
개발·생산 및 기업체 공급(3,750톤)
※ 기술이전 건수, 매출액 증가 : (2007~2009년) 151건, 2억 7,200만 원 → (2010~2011년)
249건, 5억 1,800만 원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와 정부 기능의 법인화 추진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
의 어려움, 행정 서비스 요금 인상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 여론이 거셌다. 그 결과 정부 출범
당시 8대 분야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를 검토하였으나 실제 정비대상은 3대 분야로 축소
되었다.
정부기관 법인화 또한 반대 여론에 밀려 18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지연된 결과, 국회 임
기 만료에 따라 폐기되어 당초 목표한 추진 일정이 다소 지체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정부조직과 같은 공공부문 개혁에 있어 의사소통을 통한 공감대 확보
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개혁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는 물론, 일반 국민에게도 개편의 취지와
기대효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한편, 개혁에 동참할 경우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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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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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능과 조직의 개편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작업이 아니다. 앞으로 사회의 다양성과 복
합성은 날로 더하여져 고정된 조직을 가진 정부가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미래의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성장의 지체와 가족의 해체,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
재난·재해의 등장, 이주인구의 증가와 통합의 문제 등 각종 사회문제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제3장

지키는 한편, 미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국민경제와 생활을 뒷
받침할 에너지와 자원도 확보하여야 한다. 어떠한 분야에서도 전담 부처가 독자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 것이며 관련된 여러 부처가 협력하여 해결하여야 할 필요성이 점점 커

공공기관 선진화

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은 지금보다도 더 수평화된 조직, 네트워크화된 조직,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조직으로 전환이 요구된다. 인력 운영 역시 행정수요에 보다 더 신속히 대응할 수 있
도록 유연하고 탄력적인 방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특정 사회문제는 더 이상 특정 국가 영역에서 해결이 어려워짐에 따라 전 지구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절실히 요구된다. 각종 국제기구와의 교류 및 협력 강화를 통하여 공동의 대
응방안 모색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정부조직과 인력 운영도 바로 이러한

제1절   추진 배경

관점에서 발전방향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1. 공공기관의 기능
공공기관(public institution)이란 ‘공공성(publicness)’과 ‘기관(institution)’이 합쳐진 말
로 공익, 국가의지, 국민의 삶의 질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가 위임한 권한과 책임 하에 업
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07.4.1 시행) 제4조와 제5조에서 공공기관의
개념과 종류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호 요건에 해당되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된다.
2012년 12월 현재 공기업 28개(시장형 14개, 준시장형 14개), 준정부기관 83개(기금관리형
17개, 위탁집행형 66개), 기타 공공기관 177개로 총 288개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
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역할은 정부조직이 직접 집행하기 어려운 일이나 기업가적 마인드가
필요한 경우 정부 역할을 대행하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설립・운영을 통하여 정부조직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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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개념

기능이 활발해지고 민간기업의 역량이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 경제에서 공공
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민간시장 활성화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광의

공공기관 민영화와 구조조정이 중단된 2002년부터 2007년까지의 공공부문 현황을 살펴
공공기관
공공성
(Publicness)

기관
(Institution)

공익, 국가의지,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정부가 위임한 권한과
책임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보면 45개 공공기관이 신설되었다. 인력규모 약 6만 7,000명(2005년 공사로 전환된 철도공
사 포함) 및 예산규모 약 102조 원 증가 등 비대화가 초래되었다. 조세연구원 연구결과에 따
르면 같은 기간 35개 대형 공공기관의 1인당 인건비가 연평균 6.6% 증가하였으나 1인당 부
가가치는 연평균 1.8% 증가에 그쳤다(기획재정부, 2011).

협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법 제4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 정부의 투자・
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호 요건에 해당되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로 정책결정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단위: 개, 천 명, 조 원, %)

2002~2007 공공부문 규모 증가
2002(A)

2007(B)

증가(B-A)

증가율(A/(B-A))

기관수

260

305

45

17.3

인력

191

258

67

35.1

예산

206

308

102

49.5

※자료: 기획재정부(2011)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 강점기 이후 일본소유 귀속사업체를 국유화하면서 공기업이 출현
하게 되었다. 산업화 시기에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도구로 활용되었다. 경제발전 초기 민간

(2) 비효율적인 운영

자본의 부족, 민간의 기술 및 경험이 일천하여 위험성이 높은 사업에 진출하기 용이하지 않았

규모의 비대화와 더불어 비효율적인 운영도 공공기관이 당면한 문제점 중 하나다. 2008년

기 때문에(유훈, 2005) 정부는 공공기관을 통하여 민간시장 발전 지원 및 시장개입을 할 수

감사원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건비 과다지급, 복지기금 등의 부정적 집행 등

있었다. 또한 철도나 통신 등 산업발전의 인프라이자 독점이 발생하기 쉬운 사업들을 공공기

비효율적 조직운영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운영은 불필요한 예산의 집

관이 담당함으로써 시장에서의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려 하였다. 이 외에도 공공수요

행이나 인력낭비로 국민 부담을 증가시킨다.

의 충족, 재정 확보 등 지금까지도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예산이 공공기관에 과다하게 투입됨으로써 자원 배분
의 효율성이 무너질 수 있다. 비효율적 운영, 즉 방만경영은 결과적으로는 공공기관 및 공공기

2. 공공기관의 문제점
공공기관은 공공서비스 제공은 물론 국가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하는 등 많은 기여를 하였
으나 기관 규모의 비대화, 비효율적인 운영 등 문제점도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다.

관 감시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킨다.

(3) 공공기관의 문제점, 이유가 있다?
공공부문의 비대화와 비효율적인 운영 등은 개별 공공기관뿐 아니라 국가전체에도 부정적
인 영향을 끼친다. 국민의 부담은 늘어나고 민간영역은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것이다. 이러한

(1) 규모의 비대화

문제의 원인은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지배구조와 설립배경에서 비롯된다.

공공기관 규모의 비대화는 국민 부담 가중, 시장기능 위축, 지나치게 공격적인 공공기관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었을 때 ‘주인-대리인’ 관계가 형성된다. 공공기관의 경우 궁극적인 소

사업확장에 의한 민간기업의 효율적인 투자 구축 등을 야기한다. 경제발전 초기와 달리 시장

유는 국민이, 감시는 정부가, 경영은 공공기관이라는 점에서 ‘다단계 주인-대리인 관계’에 있

360

선진화 개혁

제4편 공공개혁과 대국민 서비스 개선

361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1인당 인건비 비교
 주요 공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만 원)
7,000

공공기관 선진화, 규제개혁, 교육제도 개선 등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6,000
5,000
4,000

5,810

5,430
4,883

6,037
4,706

4,553
3,356

3,000
2,000

이명박대통령, 특별기자회견(2008.6.18)

2,951

2,674

2,601

2,110

꼭 하여야 할 일들은 철저히 준비하여 차질없이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5,055

공공기관들은 책임감을 갖고 서민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도 국정운영을 담당하는 핵심기관으로서 국정철학이나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0

이명박 대통령,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2009.11.28~29)

0
2003

2004

2005

2006

※ 자료: 감사원(2008)

다. 주인-대리인 관계에서 대리인이 주인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주인-대리인 문제

(2) 공공기관 선진화, 산 넘어 산?

(principal-agency problem)’가 발생하는데 이는 공공기관이 본래의 목적인 국민의 이익보다

공공기관 선진화정책은 공공기관의 하드웨어와 함께 소프트웨어 측면까지 개편하는 ‘전면

기관의 이익을 추구할 유인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적인 개혁’이라는 점에서 국민, 시민단체, 노동조합, 정치권 등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관련되

또한 공공기관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고 정부로부터의 직·간접적인 지원 및 해당 분야에서

어 있다. 시민단체, 노동조합 등에서는 민영화, 경영효율화 등 선진화정책이 공공부문의 사유

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에는 민간기업에 비하여 기술혁신이나 원

화, 공공서비스 질하락, 노동조합의 무력화 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공공기관 선

가절감 등 효율적 경영에 대한 동기가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진화를 잘 추진하기 위하여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의 얽히고설킨 이해관계의 실마리를 찾고,
선진화 비판에 대한 반대 근거를 확보하여 설득과 이해를 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 동시에

3.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공공기관 선진화 필요성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여 공공기관 선진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
여야함도 물론이었다.

(1)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은 공공기관 선진화
이명박정부는 출범 직후인 2008년 3월부터 공공기관 개혁 방안을 준비하였다. 같은 해 6월
대통령 특별기자회견에서 공식적으로 공공기관 선진화에 대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였
다. 이는 ‘공공기관 선진화’를 통하여 공공기관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위축된 시장경제에 활력
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었다.

이명박정부의 경제정책 구조: 성장-민생-작은정부

경제성장

민생회복

작은정부

경기부양
투자유도
체질개선 등

일자리 300만개 창출
생활비 30% 절감

정부조직개편
공공기관 경영혁신

‘작은정부’를 목표로 한
공공부문 개혁
※ 자료: 기획재정부(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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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러나 넘어야 할 산!

공공기관 선진화가 공공기관 노동조합 무력화 의도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

공공기관 선진화는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전부터 여러 가지 비판에 부딪혔다. 그럼에도 공
공기관 선진화는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을 실현하기 위하여 꼭 넘어야 할 산(山)이었다.
공공기관 선진화에 대한 오해와 걱정 중 먼저 공공기관 선진화는 공공부문의 사유를 초래
한다는 주장은 민영화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노동조합은 인사권 및 경영권 침해, 과도한 복지, 일반 기업보다 과
도한 근로조건 규정 등 불합리한 단체협약 관행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공공기관 방만경영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공공기관 선진화는 노동조합의 무력화가 아니라 이제까
지 지속되어 온 불합리함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공공기관 선진화의 핵심은 민영화인데 민영화는 곧 사유화(私有化)이며 재벌
기업으로 사유화 된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속성상 공공성보다는 이윤창출에 집중
하게 되고, 이는 곧 공공서비스의 가격인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기관 선진화

제2절   선진화 추진계획 및 성과

가 모든 공기업을 민영화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민영화는 시장여건이 이미 성숙하여 더
이상 공공기관이 독점적 지위에서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 것

1. 공공기관 선진화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이다. 공공부문이 아닌, ‘민간’ 경제가 담당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사유화’라기 보다는 ‘민영
화’로 볼 수 있다. 정부가 민간이 담당하여야 할 부분을 놓지 않고 계속 운영할 경우에는 민간

이명박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은 ‘① 작은 정부, 큰 시장 지향 ② 국민편익의 증대 ③

시장을 위축시키고 독점에 따른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담당할 영역과 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④ 기관별 특성에 맞는 방안 수립 및 투명한 추진’ 등의 원칙 하에 추진

장에서 해결하여야 할 서비스를 구분하여 적합한 주체가 맡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되었다.

공공기관 선진화로 인한 공공서비스 질 하락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민영화로
인하여 민간이 공공서비스를 담당하게 되면 오히려 시장에서 경쟁이 가능하게 되며 이는 곧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원칙

경쟁력 강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공공기관 선진화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더 나은 서비

추진원칙

스를 더 값싸게 공급하여 국민의 부담을 낮추고자 하는 것이다.

① 작은 정부, 큰 시장

주요 내용
• 공공부문 비중을 지속적으로 축소
• 민간과 경합되는 분야는 공공역할 조정

② 국민편익 증대
공공기관 선진화에 대한 우려와 필요성

공공기관 선진화에 대한 우려

• 질 좋은 서비스 제공
• 정부지원 절감으로 국민의 부담 경감

공공기관 선진화 필요성

③ 사회적 비용 최소화

• 전기, 가스, 수도, 의료보험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
• 고용안정을 최대한 보장
• 혁신도시는 지속적으로 추진

선진화는 공공기관을
사유화 시키는 것이다?

“더 이상 정부가 담당할 필요가 없는 사업들은
시장에서 맡도록 하여 정부효율화와 함께
시장경제 활성화를 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선진화로 인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이 하락할 것이다?

“민간이 잘 할 수 있는 일은 민간이 맡도록 하여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④  기관별 특성에 맞는 방안을
수립하여 투명하게 추진

• 공개토론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 공공성, 경쟁성 등 공공기관별 특성을 감안하여 가장 적합한 방안을 수립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은 부처 간 입장 조율을 통하여 정부 내 단일안을 도출하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대통령실은 대립하는 관계 부처 간 이견 조율을,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총괄 부처로서 구체

공공기관 노동조합
무력화 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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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체계

구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

공기업선진화추진단 (각 부처)

공기업선진화추진자문단

1차(2008.08.11)

41개 공공기관 민영화, 통합, 기능조정

2차(2008.08.26)

중복 설치된 공공기관 통폐합 등 40개 기관 기능조정

3차(2008.10.10)

민영화, 경쟁도입, 기능조정 등 30개 기관 구조개편

4차(2008.12.19)
5차(2009.01.15)

선진화추진팀 (각 공공기관)

구성하였다. 선진화 추진과정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공기업

주요 내용

6차(2009.03.31)

공공기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경영효율화 계획
(정원 약 1만 9,000명 축소, 예산 1조 7,000억 원 절감, 자산 8조 5,000억 원 매각)
공공기관 출자회사(273개) 지분정리 및 관리개선
60개 기관 정원의 11.6% 감축(2만 5,768명 → 2만 2,787명),
인건비 절감 및 자산매각을 통하여 1,800억 원 이상 재무건전성 개선

2. 하드웨어 개편

선진화 추진자문단’을 구성·운영하였다. 각 부처는 자문단을 통하여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각 공공기관에서는 ‘선진화추진팀’을 두어 수립된 선진화

(1) 민영화 및 지분매각

방안을 추진하였다.
선진화계획 수립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각 부처에서 추진방향, 토론회 개최 계획 등

① 추진개요

이 반영된 기관별 계획 초안을 마련, ‘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심의, 주무부처 주관 하 공개토

2008년 이명박정부 출범과 동시에 공공부문 효율화를 위한 민영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론회 등 의견수렴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의견수렴 등을 거친 기관별 선진화 계획은 ‘선진화추

비대하여진 공공부문에 대한 구조개편도 요구되었다. 특히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진위원회’에서 종합·조정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로 최종 확정되었다.

국유화된 금융기관의 민간 환원과 금융시장 활성화로 정책금융 기관의 기능을 축소할 필요성

이렇게 마련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은 총 6차에 걸쳐 발표되었다.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민
영화, 통·폐합, 경쟁도입, 기능조정, 경영효율화, 출자회사 선진화 등이었다. 소프트웨어 측면
에서는 노사관계 선진화, 보수체계 개편, 인사관리 혁신 등이었다.

도 커졌다.
이를 위하여 자회사 10개, 금융공기업 7개, 대한주택보증 등의 민영화와 인천국제공항공
사, 한국공항공사 등의 지분매각계획을 수립하였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영화 등 공공기
관 선진화방안 추진에 따른 매각업무 일반기준’을 마련하여 매각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촛불시위와 공공기관 선진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상 민영화 및 지분 일부 매각 대상기관

이명박정부가 정권 초기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한 공공기관 선진화는 곧바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다. 2008년 5
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공공기관개혁자문위원회’가 공공기관 관련정책을 마련하였으나, 미국 소고기 반대 시위
가 공기업 민영화 반대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구분
민영화(19개)

기관명
•자회사(10개) : 한국문화진흥(뉴서울CC),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경북관광개발,
한국건설관리공사, 안산도시개발, 인천종합에너지, 그랜드코리아레저, 농지개량, 기업데이타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선진화 추진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해소하는 등 사회적 비용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여 나갔다. 공공기관 선

•대한주택보증, 88관광개발(88골프장)

진화계획 수립과정에서 공개토론회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 노조와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금융공기업 (7개) : 산은·자회사(캐피탈, 자산운용),기은・자회사(캐피탈, 신용정보, IBK시스템)
지분일부 매각(5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지역난방공사, 한전기술, 한전KPS

※ 금융공기업(7개)은 2012년 1월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됨에 따라 공공기관 차원의 관리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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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하고 일관된 원칙하에 매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였다.

민영화・지분일부매각 현황(2008.8~2012.12)
유형

매각대상기관

매각주체

추진 현황

② 추진실적

(주)한국토지신탁

한국토지주택공사

2012년 12월 말 현재 민영화 대상 19개 기관 중 7개 기관의 민영화를 완료하였다. 2개 기관

대한주택보증(주)

국토해양부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도로공사

(주)농지개량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문화진흥(주)

문화예술위원회

경북관광개발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 지분 100% 매각(2012.3)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 지분 49% 매각(2009.11, 2010.12)

안산도시개발(주)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공사 지분 51% 매각(2009.10)

인천종합에너지(주)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공사 지분 매각 추진 중

립하였으며, 2002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민영화가 추진되었다. 김대중정부에서는 2002년까지 지분 51% 이

88관광개발(주)

국가보훈처

정부 지분 매각 추진 중

상을 민간에 매각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당시 재무상황과 2단계 건설사업 착수 등을 감안하여 민영화를 연기하였다.

한국자산신탁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관리공사 지분 25.2% 매각(2010.3)

2007년 노무현정부에서도 정부지분의 직상장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예상공모가가 액면가에 미달하면서 인천공항

한국기업데이터(주)

신용보증기금

공공지분 80.7%에서 46.5%로 조정(2012.9)

민영화는 연기되었다.

산은 및 자회사(2)

금융위원회

산은 IPO 추진 중

기은 및 자회사(3)

금융위원회

기은 소수 지분 매각 추진 중

인천국제공항공사

국토해양부

추진 중

한국공항공사

국토해양부

추진 중

한전KPS(주)

한국전력공사

한전 지분 10% 매각(2010.12, 2012.9)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식경제부

증시상장(25% 신규 모집, 2010.1)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전력공사

한전 지분 20% 매각(2009.12)

은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탁하였다. 또한 일부 지분매각 대상 5개 기관 중 3개 기관의 지
분을 매각하였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이전 정부에서 추진되어오던 민영화(경영권 매각) 대신 정부가
경영권을 유지하는 지분 일부 매각을 추진하였다.
민영화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 추진 경과
인천공항 지분매각은 인천공항 설립과 함께 추진되어 왔다. 1999년 공사 설립 당시부터 단계적 민영화 계획을 수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매각을 반대하는 측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인천공항의 민영화’
가 공항사용료 인상, 서비스질 저하, 해외투기자본에 의한 국부유출 등을 야기한다고 주장
하였다. 이러한 반대 여론에 밀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이 18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지분
일부
매각

LH 지분 39.6% 매각(2009.3, 2012.6)
환매조건부 미분양사업 미종료에 따라
2015년 이후로 매각 연기(공운위 의결, 2010.5)
도로공사 등 공공기관 지분의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2012.7)
농어촌공사 지분 100% 매각(2009.8)
문화예술위원회 보유 지분의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2012.3)

자동폐기되었다.
인천공항이 공항서비스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인 것은 사실이나 세계적인 허브공항으로

(2) 통폐합

서 거듭나기 위하여 여전히 많은 개선이 필요한 상태이다. 승객 1인당 영업비용, 환승률, 운항
빈도 등 경쟁력지표는 경쟁공항에 비하여 열세이다. 인천공항이 세계적인 공항으로 발전하기

① 추진개요

위하여 추가적인 시설투자와 함께 전략적 제휴, 민간지분참여 등 세계적 흐름에 적극 부응할

공공기관은 2003년도 3개 기관, 2004년도 15개 기관, 2005년도에는 최대 17개 기관이 새로

필요가 있다.

출범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 동안 각 부처가 신규 업무 발생에 새로운 기관을 신

인천공항 지분매각은 공공성 저하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시설이 아닌 관리운영

설하여 대응하는 경우가 빈발함에 따라 기관간 기능 중복 등 비효율성이 지적되어 왔다. 이러

권 일부 매각(49%), 외국인 및 동일인 지분제한, 공항이용요금 승인제 등의 공공성 확보조치

한 공공기관 간 업무 유사·중복 해소를 위한 통폐합 및 구조조정이 핵심 과제로 추진되었다.

를 취한 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통합대상 공공기관을 선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동 기준이 적용되는 기관에 대한 조
직·인력 재설계 등 추진 방향을 정하였다. 통합 선정기준은 ① 동일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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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기관이 양립하여 비효율성이 존재하는 경우와 ② 동일 분야에 유사 기관이 존재하여 통

과거 정부의 민영화 추진
추진연도
1968~1979

추진 내용
•부실기업정리 및 민간기업 육성
•대한항공, 대한통운, 대한해운, 대한조선, 인천중공업, 대한재보험 등 12개 기업 민영화

1980~1986

•최초의 본격적인 민영화

② 추진실적

•대한석유공사와 은행의 경쟁력제고 및 경제자유화 목적

정부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통폐합 대상 기관을 검토하여 선진화 1~3차 계획에 반영하였

•유지분에 대한 지나친 분산, 정부가 은행 경영에 대한 간섭을 계속으로 IMF
경제위기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비판
1987~1992

•포항제철, 한국전력, 한국통신, 담배공사, 증권거래소, 국정교과서, 한국감정원,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외환은행 등 11개 기업의 민영화 계획 발표하였으나, 민영화의 실적은 미흡
•분배형평성 제고 등을 위하여 국민주 방식으로 한전과 포철의 일부주식을 매각
•국민주 방식은 자본시장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으나 공기업의 경영효율성 제고에서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

1993~1997

•주인 있는 경영으로의 전환에 중점
•가스공사, 담배공사, 국정교과서, 국민은행, 기업은행, 주택은행, 외환은행과 공기업
자회사 등 58개 기업의 민영화, 10개 기업의 통폐합 추진
•이해당사자의 반발, 경제력 집중우려, 증시불안 우려 등으로 자회사 중심으로 22개 기업의
민영화, 5개 기업의 통・폐합
•한전, 한통, 포철 등 대규모 공기업이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관련산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지분매각에만 치중하였다는 평가

1996~1997

•대규모 공기업의 경우 우선 민영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소유권 유지・경영 자율성
제고위한 ‘관리 민영화’ 추진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담배, 한국통신, 가스공사, 한국중공업은
전문 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고 추후 민영화 여건이 성숙되면 민영화를 추진
•공기업 경영의 자율성 확보에 한계, 산업정책과 규제정책 정비 없이 자율성만을 보장하여
공기업의 방만경영을 부추기는 측면도 존재
•민영화 개념을 후퇴한 채 커다란 진전없이 종료되었다는 평가

1998~2002

•시장경제의 확대와 공기업의 비효율을 제거 → 장기적으로 국가의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을 제고,
단기적으로 대외신인도를 회복하고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
•공공부문 개혁을 전담하는 기획예산위원회(기획예산처로 개편 1999.5) 신설 및 산하에
공기업 민영화의 체계적 추진과 추진상황 점검을 위하여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 설치
•8개 공기업(포항제철, 한국중공업, 한국종합화학, 한국종합금융기술, 국정교과서, 한국전기통신
공사, 담배인삼공사, 대한송유관공사)은 민영화, 그러나 3개 공기업(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은 민영화를 위한 단계적 사전조치를 완료하지 못함
•구체적인 정책개발과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나, 국부유출・국민경제 환원이 미흡하였다는 논란

2003~2007

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경우이다.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를 위한 단계적 조치가 정부 초반부에
추진되었으나, 공익성 훼손 우려로 민영화 추진을 유보
•한전은 남동발전 매각 추진 및 배전 분할 중단

다. 통합 대상 기관은 R&D 관리 기관, 정보통신·콘텐츠 기관, 환경 분야 기관, 근로·산재 분
야 기관, 저작권 보호 기관, 청소년 지원 분야 기관, 철도공사 자회사 등 7가지 유형의 36개 기
관이다.
통합 대상 36개 기관 중 중복·유사 기관은 통합하여 단일 통합조직으로 재설계하고 관리
조직 및 비핵심사업은 슬림화하는 한편, 고유목적사업 중심으로 기능과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향으로 통합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공공기관 통합 추진 이전과 비교하여 약 3,000명의 정
원을 감축하였다.
대표적인 통합사례로는 1993년 최초로 통합논의가 시작되어 15년 만에 통합 출범한 한국
토지주택공사(LH)이다.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는 과거 토지문제와 주택문제 해결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
었으나 두 기관 간 택지개발과 같은 동일사업 중복투자, 경쟁적 택지개발에 따른 난개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중복투자와 개발경쟁에 따른 국가적 비효율을 제거하고 효
율적 정책집행을 위하여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하였다.
양 공사의 기능을 전면 재검토하여 종전 수행기능 중 단순집행기능은 폐지하고 보금자리
주택, 토지은행, 녹색뉴딜 등 정부정책이 잘 수행될 수 있게 설계되었다. 더불어 본사조직 축
소, 지사 통폐합, 지원조직 축소 조직 슬림화 등을 통하여 경영효율화와 함께 통합 시너지효과
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토지주택공사는 통합 이후 부채가 139조 6,000억 원(비율 468%)에 이르는 등 급격한 부채
증가가 문제시 되었다. 이는 통합 전 양 공사의 경쟁적인 사업확장, 재고자산 매각 부진, 구조
적 적자사업, 교차보조 한계 등에 따른 것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2010년 12월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한 데에 이어 2011년 3

•가스공사는 노사정위 권고를 감안하여 계획 수정

월 ‘LH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지원 방안’을 통하여 다각적 지원을 추진하였다. 또한 LH법

•지역난방공사는 요금 인상 우려 등을 이유로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상장 중지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LH 수행 공익사업(보금자리 주택건설, 산단조성사업, 임대주택

•사실상 민영화 정책 중단

사업, 세종시, 혁신도시)에 대한 정부 손실보전 법제화 등 유동성 확보 노력을 강화하였다. 이
외에도 보금자리 및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참여로 사업규모 조정에 따른 사업차질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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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등을 추진하였다. 2010년 연구용역보고서(안진회계법인)에 따르

주택공사·토지공사 통합 논의 경과
1993년 최초로 공적 기능 중심의 통합논의가 이루어졌으나 통합 효과 불확실 등을 이유로 실제로 통합이 추진되
지는 못하였다. 1998년 8월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에서 2001년까지 토공과 주공의 통합을 완료
하기로 결정하고, 통합대비 인력감축, 부대사업 정리 및 자회사 정리 등 구조조정과 함께 토공과 주공의 통합방안연
구(2001.2-4, KDI&국토연구원)를 실시하였다.
2001년 건교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01년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

면 사업조정을 통하여 총부채 비율은 2013년부터 금융부채 비율은 2014년부터 감소할 것으
로 전망하였다.
토지주택공사는 물리적 통합 외에도 화학적 결합을 이루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
하였다. 특히 LH라는 한 지붕 아래 옛 주공과 옛 토공 출신 간의 거리감을 해소하는 것이 중

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양 공사 기능의 특화와 전문화가 바람직하다는 국회 주관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

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하여 LH 내에 각각 존재하였던 한국토지주택공사 노동조합(옛 주공

과로 인하여 2003년 5월 정부는 국회의 통합보다는 공사의 기능조정 및 경영합리화를 추진하였다. 16대 국회 임기

출신)과 LH 노동조합(옛 토공 출신)은 2012년 10월 양 노조의 공동교섭 협약식을 맺는 등

종료(2004.5.29)로 정부제출 통합법안은 자동폐기 되었다.

경영정상화와 융합된 조직문화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2006년 11월에는 홍준표 의원이 대한토지주택공사법안을 발의하였으나 17대 국회만료로 자동폐기되었다.

구분

추진 결과

1993.12

주공과 토공의 통합검토

기능조정으로 결론

1999. 8

구조조정 후 2001년 통합결정

통합지연에 따른 개혁동력 약화로 무산

5월 정부차원의 통합추진위원회

2002.5-10 국회주관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실시,

(위원장 건교부 차관)

통합보다는 공사기능의 특화와 전문화 결론 도출

2001

폐지 대상 기관은 설립 목적 달성 또는 기능이 중복되거나 관련 민간 부문이 충분히 성숙한
기관들로 정리금융공사, 한국노동교육원, 코레일애드컴, 부산항 부두관리공사 및 인천항 부
두관리공사 등 5개 기관이다. 이들 5개 기관은 2009년까지 모두 폐지되었다.

통합 추진현황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 국회 제출
2006.11

통합법안 발의(홍준표 의원)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법안 폐기

2008.10

통합법안 발의(홍준표 의원)

2009년 4월 국회 통과
10월 1일 토지주택공사 출범

부처

국토
해양부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환경부

통합

통합前 기관명

기관명
코레일테크

코레일트랙 +코레일전기
+코레일엔지니어링

코레일

코레일개발(주)

네트웍스

+코레일네트웍스(주)

한국환경

친환경상품진흥원

산업기술원

+한국환경기술진흥원

통합

통합前

통합後

일자

정원

정원

감축
정원

비율(%)

2009.1.29

67

51

△16

△23.9

2009.1.29

1,361

1,188

△173

△12.7

2009.4.8

142

134

△8

△5.6

2009.5.1

220

188

△32

△14.5

2009.5.4

78

78

0

0

2009.5.4

245

215

△30

△12.2

220

192

△28

△12.7

문화콘텐츠진흥원

1941 조선주택영단
1948 대한주택영단
1962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공사법)

1975 토지금고
1976 한국토지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법)

문화부

한국콘텐츠
진흥원

신도시·택지개발
산업·물류단지
지역개발

서민주택공급
신도시·택지개발
도시정비

평가원

(+소프트웨어진흥원

기능중복에 따른 비효율 발생
양 공사 간의 통합 필요성 대두

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
(+에너지관리공단+한전
+생산기술연구원)
기술거래소

지식
경제부

선진화 개혁

+게임산업진흥원
+문화콘텐츠센터)

에너지기술

372

+방송영상산업진흥원

산업기술
진흥원

+부품소재산업진흥원
+산업기술재단
+산업기술평가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R&D)

산업기술

(+디자인진흥원+생산기술연

평가관리원

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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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부처

통합前 기관명

기관명

행정

한국정보화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안전부

진흥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교육과학

한국

기술부

연구재단

방송통신

한국인터넷

위원회

진흥원

문화체육

한국저작권

저작권위원회

관광부

위원회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지식

정보통신산업

경제부

진흥원

국토

+한국과학재단

일자

정원

정원

2009.5.22

324

276

가스산업 선진화 방안(제3차 선진화계획, 2008.10)을 살펴보면, 첫째 2010년 중 도입·도

감축
정원

비율(%)

매부문의 신규 판매사업자 허용을 통하여 경쟁을 도입하고, 둘째 가스공사 및 신규 판매 사

△14.8

업자간 도입경쟁을 실시(단, 경쟁물량은 총 예상수요 중 가스공사 기 계약분 제외)한다는 것

△48

이다.
2009.6.26

319

275

△44

△13.8

+인터넷진흥원

2009.7.23

279

251

△28

△10.0

2009.7.23

95

80

△15

△15.8

2009.8.24

304

263

△41

△13.5

2009.10.1

7,367

5,600 △1,767

△24.0

2010.1.1

2,165

1,815

△350

△16.2

2010.8.18

188

188

0

0

2010.4.28

5,080

4,531

△549

△10.8

-

18,454

15,325 △3,129

△17.0

+정보보호진흥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환경자원공사+환경관리공단

한국청소년

한국청소년수련원

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진흥센터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산재의료원

합계

16개

36개

의 지속적 반대, 야당의원들의 반대 등으로 6차례에 걸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에서 계류되다가 제18대 국회 임기만료(2012.5.29)로 자동폐기 되었다.

소프트웨어진흥원
+전자거래진흥원

선진화계획에 따라 관련부처 의견수렴, 국회 공청회 등을 거쳐 2009년 9월 28일 도매·도
입부문 경쟁도입을 골자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노조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한국환경공단

여성가족부

통합後

+한국학술진흥재단

주택공사+토지공사

환경부

통합前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토지주택공사

해양부

통합

② 방송 산업 선진화
방송광고대행 산업의 경쟁도입은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한국방송광고공사는 1981년부터 미디어렙(Media Representative)을 독점운영하였다. 방
송사는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통하여 광고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광고주는 특정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미디어렙 광고료를 지불함으로써 광고서비스를 이용하였다. 방송광고시간 단가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아닌, 한국방송광고공사에 의하여 책정되고 있었다.
방송광고 대행사업 측면에서 독점적 미디어렙 운영에 따른 비효율성 해소, 공사 운영 측면
에서 독점적 영업에 따른 방만경영 방지, 진흥 및 부대사업 측면에서 민간과의 중복 및 불필
요한 사업 확장 방지를 위하여 방송광고산업의 경쟁도입은 불가피하였다.

(3) 경쟁도입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경쟁도입 추진 내용

① 가스 산업 선진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출범

한국가스공사는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가스의 안정적인 공급 및 국민생활 편익과 공
공복리 향상’을 위하여 1983년 8월에 설립되었다.
가스공사는 가스 설비, 도입, 판매의 전 과정을 독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2003년 10월 우
리사주조합원에 5년간 150만 주의 자사주(417억 원) 무상출연 결정 및 58만 주를 출연한 사
안이 2004년 감사원에 의하여 지적되는 등 방만경영의 폐해가 문제시되었다. 또한 경쟁사업
자가 없고 도입원가가 판매가에 반영되어 비용을 절감할 동기가 부족하다는 문제, 민간기업
이 가스를 활용한 에너지사업(발전, 지역난방) 추진 시 연료구입을 가스공사에 의존할 수밖
에 없어 사업기회가 제약되는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

한국방송광고공사

- 정부가 100% 출자(3000억 원)하는 주식회사 형태
- 중소방송 등 취약매체 지원 강화(결합판매 등 제도화 및
관련 지원인력 확대)
- 광고진흥업무(광고효과 분석, 광고표준화,
시청점유율 분석 등) 신규도입/확대

(KOBACO)
출판사업 및 광고교육사업의 기능조정
- 광고정보 기능 폐지(이관 적격 단체가 없음)
- 광고연구는 한국광고학회, 한국광고홍보학회에서
공동발간을 추진
- 광고교육원 예비광고인 과정은 C&A EXPERT로 이관

원인을 ‘경쟁 시스템의 부재’로 파악하고 단계적인 경쟁 도입 방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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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 시장 선진화는 2008년 10월 제3차 선진화계획에 의하여 추진되었다. 주요 내용

공공부문에 존치할 필요가 약화된 기능은 폐지 또는 축소시키고 기관간 기능을 주된 기능

은 방송광고 시장 경쟁도입 및 민간과의 중복 기능조정이었다. 2012년 5월 23일 방송광고 판

수행기관으로 이관하여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다. 기관 내 기능 조정은 고유 핵심역

매 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렙법)이 시행됨에 따라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지상파 방송광고

량을 중심으로 인력과 예산을 재배치하되 급격한 인력감축 보다는 강화될 기능에 인력을 전

판매시장 독점이 해소되었다. 경쟁체제 도입으로 방송광고시장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환배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다.

계기가 마련되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운영 측면에서도 경쟁체제 전환예정임을 감안 정원을 77명 기감
축(381명→304명, △20.2%)하였고, SBS광고매출 감소를 감안 18명(△6%)을 추가감축하

② 추진실적
2012년 12월 말 기준, 총 20개 기능조정 대상기관 중 14개 기관이 기능조정을 완료하였고
6개 기관이 현재 진행 중이다.

여 정원 286명으로 출범하였다.

공공기관 기능조정-완료 (14개)

(4) 기능조정

기관명

① 추진개요

방통위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공공성, 경쟁성 등 개별 공공기관 서비스의 특성과 시장상황 등을 고
려하여 대상기관에 적합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중기청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기관의 고유 핵심기능을 강화하고 비핵심기능을 축소·중단하여 공
공기관의 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나아가 공공기관이 해외진출 신성장동력 마련 등 새로운 부
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1~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서는 기능조정 대상 기관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검
토하였다. ① 민간부문이 활성화 되었거나 설립목적의 달성 등으로 더 이상 공공부문에 존치

완료

정보통신

•해당 인력 18명 이관(2008.12)

2008.12

국제협력 진흥원

•KOTRA 정원 반영(2009.7)

2009.7

중소기업
진흥공단

•2008년 업무조정・인수인계 완료(업무처리지침, 2008.5.29)
•국내수출지원업무 수행(2008.6~)

2008.12

•수출인큐베이터 및 해외사무소 폐쇄(2008.12.18)

KOTRA

•2008년 추진 완료

2008.12

한국전력공사

•에너지기본법 통과(2009.1.8)        

2009.5

에너지관리공단

•이관 완료(2009.5.4)

2009.5

디자인진흥원

•산업기술혁신촉진법 통과(2009.1.8)

2009.5

생산기술연구원

•이관 완료(2009.5.6)

2009.5

•해외자원개발 역량 강화

할 필요가 없거나 역할이 축소된 경우 ② 비핵심 사업 비중이 과다한 경우 ③ 기관간의 역할분

- 페루 Petro-tech사 인수(2009.2)

담을 재검토 하여 효율성 제고가 가능하고 이용 편의성이 증가할 수 있는 경우 등이다. 검토
결과 20개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추진실적

지경부 한국석유공사

비핵심감축

- 캐나다 Harvest사 인수(2009.10)

완료

- M&A에 필요한 자금 확보

2008.11

・Harvest사 인수시(2009.12, 40억 달러)
・ADDAX사 인수 추진시(2009.6, 89억 달러의 Commitment Letter)

기능조정 대상기관

핵심기능

- 공사 최초 원화채권 발행 (2009 1,000억 원)

강화

- 공사 최초 국제채 발행 (2009, 10억 달러)

(계속)

•비핵심업무 조직・인력 감축: 해외사업 확대에 대응 글로벌조직으로 개편(2009.9)
구분

기관명

•공사법 개정, 공포(2008.12.26)
설립목적 변경 : ‘광업진흥’에서 ‘자원개발’로 기능전환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일원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중소기업진흥공단・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3)

4대보험 징수통합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3)

R&D관리 이관

생산기술연구원・디자인진흥원・에너지관리공단・한전(4)

비핵심기능 축소

관광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전기안전공사,

•주요 전략광종 확보(2009)

산업기술시험원,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한국감정원, 가스기술공사(10)

•제2호 해외자원개발펀드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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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비핵심사업 폐지(석재 기능공, 광해, 지하수/온천 조사)
광물자원공사

•인력재배치 직제 개정 (2009.2.27)
우라늄, M&A전담팀 신설, 해외사무소(몽골・러시아) 신설 경영지원조직 슬림화

비핵심감축
완료
2009.2
핵심기능
강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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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추진실적

완료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개정안 국회통과(2009.4.30)

지식

전기 안전

•사회보험징수통합준비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2009.6)

경제부

공사

근로복지공단

예금보험공사

2010.12

•징수통합 조직・인력설계 완료(2010.8.17)     •시험운영 실시(2010.7～)

•저압부문 민간이양 완료

저압부문: 2011년 6

(2012.12)
•사용전점검 업무 이관을 위

※ 저압부문 민간이양: 7,867호/ 93.7%(2012.2)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 연내

•사용전점검업무 단계적 이양위한 양기관

국회통과 추진

(안전공사, 한전)업무이양 협약체결(2009.4.16)

•인력 전환배치(2010.12)                                   •징수통합 본격시행(2011.1)

1단계(2009.6.17이후): 안전공사 전담분+주택용 이외설비

•조직재편을 위한 컨설팅 결과 토대로 개편 (2010.1)

2011.2

한국

•운영계획수립 (이사회의결)(2010.2)

산업기술

•지역특화산업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승인(이사회의결)(2010.5)

•자체수입 확대를 위한 국내
외 네트워크 구축 및 시험평

시험원

＊출연금: (2009)90→(2012)62억 원

가 기반구축 지속 추진

사적업무

•경매(2010.1), 담보(2009.7), 재개발·재건축(2009.1) 등 사적업무 수주
한국감정원

•안전관리대행사업 민간이양 시기조정

•공단 직제 개정, 징수인력 공모, 선발 및 교육(2010.9~)

•정리금융공사(RFC) 폐지(2009.12)

국토부

향후계획

고압부문: 2011년 7월～2012년 말

•추가 조직 개편을 통하여 예금자보호 기능 강화(2011.2)
금융위

추진실적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장법, 고용보험및산재보험의보험료 징수에관한법률,
임금채권보장법 등 국회통과(2009.12)

고용부

기관명

중단

단계적 중단

공적업무

•정부위탁 공적업무 수행

강화

-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가격공사 총괄기능 수행(2012.8부터) 등

(계속)

(5) 경영효율화
① 추진개요

공공기관 기능조정-추진중(6개)
기관명
문화

한국

체육

관광공사

공공부문의 방만경영 요인을 제거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계

•목포항(2008.12), 속초항(2009.1),
무안공항(2009.8), 청주공항(2010.6) 면세점 중단
•중문관광단지(골프장포함) 2차 공고 유찰(2011.12)

관광부

향후계획

획(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4차 및 6차)을 수립하였다. 공공기관의 조직과 인력을 기관 핵심기

•인천공항 등 6개 잔여 면세

능 수행에 필요한 수준으로 효율화하고 민간수행이 가능한 기능은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한

추진실적

점 폐지
•중문관광단지(골프장포함)
3차 입찰 추진(2012.4)
•관광단지 개발사업 중단:
해남화원 단지・내장산
리조트 매각 추진

체육

•이사회의결(2008.12.30)

진흥공단

•자산관리공사 매각 위탁

속작업 완료 후 잔여 2곳

•매각 공고(일산・분당・선수촌)

(분당・일산) 스포츠센터

•2010년 6월 현재 13차 공고 유찰

매각 재추진

•선수촌스포츠센터 매각후

(매각금액 약 205억 원)
자산 관리

•부실채권정리기금 잔여재산 정리 진행 중

위원회

공사

•일반부실채권 관련 민간경합 업무기능축소 완료
무담보 부실채권 추심업무 민간업체 위탁(2009.4.1)

•부실채권정리기금 잔여재
산정리를 2012년 11월까지
완료하고 차질 없이 청산

업무방법서 개정(2008.12.17)
지식

가스 기술

•5개 신규사업 중단(2008.7)

경제부

공사

•집단에너지사업 매각 이사회(2009.3)
•집단에너지사업 지분 매각을 위한 주간사 선정(2009.7)
•매각 입찰: 유찰(2009.12)(2010.2)
•매각심사위원회 개최 (2010.4)
2차 매각유찰후 추진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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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출 및 자원개발, 필수시설 준공에 따른 운영인력 등 불가피한 증원소요는 기관별로
검토하여 반영하였다.
경영효율화 계획은 통·폐합되거나 민영화되는 기관을 제외한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기관별 세부 기능·인력의 적정성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이 마련한
자체 효율화 계획을 정부와 협의하는 방식으로 수립되었다. 2008년 12월 말(공공기관 선진
화 계획 4차)에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주요 공공기관 69개, 2009년 3월 말(공공기관 선

•2010년 6월 30일 선수촌 스포츠센터 매각

금융

편, 조직 슬림화에 맞춰 관련 예산도 절감하도록 하였다. 다만 법 개정으로 새로 부여된 기능,

•원활한 지분매각을 위한
재무구조 개선 방안마련

진화 계획 6차)에는 60개 기관에 대하여 경영효율화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정원이 50
인 미만인 소규모 기관은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경영효율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경영효율화 계획은 ‘기관별로 효율성 10% 이상 향상’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상위직 축소,
대부서화 등을 통하여 조직을 효율화하고 인건비, 경상경비 등 예산을 절감하여 기관의 고
유·핵심기능에 적합한 조직 및 정원운영을 도모하였다.
이러한 효율화 계획은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추진되었다. 첫째, 민간과 경합하거나 민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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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은 민간으로 이양하거나 민간위탁을 추진하였다. 둘

은 88개였다. 10% 미만으로 감축한 기관은 한국투자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13개 기관

째, 여건 변화로 업무량이 줄어든 기능은 수요 변화에 맞춰 인력을 축소하였다. 셋째, 전산화

에 불과하였다.

또는 자동화 등을 통하여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기관 내 혹은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
을 조정하였다.

경영효율화 계획에 따라 정원을 일괄적으로 조정하면서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하 ‘초과
현원’이라고 한다)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초과현원은 경제위기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
여 정년 등 자연감소나 명예·희망퇴직 등을 활용하여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흡수하도록
조치하였다. 자연 감소되는 인력의 일정비율은 신규채용을 병행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이 일

경영효율화 추진 내용
구분
민간이양 및
민간위탁

업무량
감소 및
비핵심
기능 등
축소・폐지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유사중복
조정

대상기관

경영효율화 주요 내용

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초과현원에 대한 인건비 등 소요예산은 2012년을 기한
으로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반영하도록 하였다.

한국감정원

민간부문이 기 활성화된 감정평가 등 사적기능을 축소

한전 KDN(주)

전력산업과 관련이 없으면서 민간이 수행 가능한 일반 IT업무 폐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징수, 단순유지보수, 안전순찰 업무의 민간위탁

한국공항공사

소방기능, 청원경찰, 항공등화 등 민간위탁

한국우편물류지원단

장거리 노선 등 단순 운송업무를 민간위탁

기능 및 인력 감축률

한국수자원공사

댐・광역상수도 신규건설 감소 → 건설인력 축소

20% 이상

한국농어촌공사

경지정리, 농촌수리시설 등 건설 감소 → 건설인력 축소

특허정보원

관련 경쟁업체 증가 등에 따른 선행특허 및 상표조사분석 업무 감소 → 관련인력 축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설립목적과 무관한 세관 몰수품 유통사업 폐지
코레일유통(주)

매년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열차내 물품 판매사업 폐지

표준협회

수익성 낮은 HRD 솔루션 판매사업, 신뢰성 교육 등 폐지

한국조폐공사

수작업 → 자동검사기계 도입으로 인력 절감

한국철도공사

소규모 역사 관리 무인화, 매표자동화 등에 따른 인력 절감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사업단, 경정사업단의 관리조직 통합

한국전력공사

R&D 관리(→R&D 전담기관), 전산시스템 유지・보수(→한전KDN)

한국수자원공사

수도통합관리체계 도입으로 본사 및 관리단 축소

대한적십자사

16개 혈액원을 3개 광역으로 통합 운영

한국폴리텍

중소도시 캠퍼스 폐지 및 대학 통폐합

(단위: %, 개)

기관별 기능 및 인력 감축률
기관수
13

주요 기관명
대한에이즈예방협회(54.1), 한국체육산업개발(46.3), 코레일유통(37.5),
(주)한국건설관리공사(35.0)

15% 이상 20% 미만

15

10% 이상 15% 미만

88

대한결핵협회(18.9), 한국예탁결제원(17.6), 한국철도공사(15.9), 한국공항공사(15.2),
한국농어촌공사(14.3), (주)강원랜드(13.5), 한국마사회(12,5), 한국수자원공사(11.2),
한국전력공사(11.1), 한국가스공사(10.7)

13

10% 미만

한국투자공사(8.5), 한국가스안전공사(7.1), 선박안전기술공단(6.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5.2)

129

합계

2012년 6월 공공기관 초과현원 해소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초과현원은 총 1만 2,700 명
이 해소되어 전체 계획의 87%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현원은 정년, 명예퇴직 등 다
양한 방식을 통하여 해소 중이다. 2012년 6월 말까지 기관별 해소현황을 살펴보면 초과현원
을 모두 해소한 기관이 한국수자원공사 등 108개 기관, 50% 이상~100% 미만이 한국철도
공사 등 14개 기관, 50% 미만이 강원랜드 등 3개 기관이다. 향후에도 공공기관의 초과현원이

② 추진실적 및 경영효율화 계획에 따른 정원감축 결과

계획대로 모두 해소될 수 있도록 기관별 추진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여 나갈 필

수립된 경영효율화 계획에 따라 2009년도에 총 129개 기관의 정원 17만 5,000명 중 총 2만

요가 있다.

2,000명이 감축되었다. 기관별 정원 감축률을 보면 대부분의 기관이 10% 이상 정원감축을
(단위: 백 명)

추진한 가운데 20% 이상 정원을 감축한 기관도 13개에 달하고 있다. 대한에이즈예방협회,

경영효율화 계획에 따른 초과현원 해소 현황

한국체육산업개발, 코레일유통, (주)한국건설관리공사 등 13개 기관이 20% 이상 정원을 감

효율화 계획시(A)

2009 말

2010 말

2011 말

2012. 6 말(B)

해소규모(A-B)

해소율

145

97

57

36

19

126

87.0%

축하였다. 정원감축률이 15% 이상~20% 미만인 기관은 15개, 10% 이상~15% 미만인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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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자회사 정리

기간별로 살펴보면 1997년까지 45개, 1998~2002년까지 53개, 2003~2007년 기간에 163
개가 설립되거나 출자되었다.

① 추진개요

1997년까지 설립된 출자회사들은 민자역사 12개와 수은·산은 캐피탈의 해외사업에 따른

2008년 10월 기준, 공공기관이 출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 중 273개 기관은

6개사였다. 1998년~2002년까지는 전자통신연구원에서 출자한 18개사, 구조조정 출자(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출자회

은·예보·캠코) 10개사였다. 가장 많은 출자회사가 설립된 2003~2007년 말까지는 해외사

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경영평가 지표 반영여부가 기관에 따라 임의적(석유, 광진, 도로, 부

업으로 인한 45개사, 중소기업육성 43개사,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의 PF 21개사, 도

산항만, 인천공항 등은 미반영)이었다. 기관별 평가내용도 출자회사 존속을 전제로 관리노력

로·항만 등 민간합작사업 15개로 총 163개 출자회사가 설립되었다. 2008년에는 민자역사

을 평가하는데 치중되어 있었다.

등 민자유치로 인한 3개사, 해외투자 4개사,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PF 4개사로 총 12
개사가 설립되었다.

공공기관 유형별・출자지분별 출자회사 현황(2008.10 말 기준)
구분
출자
회사 수
(지분별)

합계(개)

그런데 모기업과 무관한 사업분야에 진출하거나 민간부문과 경쟁하는 경우(가스기공의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집단에너지사업, 컨테이너부두공단의 휴게소·부두하역사업), 모기업의 퇴직직원 인사자리

50%이상

66

36

10

20

로 활용하는 경우(철도공사 퇴직자 28명이 산하 19개 민자역사 임원으로 전출), 투자성과에

30%~50%

49

33

8

8

대한 관리 부재(인천국제공항공사가 (주)인천공항에너지에 180억 원을 출자(34%)하였으나

10%~30%

105

67

16

22

53

10

30

13

계

273

146

64

63

(해외법인)

-68

-54

(-)

-14

58,380

20,234

30,356

7,790

10%미만

출자액(억 원)

이후 자본잠식) 등 출자회사의 방만경영 사례도 다수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이들 공공기관
으로 지정되지 않은 출자회사(미지정 출자회사)에 대한 존치 필요성을 검토하고, 불요불급
한 출자지분 정리를 통하여 공공기관(모기업)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민간영역 확대를 위
하여 공공기관 출자회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공공기관 출자회사 정비방안을 수립하면서 매각 등 정리하여야 할 기관과 존치하면서 관
리를 강화하는 기관으로 분류하였다. 민간수행이 바람직한 경우는 출자지분을 매각하고, 당
초 설립목적을 달성하였거나 경영 부실이 누적되는 경우는 폐지·청산하였다. 기능중복 등으

기간별 출자회사 신설 현황
(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180

하였다.

(163)
27

150

출자회사를 존치하는 경우에는 ①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해외에서의 사업수행을 위한 경

48

우 ② 법령·정부정책상 혁신형·기술형 중소기업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민간수행

120
90
60

로 별도 존치가 불필요한 경우는 모기업에 흡수 또는 통폐합하는 방식을 통하여 정리하도록

이 곤란한 분야에서 모기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분사한 경우 ④ 공공기관 고유 업무지만 민자

88
(45)

30

12
3
30

(53)

를 유치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⑤ 투자 협약상 매각 및 사업철수가 곤란하여 당

22
13
18

(12)

0
1997 말까지

1998~2002 말

2003~2007 말

2008

2
10

분간 존치가 불가피한 경우 등으로 한정하였다.
정부는 2009년 1월, 273개의 미지정 출자회사에 대한 정리 계획을 발표하였다. 273개 중
131개 출자회사의 보유지분은 매각 등을 통하여 정리하도록 하였다. 존치 사유가 있는 142
개 등 출자회사는 경영평가, 경영공시 등을 통하여 외부감독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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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회사 신설 및 출자액 확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였다.
2009년도 경영평가지표부터(2010년 평가시행) 출자회사 관리에 대한 사항을 공통평가내
용으로 반영하여 공공기관의 관리노력 강화를 유도하였다.

출자회사 정리 추진현황(2012.12 말 기준)

구분

완료(85)

위탁(22)

(74)

추진중(24)

(22)

(15)

•공항주차서비스

•대봉아크로텍

•GS퓨얼셀

•PNCT

•크리오텍

•SKY72

•대창메탈

•STX에너지

•KR산업

•벡스코

•K종합서비스

•에스제이테크

•마하넷

•DB정보통신

•문경레저타운

•한국항만기술단

•동은단조

•모닝테크놀러지

•블랙벨리CC

•경춘고속도로

•케이오엘

•벨록스소프트

•바로북

•넥스멘시스템

•휴세스

•코렐테크놀로지

•에너그린

•지식정보

•한국머털테크

•한국GM

•진황도동열전

•SKCTA

•케이멕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한전산업개발

유한공사

•티벳시스템

•무림피앤피

•YTNDMB

•서평에너지

•한국CES

•아이케이

•SBS스포츠채널 •드림라인

•대한생명

•네오그라프

•제노텍

•나노신소재

•부산신항만

•제주은행

•내츠필

•텔레필드

•하이플러스카드

•경기CES

•큐리온

•빅트레이드

•대모엔지니어링

•포테이토벨리

•일림나노텍

•여수페트로

•에스티

•나라신용정보

•현대유비스

•엠아이텍

•에스피텍

•온소리닷컴

•와이어투와이어

•티엔엘

•에프엔피

•명광

•임프레스정보

   커뮤니케이션

•제이오

•켐포트

•대정엠텍

   통신

•이피에스솔루션

•테라셈

•크리녹스

•지토

•현대단조

•철도산업개발

•YTN라디오

•청호컴넷

•어보브반도체

•신한금융지주

•LG U+

•클루텍

•한스메이오메드

•KL-NET

•STX팬오션

착수한 출자회사들은 상당 부분 정리되었으나 일부 출자회사들의 지분은 유동성이 낮은 비

•헤리트

•유니빅스

•디디알소프트

•대한송유관공사

•예한울저축은행

•캠코SG

•선광종합물류

•롯데역사

상장・소수 지분으로 매각가능성이 현저히 낮고 경영이 부실하거나 불리한 합작투자협약 등

•옴니시스템

   investors

•미래세움

•부천역사

•NRC

•캠코MS로얄

•에티스

•디에스케이

   유동화전문

•로보스타

•메디엔인터

•캠코콜로니

•엠씨넥스

   내셔널

   investors

•양산ICD

•세양정공

•제주관광공사

•아륭기공

경영공시를 통한 외부감독(통합공시기준 별표 14 개정)을 강화하였다. 경영공시 대상이 되

지분매각
(111)

는 출자회사 범위를 1% 이상 지분 보유기관(재출자회사 포함)으로 명확히 하였다. 공시내용
을 출자목적, 출자내용, 모회사에 대한 매출, 모회사 퇴직자의 고위직 임용 내용, 출자 성과를
나타내는 수익성 등의 지표 등으로 구체화하는 등 외부감독도 강화하였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출자회사를 신설할 경우 주무부처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하는 대
상을 확대하였다. 신설이 가능한 경우를 지침에 열거(Positive System)하여 무분별한 신설
추진을 억제하였다.

② 추진실적
2012년 12월 말 현재 정리대상 131개 출자회사 중 85개가 정리되었고, 22개는 자산관리공
사에 매각을 위탁하였다. 세부 정리방식별로 살펴보면 74개 기관의 지분은 매각을 완료하였
고 8개 기관은 폐지·청산되었다. 3개 기관은 통폐합되었다. 이로써 2009년부터 매각 절차에

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자체 매각하는 데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출자회사 선진화는 불필요한 출자 억제, 출자가 불가피 할 경우 투자성과 제고 노력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요인 완화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출자지분 매각을 통하여 발생
하는 약 4조 6,000억 원의(2007년 말 순자산기준) 매각대금을 공공기관의 핵심역량 강화와
재무건전성 확충 재원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청산.폐지 (8)
(17)

(9)

•산업기술인터넷방송국

•쥬네브

•중앙 FMC

•메타폴리스

•한국가스냉열

•스마트시티

•레이크파크

•스마트시티자산관리

•레이크파크자산관리

•모닝브릿지자산관리

•Metropolitan.Co.Ltd

•모닝브릿지

•KEPCO Asia INT’L

•펜타포트

•한전중국국제

•펜타포트개발
•충주기업도시

통폐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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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프트웨어 개편

사가 자율적으로 건강한 노사문화를 가꾸어 나가는 기관에 대하여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부
여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10년도 평가부터는 ‘노사관리 선진화’와 ‘단협내용의 합리성 및 개

(1) 노사관계 선진화

선노력’ 지표로 세분화하여 평가의 타당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공공기관 노사관계는 그동안 인사·경영권 침해, 사회통념보다 과도한 근로조건 규정 등

이와 함께 정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하여 나가도록 다양한 지

불합리한 단체협약 체결 관행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

원을 하였다. 공공기관장 워크숍, 선진화 워크숍 등을 통하여 기관장 등 임직원과 노사관계

부는 합법적인 노조활동은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 활동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담당자들의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 전환과 노사 관계 선진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공감대 형

한다는 정책기조 아래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성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선진화 우수사례집을 발간,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기관별 맞춤형

노사관계 선진화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 첫째 경영공시 투명성 강화, 둘째 경영평

컨설팅 서비스 제공, 노동행정연수원에 노사관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기관노사관

가에 노사관계지수 포함, 셋째 선진 노사관계 인식확산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하여 노력을 기

계 교육과정을 개설하였다. 아울러 공공기관 일터혁신 컨설팅(8개소), 노사 파트너십 프로

울였다.

그램(16개소)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사공동 노력 지원, 노사문화 우수기관 포상
(2011.10), 노사관계 우수사례집 발간(2012.10)등으로 선진노사관계를 홍보 및 전파하여 나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 방향

갔다.
공공부문 노사관계 선진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 내 조직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고

정책기조

용노동부 내에 기존 1개 팀(공공노사관계팀)을 1관(공공노사정책관) 2개 과 (공무원노사관

합법적인 노조활동 보장
불법활동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대응

계과·공공기관노사관계과)로 확대 개편(2009년 11월)하였다. 각 지방노동관서에는 ‘전담
근로감독관’을 운영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 현장에서 노사관계를 지원하고 컨설

정책방안
경영공시
투명성 강화

경영평가에
노사관계지수
포함

선진 노사관계
인식 확산

팅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단체협약 내용의 자발적 개선, 노사관계 선진화제도의 선도적 정착
(타임오프제도 성공적 도입, 복수노조제도 순조로운 도입, 노사관계 안정) 등을 이루었다.

(2) 보수체계 개편
경영공시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통합공시시스템(알리오, www.alio.go.kr)을 구축・운

공공기관 직원은 안정적 고용(Low Risk)에 비하여 생산성과 경영실적에 관계없이 지나치

영하였다. 이 시스템을 통하여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감시가 활

게 높은 임금(High Return)을 받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로 인하여 채용시장에서 공

성화되었다. 노사관계와 관련된 주요 항목은 물론, 2010년에는 노조관련 현황의 공시주기를

공기관에 대한 과도한 집중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불러왔으며 민간경제 활력을 저해한다는

단축하였으며 취업규칙 공시항목 추가, 단체협약 등 개정 시 수시공시, 주요 개정내용 및 신

지적이 있었다. 또한 금융공기업 기관장 연봉이 타 공기업의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며, 감사의

구대비표 등을 공시하고 있다. 또한 타임오프제도 도입, 복수노조 설립 허용에 따라 관련 내

경우 불명확한 임금체계, 평가 없는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체계 개편이 필요성이 꾸준히 제

용을 공시항목에 추가하였다.

기되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노사관계지수를 포함시켜 기관이 자발적으로 불합리한 단협 등의 개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기관장·감사 보수체계 개편(2008.6)이 추진되었다. 공공기관의 보

선을 유도하였다. 2008년도 공공기관 기관장평가부터 ‘노사관계 선진화’를 평가지표에 포함

수체계를 기본연봉과 성과급 구조로 단순화하여 기본연봉은 공공성을, 성과급은 시장성을 반

하였다. 200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시에는 평가비중을 15%에서 20%로 확대하여 노

영하는 체계로 개편하였다. 금융기관장 및 대형 공기업은 민간 동종업계의 보수수준 등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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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기관장의 기본연봉은 상대적 수준이 높은 기관들의 경우 정

따라 민간 기업의 활력이 약화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대졸초임 조정방안

무직 공무원(차관급)의 연봉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성과급도 지급률 상한을 경쟁 정도와

(2009.2)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기관별 상대적 보수수준에 따른 대졸초임

경영리스크 등을 감안하여 차등 적용하도록 하였다. 매년 기관업무의 난이도와 경쟁 정도 등

삭감을 추진하였다. 대상기관은 대졸 초임(2008년 기준)이 2,000만 원 이상인 공공기관이며,

에 따라 지급 기준이 조정되도록 개편하였다.

대상 직원은 정부 권고안을 통보한 이후 입사하는 대졸 신입사원부터 적용하였다. 이들 조치

공기업, 준정부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 성격을 가진 기타공공기관의 상임감사를 대상

를 통하여 평균 대졸초임이 민간기업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으로 감사보수체계를 개편하였다. 기본연봉은 보수체계 개편 이전 기관장과의 보수차이
인 80% 수준을 개편 이후에도 유지하도록 하였다. 직무수행실적 성과급도 평가결과에 따

공공기관 선진화를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의 대립

라 차등적용하되 기관 유형별로도 상한을 달리 책정하였다. 공기업 감사의 경우 기본연봉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과정에는 많은 이해관계자가 존재하였지만 그 중 공공기관 노동조합은 가장 직접적인 이해

100%, 준정부기관 감사의 경우 기본연봉의 60%를 상한으로 설정하였다. 다만 7개 금융형

관계자 중 하나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공공기관 선진화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였고, 이러한 공공기관 노조

준정부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증권

의 입장은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과 대립각을 이루었다. 이 중 소프트웨어 측면의 선진화와 관련하여 성

예탁결제원, 수출보험공사)의 감사는 성과급 상한을 100%로 설정하였다. 기타 공공기관은
성격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급률의 상한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공공기관의 안정적인 고용과 높은 보수로 인하여 유능한 인재가 공공기관에 편중됨에

과연봉제, 타임오프제, 복수노조 도입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먼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실시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기존의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를 뿌리째 뒤흔드는 것이었
다. 정부는 선진화를 통하여 성과중심의 공공기관을 확립하기 위하여 추진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노조에서는 성과
위주의 임금체계 개편이 민간기업과 다른 공공기관에 적용될 경우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라 우려하며 적극적인 반
대의사를 표명하였다.
노동조합에 대한 과다한 지원으로 인하여 방만경영이 문제시 되었고,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조전임자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편 내용

수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게 위한 타임오프제를 도입하였다. 이에 공공기관 노동조합에서는 이러한 타임오프제가

구분
기관장・감사 보수체계 개편
(2008.6)

내용
•공공기관의 보수체계를 기본연봉과 성과급 구조로 단순화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는 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하였다.
복수노조 허용은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권고 받은 사항으로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 7월부터 시행되었고, 공

•기본연봉은 공공성, 성과급은 시장성 반영 체계로 개편

공기관의 경우에도‘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일부를 개정하여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노조 측에서

•기관장의 기본연봉은 상대적 수준이 높은 기관들의 경우 정무직 공무원(차관급)의

는 복수노조 도입으로 사측과의 교섭이 단일교섭창구로 이루어질 경우 과반수 이상의 노조에 교섭권이 주어져 소

연봉수준으로 하향 조정
(단, 금융기관장 및 대형 공기업은 민간 동종업계의 보수수준 등을 감안하여

수노조의 기본권 제한이 우려된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였다.

합리적으로 조정)
•기관장 성과도 지급률 상한을 경쟁 정도와 경영리스크 등을 감안하여 차등 적용

정부 입장

노동계 입장

•매년 기관업무의 난이도와 경쟁 정도 등을 보아가며 기준을 조정

성과연봉제

•공기업, 준정부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 성격을 가진 기타공공기관의 상임감사의
경우, 기관장과의 보수차이인 80%수준 유지

- 공공기관의 조직 효율성 향상

•감사의 직무수행실적 성과급도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적용

-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성격에는 맞지 않음

(단, 기관 유형별로도 상한을 달리 책정)
공공기관 대졸초임 조정

•대졸 초임(2008년 기준) 2,000만 원 이상인 공공기관대상

(2009.2)

•평균 대졸초임이 민간기업과 유사한 수준 유지

금융공공기관 기존직원

•한은, 금감원, 금융공공기관(10개)의 기존직원 임금을 5% 이상 삭감하도록 노사 간

임금 5% 삭감

타임오브제
- 노조활동 위축 및 노조무력화 시도

합의(2009년 10월~12월)

(2009.12)

•연차휴가 25%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여 추가적인 임금축소도 유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시행

•기본연봉이 근속연수와 연동하여 자동적으로 인상되는 것을 방지하고 평가를 통하여

(2010.6)

- 과다 노조지원으로 인한 방만경영 방지위
한 노조전임자수 적정수준 유지

차등 인상
•근
 무실적, 업무수행능력, 태도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통하여 등급에

- 우리나라는 그동안 복수노조 금지에
대하여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여러 차례
개선 권고를 받음.

복수노조

- 복수노조 자체가 아니라 이에 따른 교섭
창구단일화가 문제임
- 과반수 노조에 교섭권이 주어질 경우
소수 노조의 기본권 제한 우려

따라 기본연봉의 인상률을 차등적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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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금융공공기관 기존직원 임금 5% 삭감(2009.12),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시행
(2010.6)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보수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롯한 많은 반대와 논란이 있었으며 선진화의 성과와 아쉬움에 대하여도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
졌다.

이러한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편은 경제위기 극복과 공공기관 생산성 및 경쟁력 강화, 국민 부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2011.1,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따르면 공

담 완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먼저 대졸초임 인하 등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활성화

공기관 선진화 정책은 전반적으로 ‘잘하였다’는 평가가 많았으나,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경

되었다. 이에 따른 여유재원 확보로 정규직원 신규채용, 청년인턴 채용이 가능하였다. 2009년

우, 다른 정책들에 비하여 국민적 공감대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93개 기관 대졸초임 조정을 통하여 확보한 재원으로 337명의 청년인턴을 추가채용하였다. 이

2012년 7월 한국공기업학회 등의 주최로 개최된 공공기관정책 공동학술대회에서는 기관 통

러한 노력은 30대그룹 및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신규직원・인턴채용 확대 등에도 영향을 미

폐합, 경영 효율화 등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으나, 민영화 등에 대하여

쳤다.

장기적 추진체계 미흡 등이 지적되었다.

또한 공공기관 운영비 감소로 경영효율성 향상과 국민의 직·간접적인 부담 경감, 민간기
관-공공기관 간 임금격차 축소를 통한 중소기업 고용유인 증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성과연
봉제 시행은 장기적으로 성과지향적 조직문화 구축, 직원의 역량강화 유인으로 작용되며, 공공

선진화 계획 이후 공공기관 정책
자율・책임경영

① 성과연봉제

기관 고용유연성을 제고시키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다. 다만 성과연봉제 초기인 만큼, 공정한

② 인력・조직・예산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이에 대하여 평가 및 환류하는 경영자율권 제도

성과시스템 구축과 합리적 평가가 가능한 조직문화 정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양적 슬림(slim)화+질적성장’을 위한 자율성 확대 및 방만경영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성 확보

③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견제 시스템

재무건전성 강화

① 재무건전성 점검체계 구축 = 기관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제출 + 예비타당성 조사
②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부채관련 평가 강화(2011년~)

제3절   한계와 과제

신규채용 및

① 청년인턴제를 통하여 2008~2012년 동안 5만 6천여 명에게 한시적 일자리 제공

열린고용 확대

② 신규채용을 확대하여 2010~2012년까지 1만 8천여 명의 인력 증원
③ 경영평가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하여 고졸자 및 지역인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열린채용 확대

공정사회 실현

공공기관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복지와 안녕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그 역할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화하였다. 즉 공공기관의 역할 재정립 및 개선은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① 사회 각 분야의 공정사회 실천을 위한 ‘특성화’ 전략
② 기관들간 사례를 공유・학습할 수 있는 ‘학습・제도화’ 전략
③ 정부부처・민간・사회적 기업과의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화’ 전략 추진
⇒ 불공정 거래 개선, 균등한 기회제공, 나눔문화 확산 등의 성과 달성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명박정부 역시 국정운영철학과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통하여 공
공기관 정책을 수행하였다.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및 통폐합, 보수체계 합리화 및 노사관계 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다양한 평가가 있었다. 성과연봉제의 경우, 기존의 형식적 운영에

진화 등 공공기관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특히 주·토

서 탈피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일률적인 성과관리 방식과 민간의 성과개념을 그대로 도

공 통합, 노사합의를 통한 지나치게 높은 보수 삭감 등은 과거 정부가 오랫동안 이루지 못한

입하는 것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노사관계 선진화의 경우에도 노사간 자율적인 방식이 아닌

숙원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것이다.

정부 주도로 이루어져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공공기관 선진화 이후에 추진된 자율·책임 경영, 재무건전성 강화, 신규채용 및 열린고용

종합하면 이명박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노사관계를 안정화시키

확대, 공정사회 실천 등 선진화 계획 이후에도 ‘공익을 실천하는 기관’으로서의 공공기관의 책

는 등 공공기관의 기초체력을 향상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에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및

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관심을 기울였다.

신성장동력 확충이 필요하다. 유럽재정위기 등 전방위적 세계경제위기 속에서 공공기관이 국

이명박정부는 이러한 공공기관 선진화를 통하여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공공기

민 요구에 부응하여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선진화를 통한

관의 경쟁력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러나 공공기관 선진화 과정에서 촛불시위를 비

체질개선 및 핵심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공공기관이 일자리 창출 등 국가사회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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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해결하는데 기여할 때 그간의 부정적 인식이 완화되고 국민의 사랑 속에서 더욱 성장하

선진화 개혁 | 제4편 공공개혁과 대국민 서비스 개선

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과제별 평가
(%)
100

 잘함    보통    잘못함
70.7

68.1

66.2

58.0

41.3

41.3

50

0

55.3

21.7

23.9

26.6

7.7

7.9

7.2

보수체계 개선

성과관리시스템 강화 노사관계 선진화

31.4

10.6
통폐합 및 기능조정

31.4

13.3
인력조정

제4장

대국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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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공기업민영화

※ 자료: 한국능률협회컨설팅(2011.1)

제1절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1. 추진 배경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후 불과 60여년 만에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였다.  국민소득 2만 달
러와 인구 5,000만 명을 충족하는 국가모임인 ‘20-50 클럽’에 세계 7번째로 가입한 우리나라
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동시에 이룬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명박정부 출범 후 국
가경쟁력 순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8년 27위, 2010년 23위, 2011년 22위 그리고 2012
년에는 19위로 평가받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유럽발 재정위기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으로 안정적인 재정정책과  세계적인 기업경쟁력을 토대로 무디스, 피치, S&P 등 세계 3대 신
용평가사로부터 공히 국가신용등급 상승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이러한 비약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국가경쟁력이 저평가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
인이 있겠지만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개선할 점이 많은 것으로 평가되는 우리의 기초 법질
서의식과 준수의식에 주목하고 있다.
KDI의 연구에 따르면 1991~2003년까지의 우리나라 법질서 준수수준은 경제개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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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30개국 중 27위로, 하위권으로 평가되고 있다. OECD 평균치의 법질서를 유지하는

2. 정책추진 및 홍보

경우 연간 약 1%의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분석하였다(KDI, 2007).
교통운영 체계 선진화는 자동차 1,000만 시대를 돌파하여 이미 본격적인 마이카시대가 도

(1)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

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지닌 우리 교통체계를 시급히 개선하여야한다
는 공감대에서 출발하였다.

① 교통운영 체계 선진화 방안의 정책수립

2010년 기준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2.6명으로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여전히

정부는 탁상행정 및 기관 간 이기주의라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대책수립에서부터 국

높은 수준이다. 지·정체 등으로 야기되는 교통 혼잡비용은 2010년 27조 원으로 GDP의 약

내외 교통체계에 대한 상당한 조사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경찰청, 국토해양부, 행정안전

3%나 차지하고 있다.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중 교통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2009년 4월 ‘교통운영 체계 선진화 방안’을 수립하여 발표하

16.8%이다. 이 중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78.8%에 이른다.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에도 불구

였다.

하고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과태료 부과액이 연간 5,500억 원 수준에 달하고 있다.

교통운영 체계 선진화 방안은 크게 국내 및 선진 5개국 현장조사, 관계기관 합동 TF발족

이러한 문제점의 주요 원인은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교통신호와 도로운영 체계에

등 약 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발표하였다. 2009년 2월부터 4월까지 서울 등 주요도시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즉 비엔나협약 등 국제표준과 상이한 교통운영 체

국내 현장조사를 수행하였다. 아울러 국제 표준 확립이라는 모토에 부합될 수 있도록 일본

계가 교통질서 훼손의 원인을 제공하고 국제화를 가로막고 있다. 이는 곧 국가경쟁력의 저해

도쿄, 미국 뉴욕,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독일 베를린 등 대표적 교통선진 5개국의 주요도시

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등에 대한 사례를 수집하였다. 이를 토대로 선진국의 신호 순서, 좌회전 방식, 회전교차로 운

물론 과거 개발연대에는 사회간접자본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신호등의 설치를 통
한 교통체계의 운영이 개발과 발전의 상징처럼 인식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불필요한

용사례 등이 광범위하게 수집되었고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교통신호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였다.

신호에 의한 교통운영 체계는 기본적으로 운전자 간의 자율적 통제에 의한 교차로 운영방식

아울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경찰청,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문화관광부, 도로교통공

에 비하여 대기시간이 길다는 점에서 신호 설치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오늘날 선진

단 등 유관기관들로 구성된 합동 TF를 30여 차례 개최하고 상위 자문기구로 대학교수, 언론

국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이다.

계,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병행 운영하는 등 기관 간의 엇박자를 막으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신호에 의한 교통통제가 효과적이고 강제력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

면서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이라는 인식과 교통신호를 원활한 소통을 저해하는 ‘방해물’로 인식되는 모순된 인식이 공존

정부는 교통체계 선진화대책 발표 이후에도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기에 앞서 일선 경찰관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생활의 기초가 되는 교통법규의 잦은  위반은 전반적인 법질서 경시

및 지자체 등 대상 교육 등을 통하여 현장에서의 집행 효율성을 치밀하게 고려하였다. 아울러

풍조를 야기하여 사회적 신뢰 형성을 저해하게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불합리한 교통운영 체

발표한 대책에 대하여 과제의 난이도, 홍보의 필요성, 법령정비 소요기간, 재원확보의 난이도

계에 따른 단속강화에 앞서 국제표준에 부합하고 누구나 공감하여 준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등을 고려하여 19개(‘교차로 꼬리물기 근절과제’가 추가되어 총 20개 과제로 확대) 세부과제

교통운영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별로 액션플랜을 마련하고 2009년 5월 제1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하여 안건을 상정
하였다.

② 교통운영 체계 선진화의 추진과제 및 집행
교통운영 체계 선진화 과제는 핵심과제와 일반과제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 핵심과제는
사회·경제적 비용절감 효과가 크고 기존 교통신호 체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대형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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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경찰청·국토해양부·행정안전부 등 범정부적으로 과제 추진상황을

(2) 홍보 추진

관리하고 홍보하였다.
일반과제는 관행이나 시설개선을 통하여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여 사회적
편익을 높일 수 있는 중소규모 과제로 지방경찰청·경찰서·지자체 단위에서 세부지침 및 지

① 교통 운영체계 선진화 홍보의 중요성
교통신호에 의하여 운전자와 보행자를 철저히 보호하는 것이 교통안전에 효과적일 것이라
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교통신호등이 많다고 반드시 교통안전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

역여건에 따라 추진하고 경찰청에서 수시로 성과를 점검하였다.
교통운영 선진화 총 20개 과제는 시행의 용이 정도, 재원 확보, 법령 정비 필요성, 대국민 적
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1~3단계 과제로 분류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하였다. 점멸신호 운영이

다. 이는 곧 교통운영 체계의 개선뿐만 아니라 교통운영 체계의 수요자인 운전자 및 국민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나 주말·휴일 주차 허용과 같은 별도 적응기간이 필요하지 않고 많은 비용이 들지 않으며 시

교통운영 체계 선진화 방안은 우리 운전자들의 법질서 경시의식에서 출발되었으나 우리나

행절차가 간단한 과제를 1단계로 추진하여 정착단계에 있다. 시행초기 혼란 방지를 위한 정

라 운전자들의 법질서 경시풍조가 우리 운전자들의 자질부족이라기보다는 지키기 어려운 불

책홍보 필요성이 높고 법령정비 등을 수반하는 과제를 2단계로, 시행을 위하여 충분한 여론

합리한 제도 때문이라는 점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홍보하여 왔다.

수렴과 장기홍보가 필요하고 법률 개정이나 상당한 재원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를 3

즉, 운전자들에게 정부가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의 원인을 운전자의 법질서 경시와 자신
만을 위하여 편법을 이용하는 이기주의의 발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비합리

단계로 추진하였다.

적인 법규와 체계때문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하여 정책대상
구분

핵심과제

자인 운전자들의 정책호감도 및 정책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었다.

세부 과제
① 직진우선 신호원칙 확립

② 비보호좌회전 확대를 통한 녹색신호 좌회전 허용

③ 회전교차로 활용

④ 점멸신호 확대 운영

⑤ 무신호교차로 통행우선권 정립

⑥ 지정차로제 개선

② 교통운영 체계 선진화 정책형성 단계의 홍보(2009년 4월 이전)

⑦ 우측보행 확립

교통운영 체계 선진화 방안은 정책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상당한  수준의 여론 수렴을 통

주말·휴일 주차허용, 신호연동시스템 개발 등 12개 과제

일반과제

하여 이미 정책형성 과정에서 홍보가 이루어졌다. 우선 정책입안 과정에서부터 대학, 연구소,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과 같은 전문적인 공공기관이 정책입안을 위한 TF에 참여하여

시행시기별 교통운영 체계 선진화 과제
구분

활발히 의견을 개진하였고 30여 차례의 공개적인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세부과제

시행시기

1단계

① 점멸신호 운영

② 신호기 위치 조정

(4개)

③ 보행자 작동 신호기 설치

④ 주말·휴일 주차 허용

2단계

① 비보호좌회전 확대를 통한 녹색신호 좌회전 허용

② 회전교차로 활성화

(9개)

③ 우측보행 확립

④ 지정차로제 개선

⑤ 보행신호 점멸시작시점 조정

⑥ 교통섬 확대

⑦ 생활도로 일방통행 운영

⑧ 좌회전 신호 보완

2009.7.1

2009.10.1

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차례 개최하였다. 자문위원회는 교통에 대한 전문적 소양을 갖
춘 전문가 집단이라기보다는 시민단체 대표, 학계원로, 언론인 등으로서 이들의 광범위한 참
여를 유도하여 정책대상자인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 노력하였다.

⑨ 자전거 신호등 설치

③ 교통운영 체계 선진화 정책결정 단계의 홍보(2009년 4월~6월)

3단계

① 직진우선 신호원칙 확립

② 신호연동 시스템 개발·확대

2010.1.1

(7개)

③ 무신호교차로 통행우선권 확립

④ 우회전 신호등 운영

이후

⑤ 우회전 전용차로 설치

⑥ 도심 주요도로 일방통행 확대

⑦ 교차로 꼬리물기 근절

또한 TF와는 별도로 오피니언 리더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별도

2009년 4월 29일 정책발표 이후에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경찰청 등 교통관련 유관부처
들이 역할을 나누어 본격적인 홍보에 돌입하였다. 우선 각급 기관의 보도자료 배포, 언론 브
리핑 등을 통하여 주요 내용과 취지를 공중파 매체와 주요 일간지에 소개하였다.
정책발표 후 행정기관의 내부 고객이자 정책 집행 당사자인 일선 경찰관이나 지자체 공무

396

선진화 개혁

제4편 공공개혁과 대국민 서비스 개선

397

원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도 공청회 등을 개최하였다.

보로 전환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경찰청 합동으로 기획하여 추진한 전

이는 정책순응도(Compliance)를 제고하고 현장에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정책의 최일

국 권역별 설명회를 중심으로 개최하였다. 권역별 설명회에는 지방경찰청과 지자체의 교통공

선 집행자들이 충분한 인식과 더불어 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자발적 변화가 무엇보다도 중요

무원, 도로교통공단·교통안전공단 등 교통행정 관련 공공기관 실무자들도 참석하였다. 다

하다는 판단에서였다.

양한 의견개진이 가능하도록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시민단체의 참여를 적극 권장

교통운영 체계 선진화에 대한 공청회, 워크숍 등을 통한 홍보와 병행하여 정책의 내용을 도
로전광표지판(VMS)이나 현수막 등을 통하여 알리는 홍보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아울

하면서 지역의 교통관련 학계 등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통하여 실질적인 의견수렴과 정책토
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러 엘리베이터 모니터, 버스 등 생활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홍보매체를 적극 활
용하였다.

3. 추진동향 및 성과

더불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상정안건을 1만 부 이상 제작하여 주요 정부기관 및 공공기
관, 사업자단체 등에 집중적으로 배포하고 정부 대변인 회의 등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알림으
로써 정부 내부에서의 관심을 증대시키는데 주력하였다.

20여개 교통운영 체계 선진화의 세부과제들은 2012년 12월 기준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다.
교통운영 체계 선진화 주요과제 위주로 성과를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아울러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있고 특히 농촌지역에 거점 홍보망을 갖추고 있는 농협
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간에 홍보 MOU(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각종 홍보자료를 함께 공

(1) 직진우선 신호 등 신호체계 개선

유하고 농촌지역 의견수렴의 창구로 활용하였다.

우선 직진우선 신호체계 개선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2009년부터 경찰청과 교통안전공
단에서 매년 서울 및 6개 광역시 83개 주요도로 소통현황에 대한 일제조사 결과를 실시하고

④ 교통운영 체계 선진화 정책집행 단계의 홍보(2009년 7월 이후)

있다.

2009년 7월부터 점멸신호 확대를 시작으로 정책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실제 국민들이 어

이에 따르면 교통운영 체계 선진화를 시작한 2009년 4월에 비하여 2012년 4월 말 기준으

떤 식으로 행동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 제공형 홍보에 들어갔다. 다만 경찰청에서 시행하

로 전체 5만 7,775개 신호의 88.5%에 해당하는 5만 1,134개의 신호를 좌회전에서 ‘직진우

는 교통운영 체계 선진화 과제들 중 점멸신호, 보행자 작동신호기 등은 종전에도 교통안전

선신호’로 전환을 추진하였다. 일련의 신호체계 개선으로 평균통행 속도는 28.6km/h에서

의 일환으로 일부 사용된 것으로 정책에 대한 운전자들의 이해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과

29.6km/h로 3.5% 개선되었다. 통행 지체시간은 62.0초/km에서 55.0초/km 11.3% 줄어든

제중심의 일반적인 정책내용의 소개보다는 실제 교통현장에서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 동영상

것으로 나타났다. 신호체계 정비에 따른 시간비용, 연료비용 절감에 따른 편익은 83개 도로

홍보에 주력하였다.

에 연평균 약 1,20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전국 환산 시 그 규모가 훨씬 커질 것

우측보행은 국민의 보행습관을 바꾸는 작업인 만큼 동영상 홍보와 함께 전광판, 캠페인, 지

으로 판단된다.

상파 방송 등 전방위적인 홍보에 집중하였다. 전국 주요 전광판이나 지하철 모니터 등을 통하
여 송출하는 등 일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오프라인 홍보수단들을 다양하게 활용하였다.

(2) 비보호좌회전 및 점멸신호 확대

2010년부터는 점멸신호 확대운영 등 교통신호 개선관련 1·2단계 과제와 국토해양부에서

비보호좌회전과 점멸신호로 개선한 교차로를 대상으로 사고를 조사한 경찰청의 분석에

주관한 우측보행이 자리를 잡아갔다. 정부는 교통운영 체계 선진화 방안에 대한 관심을 지속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은 개선 이전(2008.7~2009.2) 5,735건에서 개선 후(2009.7~2010.2)

적으로 유도하면서 국민들이 대응요령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한 비보호좌회전 등 핵심과제를

4,796건으로 16.4%, 사망자는 42명에서 30명으로 28.6%, 각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심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전개하였다.

비보호좌회전과 점멸신호가 사고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시행초기의 우려와 달리 운전자의

특히 그간의 중앙집권적 홍보에서 탈피하여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참여가 중심이 되는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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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전교차로 확대를 통한 통행흐름 개선 및 안전성 제고

4. 교통운영 체계 선진화의 향후 과제

교통체계 선진화로 새로 도입된 회전교차로 사업은 2010년 시작되어  전국 16개 시도에
269여개소의 회전교차로를 신설, 운영 중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실증분석(2011.12)에 따

교통운영 체계 선진화는 종전의 교통관련 정책이 도로망 등 시설확충에 초점을 맞춘 결과

르면 회전교차로의 설치·운영을 통하여 평균 9~25%의 통행속도 증가 및 1기당 연간 약

교통안전, 삶의 질, 법질서 등 제도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였다. 국제적 표준과 다르고

2,300만 원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전교차로에서는 교통상충

현실에 맞지 않는 교통신호, 도로운영 체계 개선 등 제도와 관행의 개혁에 중점을 두고 추진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이 일반교차로에 비하여 평균 약 60% 감소하였다. 교차로에서 차량

되어 우측보행, 직진우선 등이 점차 정착되고 있으며 교통흐름 개선과 안전 확보에 가시적 성

간 직각이나 정면 사고가 한건도 발생되지 않아 교통안전도 제고에도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

과를 내고 있다.

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이러한 대책을 보완,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조기에 국민생활에 뿌리 내리게 하는
한편, 우리의 강점인 정보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스마트 교통체계’ 구

(4) 우측보행 확대  

축의 기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우측보행은 2009년 10월 시범시행을 시작으로 2010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2012
년 6월 기준으로 우측보행에 대한 인식률은 81%, 준수율은 71%에 이르는 등 상당부분 정착

(1) 교통운영 체계 선진화의 착근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철도, 공항, 지하철 등의 공공 다중이용 시설물에 비하여 백화점, 마트 등의 민간다중
이용 시설물의 경우는 향후 지속적인 홍보와 시설물 개선을 통하여 우측보행을 확산할 필요
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① 회전교차로 활성화를 통한 교차로의 안전 확보와 통행소통 개선
회전교차로 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전국 16개 시도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 회전교차로
담당자 교육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전국적인 대상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회전교차로 설치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에 따라 회전교차로 설치를 확대하는 동시

(5) 교통운영 체계 선진화 모델도시 사업을 통한 홍보효과 제고  

에 소규모 생활형 회전교차로 등 도로여건에 맞는 다양한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한편, 간선

교통법규 정비나 운전행태 변화 등이 수반되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과제는 시범사업을

도로에 연차적으로 22개소에 걸쳐 회전교차로를 추진할 예정이다.

거쳐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교통운영 체계 선진화와 같은 새로운 정책의 도입 시에는
성공적인 사례나 스토리를 만들어 운전자나 대국민 홍보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② 우측보행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유도

되었다.

철도역사, 지하철, 공항, 국립공원 등 공공다중 시설물에서의 우측보행은 정착화단계에 접

정부는 교통체계 선진화 사업을 특정도시에 압축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인구 20~50만 정

어들었으나 민간다중 시설물에 대하여 여전히 추가적인 시설물 개선과 홍보가 필요한 실정

도의 18개 중소도시에 대한 교통 전문가 심사와 현장점검을 통하여 지역별로 최종 3개 도시

이다. 마트나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종합병원, 호텔, 영화관 등 민간다중 시설물로까지 우

인 창원(경남), 원주(강원), 군산(전북)을 선정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매

측보행 대상지역을 확대하되 각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유도하여나갈 예정이

칭사업(7:3)으로 추진하되 각 도시별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교통운영 체계 주요사업을 탄력

다. 공공다중 시설물의 경우에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시설 내 동선여건, 일방통행 등의 이유로

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선이 어려운 시설물은 역사 개축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교통운영 체계 선진화 사업에는 직진우선, 회전교차로등 교통운영 체계 선진화
사업의 핵심부분이 포함되어 추진중이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각 지역 언론을 통한 지속적인

③ 무신호 교차로 통행 우선권 확립으로 보행안전 강화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운전자가 알기 쉬운 무신호(신호 없는) 교차로에서의 통행우선권을 확립하여 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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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호 교차로에서의 통행 우선순위(도로교통법) 개정 방안

용과 대기오염을 감소시키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개정안

현행
【도로교통법 제26조】

【도로교통법 제26조】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① 선진입 우선

① 차로수가 많은 도로 우선 원칙

② 넓은 도로 우선

② 우측도로 우선 원칙

③ 우측 도로 우선

③ 회전·T자형교차로에서 통행우선권 예외 규정

④ 직진·우회전 우선

  * 선진입, 넓은 도로 우선조항은 삭제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세계시장은 매년 9%씩 급성장하여 2015년에는 20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개도국 시장은 매년 15%의 높은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어 ITS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노력이 갈수록 치열하여지고 있다. 스마트 교통체계는 도로·
자동차 등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에 첨단 IT 기술과 교통정보를 융합하여 교통의 운영과 관리
를 과학화·자동화하고,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미래형 교통 시스템이다.
2012년 1월 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7차 회의’에서 ‘ITS 확대를 통한 교통정보 활
성화’를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편의를 위한 선도과제로 선정하고 2020년까지 관련 인프라

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통행량이

및 콘텐츠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많은 교차로 및  ‘노폭 6m 이상 주택가 이면도로’에까지 안전표지를 확대할 예정이다. 도로

그간 세계 ITS시장의 선점을 위하여 국내 기업이 2008년 아제르바이잔, 몽골 등에서 1억

교통법을 개정하여 통행 우선순위 판단이 어려운 병렬적 양보규정을 보완하여 차량 간 우선

달러 규모의 ITS 사업을 수주하는 성과를 거둔 것을 계기로 미래 수출유망 산업으로의 가능

순위를 명확히 할 것이다.

성이 거론되기도 하였다. 정부도 2009년에 ITS를 신성장동력으로 선정하여 중남미·동남
아·중동·CIS 등 개도국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수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④ 교통운영 체계 모델도시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

2011년 8월 총 사업비 3억 달러의 콜롬비아 보고타시(市)에 구축되는 교통카드 및 버스관

교통체계 선진화 모델도시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하여 원주, 창원,  군산의 3개 모델

리 시스템(BMS) 구축사업을 우리 기업이 수주하였다. 베트남, 카자흐스탄 등 세계 각지에

도시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사업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주기적인 주민설명회 등을 통

서 한국형 ITS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자국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2000년부터 ITS 관련

한 지역주민들의 참여확대로 사업의 효과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다.  

법·제도 등의 체계가 갖추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ITS 고유특성이 합리적으로 반영된 표준품
셈, 기술기준, 실적 증빙제 등 사업제도가 정립되지 않아 ITS에 특화된 지원체계가 미흡한 실

⑤ 선진 교통문화의 정착 유도

정이었다. 또한 교통정보 콘텐츠가 단순하고 정확도가 다소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교통운영 체계 선진화를 통한 교통체계의 개선과 더불어 병행하여 할 것이 교통과 관련한

2012년 발표한 ITS확대 계획을 바탕으로, 민간의 자유로운 교통정보 활용 및 유통 활성화

오랜 관행과 습관의 전환을 통한 선진 교통문화의 정착이다.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제도시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교통정보 Open-Platform을 구축하고 누구나 쉽게 공공기관의 교

행 전반에 걸쳐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공청회, 지상파 및 교통관련 매체활용을 통한 홍

통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정보 유통 프로그램 표준을 제정, 공개하는 등 개방형 유통

보, 교통관련기관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SNS) 등을 통하여 각계각층의 여

구조로 전환할 예정이다. 콘텐츠 역시 단순 소통정보 제공에서 벗어나 위치기반 정보와 트위

론을 수렴하여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나아갈 예정이다.

터 등 SNS 매체를 적극 수용하여 보다 개인화된 소비자 맞춤형의 교통정보 콘텐츠 개발·제
공을 추진한다.

(2) 스마트 교통체계 발전전략  

차세대 ITS가 도입되면 교통혼잡·사고·물류비용의 절감으로 연간 11조 8,000억 원 이상

종전 도로의 양적 확장과 신호체계 정비만으로는 늘어나는 교통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워졌

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고 교통정체 등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이 약 12% 감소될 것으로 예상

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스마트 교통체계(ITS)

된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전자·통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 도입하였다. 도로의 용량을 하드웨어적으로 증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

중소기업 위주의 전후방 동반성장 효과가 발생하여 양질의 고용창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

증대시켜보자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도로건설보다 비용이 훨씬 저렴하면서도 교통혼잡 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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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로명 주소 도입

방향(서→동, 남→북)으로 20m간격을 두고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번호를 부여한 것이
다. 이러한 새로운 주소제도는 현행주소의 동·리·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목적지를

(1) 추진 배경

찾기 쉽고, 알려주기 쉽게 한다. 정부는 도로명 주소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왔다.

우리나라의 주소제도는 1910년대 일제강점기에 식민통치와 조세수탈을 목적으로 토지조
사 사업을 실시하면서 토지구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이는 법정 동·리 별로 부여

① 법적·제도적 기반의 정비

한 지번을 주소로 사용하는 일종의 토지표기 방식이었다.

정부는 2006년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제정한 이후 제도의 원활한

그러나 이와 같은 지번 방식의 주소제도는 급속한 경제개발과 인구급증, 산업화·도시화

도입·시행과 국민 수용성의 제고를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관련법령을 개정하여왔다. 2008년

등으로 지번이 수차례 분할·합병되어왔다. 그 결과 배열이 지리적으로도 불규칙하게 되거나

에는 도로명 주소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로명의 변경요건·절차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

하나의 지번에 여러 개의 건물이 분포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면서 지번만으로는 위치를

으로 정하고, 법률 시행 이전에 부여된 도로명 주소를 통일성 있게 정비하기 위하여 ‘도로명

정확히 찾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물류의 원활한 처리에 애로가 발생

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할 뿐만 아니라 범죄, 화재, 응급환자 발생 등 긴급성이 요구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

2009년 4월에는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을 ‘도로명 주소법’으로 개정하여 도로
명 주소대장 작성근거, 명예도로명 제도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2개 이상의 자치단체에

응할 수 없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지번주소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많은 선진국과 같이 도로명
과 건물번호로 구성된 새로운 주소체계의 도입을 결정하였다. 1996년 7월 대통령비서실의

걸치는 광역도로의 도로명을 시·도 또는 행정안전부에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구역을
경계로 사실상 같은 도로에 서로 다른 이름이 붙여질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였다.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에서 ‘도로명·건물번호 부여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2011년 8월에는 도로명 주소법 개정으로 도로명 주소 일괄변경 제도의 도입, 기존 지번 주

해 11월 행정안전부(당시 내무부)에 실무기획단을 발족시켰다. 2006년에는 ‘도로명 주소 등

소와의 병행사용기간 2년 연장의 근거를 마련하여 도로명 주소 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수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용성을 제고하였다.

(2) 주요 사업내용

②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

도로명 주소는 도로 폭에 따라 ‘대로’(40m 또는 8차로 이상), ‘로’(12m~40m 또는 2~7차

도로명은 법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14일 이상의 주민의견 수렴과 해당 지자체에 설

로), ‘길’(기타 도로)로 구분하여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도로구간 별로 기점에서 종점

치된 도로명 주소위원회의 심의로 결정,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시·군·구에 걸친 광역도로
의 경우 시·도지사, 시·도에 걸친 광역도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여하였다. 2008년부터

도로명 주소의 부여원칙 및 사례

2010년 12월까지 전국적으로 16만 개의 도로명과 580만 개의 건물번호를 이러한 절차를 거
도로명 표기방법

쳐 부여하였다.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 이후에도 도로명 변경 신청을 지속적으로 접수한 결

시·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 + 건물번호 + ‘ , ’

과 전국적으로 총 269건의 변경신청을 접수하고 주민 의견수렴, 도로명 주소위원회 심의·결

상세주소(동·호수 등) + 참고항목(법정동, 아파트단지 명칭 등)
구분

지번주소

도로명 주소

정 및 주소 사용자 과반수의 동의 등 관련절차를 진행하여 234건의 도로명을 변경하였다.

단독주택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40-5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3길 6(서초동)

업무용빌딩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가 1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호(종로1가)

③ 전국 도로명 주소 예비안내 및 일제고지·고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83-1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58,

행정안전부는 2010년 10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건물점유자 등 약 2,600만 명을 대상

○○아파트 ○○동 ○○호

○○동 ○○호(서초동, ○○아파트)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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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까지 건물 등의 소유·점유자약 3,500만 명을 대상으로 전국 통·이장 약 9만 3,000

(3) 정책성과 및 향후 과제

여 명을 통하여 도로명 주소체계에 의한 상세주소와 안내문을 전달하였다. 도로명 주소 일제

정부가 오랜 기간 동안 도로명 주소의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오면서 각 부처와 지자

고지에 이어 도로명 주소를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2011년 7월 29일 공보, 인터넷, 게

체에서는 적극적인 교육, 홍보를 추진하였다. 또한 전국 도로망 및 도로명 주소를 전자지도상

시판,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도로명 주소를 전국에 동시 고시하였다. 이후 집중 홍보와 의견

에서도 볼 수 있도록 2007년부터 도로명 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를 서비스하였

수렴을 통하여 도로명 주소 인지도 제고와 함께 주소전환에 따른 국민들의 잠재 민원을 해소

다. 2012년 6월부터는 국민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한 위치 찾기를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애플리

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도로명 주소가 국민 생활 속에 안착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케이션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등 도로명 주소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
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도로명 주소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가 91.9% 이르렀다.

④ 주민등록 등 공적장부의 주소전환
정부는 전국 동시고시를 통하여 도로명 주소에 법적 효력이 부여된 이후 28개 기관이 관리
하는 1,093종의 공적장부에 대하여 주소전환을 추진하여 완료하였다. 이에 2010년 10월 31
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등 민원서류 발급시 도로명 주소로 발급하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
하였다.

아직 도로명 주소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지 얼마되지 않았고, 구 지번주소와 병행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가시적인 정책성과를 계량적으로 살펴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앞으
로 도로명 주소가 정착되면 여러 효과가 기대된다.
우선 기존의 순차성·체계성이 훼손된 지번방식의 주소 대신 도로명 주소를 통하여 목적지
를 어려움 없이 찾아갈 수 있다. 아울러 자신이 있는 곳을 다른 사람에게 명확히 설명할 수 있

2012년에는 도로명 주소가 전환된 공적장부에 대한 일제 검증을 실시하여 행정구역 변동

어 다른 사람이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 초행길에서도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을 확인함으

사항 반영되지 않거나, 잘못된 지번입력, 건물 멸실에 따른 도로명 주소 미부여 등 주소전환

로써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위치찾기 개선으로 범죄 대처, 재난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찾아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소전환 절차 및 방법, 오류 유형별

대응, 구조 구급 등 공공 서비스 제고 및 금융, 통신, 온라인쇼핑, 택배 등의 분야에서 국민생

처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소정비지침’을 수립하여 300여 개 기관에 통보하고 권역별

활이 더욱 더 편리하여진다.

교육을 실시하는 등 완벽한 공적장부 주소전환을 통하여 도로명 주소를 활용할 수 있는 기
반 조성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자지도, 내비게이션 제작업체 등의 위치기반 산업 발달 또한 촉진될 것이다. 외국 관광객
과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길 찾기가 훨씬 수월하여져 친숙한 대한민국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게 될 것이다.

⑤ 민간의 도로명 주소 활용 활성화

다만 100년 동안 사용하여온 지번주소에 익숙하여진 국민들이 아직 도로명 주소가 낯설고

도로명 주소가 국민생활 속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하여 도로명 주소가 손쉽게 사용될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불편하게 느낄 수 있어 국민의 생활 습관과 문화를 바꾸기 위하여 아직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였다. 우편·택배, 소상공인 등 민간부분의 도로명 주소 활용을

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교육과 홍보는 물론, 각종 안내시설과 간판에 도로명

위한 교육지원과 주소전환을 위한 분야별 협의체 구성·운영을 실시하여 주소전환 이후 일시

주소를 반영하는 등 국민들이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였다. 행정안전부의 주소전환추진단에 ‘주소전환 민관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였다. 협의회를
통하여 금융, 통신, 물류·택배 등 국민 주소생활과 밀접한 기관 중에서 선도기관을 선정, 간
담회와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인터넷포털 네이버 및 KT 등과
도로명 주소 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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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민원 서비스 및 제도 개선  

민원 서비스 선진화 사업의 추진목표 및 과제

세계 최고 수준의 온라인 민원서비스 체계 구축

1. 추진 배경
2009년 1월 기준 행정기관이 처리하는 민원사무 약 5,000여 종 가운데 약 1,200종은 인터
넷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발급까지 가능한 사무는 주민등록 등본 등 188종뿐이었
다. 신청·발급건수가 많은 주요한 생활민원은 어느 정도 온라인 신청과 발급이 가능하였지
만, 온라인 민원의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은 여전히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었

4개 분야 16개 과제 추진
1.민원사무 및 구비서류 감축
•민원사무 통・폐합
•구비서류 감축

다. 이로 인하여 개인과 기업은 경제·사회활동 중에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고 제출하기 위
하여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느라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였다. 정부와 공공, 민간기관은 전
자문서를 종이문서로 바꾸어 발급하거나 보관을 위하여 종이문서를 스캐너 등으로 전자화
하여야 하는 등 여러 추가적 비용을 부담하여야만 하였다.
이에 정부는 2009년 3월 ‘빠르고 편리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한 제도개선’이라는 국정과

2. 민원시스템 개선
•통합 민원포털 구축
•행정정보 공동 이용 대상
확대
•지원시스템 연계
•전자문서 위·변조 방지
시스템 구축
•유비쿼터스 기반 확충

3. 법·제도 정비
•전자문서 법적 효력 및
적용범위 명확화
•전자서명 법적 효력 및
적용범위 확대
•전자공증 등 각종 확인서비스
전자화
•전자문서보관소 설치 근거
마련
•온라인 행정정보 이용 활성화
•민원서류 전자화·표준화

4. 온라인 이용 활성화
•인증절차 간소화 등
기능개선
•주요 생활민원 패키지
온라인화
•대국민 홍보·교육

제에 따른 국민편익 사업으로 ‘민원 서비스 선진화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2010년까
지 가능한 모든 민원업무를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을 목
표로 설정하였다.

(www.minwon.go.kr)로 확대 개편하였다. 2010년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3,000종의 민원을
신청, 1,000종의 민원을 발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2010년에는 건축물대

2. 주요 사업내용

장 등초본 열람 등 10종의 민원을 스마트폰으로 신청할 수 있는 모바일 민원 서비스를 제공
하기 시작하였다.

민원 서비스 선진화 사업은 ‘세계최고 수준의 온라인 민원 서비스 체계 구축’을 비전으로

셋째, 온라인 민원 관련 법·제도 정비를 추진하였다. 전자정부법 등 관련규정 개정을 통하

하여 민원사무 및 구비서류 감축, 민원 시스템 개선, 법제도 정비, 온라인 이용 활성화 등 4개

여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고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분야별 16개 과제로 구성되었다.

전자공증 등 각종 확인 서비스를 전자화하고, 전자문서 활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온

첫째, 불필요한 민원사무와 구비서류를 감축하는 민원사무 간소화를 추진하였다. 법적 근

라인 행정정보 이용 활성화와 함께 민원서류의 전자화·표준화를 추진하였다.

거가 미약한 사무, 연간 신청건수가 거의 없어 실효성이 없는 민원사무는 폐지하였다. 유사

넷째, 온라인 민원 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였다. 행정안전부의 민원사무처리 현황 조사

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민원사무는 표준화하고 통합하는 일로 2009~2010년 동안 민원

결과, 2008년 한 해 동안 접수・처리된 약 4억 9,000만 건의 민원 가운데 인터넷을 통한 민원

사무 770종을 통폐합하였다. 한편, 모호한 구비서류 관련법령을 정비하고 행정정보 공동이

신청 건수는 1억 2,000만 건으로 약 25%에 그치고 있었다. 75% 달하는 민원은 여전히 방문,

용으로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구비서류 항목에서 제외하여 같은 기간 동안 구

우편, 팩스 등을 통하여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서류 2,781건을 감축하였다.
둘째, 정부민원 포털을 구축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정보와 이용기관의 확대를 추진
하였다. 기존의 전자민원창구 G4C와 54개 기관별 민원 시스템을 연계하여 정부민원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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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생애주기
본인신청

생활민원일괄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변화
과거

입양 교육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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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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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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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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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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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자 민원처리

보훈청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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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온라인 민원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인증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민원 시스템
의 기능을 개선하였다. 정부민원 포털의 체계와 메뉴구성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개선
하고 민원사무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보완하였다. 또한 진본성 확인 시스템 도입 등
전자민원 서비스에 대한 보안성을 강화하였다. 주민등록등초본 등 구비서류를 온라인으로

현재

신청

발급받을 경우에는 민원신청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하는 등 온라인 민원이용 활성화를

정부 민원포털
(www.minwon.go.kr)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하였다.
한편 정부는 한국인의 생애주기를 26개 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각 단계별로

민원 처리 시스템
결과

처리

읍면동 세무서

신청
민원인

필요한 민원사무 중 여러 기관에 걸친 다수의 관련민원을 패키지로 묶어 인터넷을 통하여 한

통합신청서
작성

일괄서비스
통합환경

꺼번에 신청, 처리할 수 있는 생활민원 일괄 서비스를 2009~2010년 동안 이사, 취업준비, 부

민원 처리 시스템
결과
신청
업무 처리 시스템

동산 거래, 기초생활 수급, 다문화가족 등 21종을 개발하여 개통하였다.

결과

우체국
처리

처리

금융기관

예를 들어 이사민원 일괄 서비스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사를 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는 전
입신고, 사업자등록 변경, 전입학 신청 등 22개의 민원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설명함과 동시
에, 클릭 몇 번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3. 정책성과

생활민원 일괄 서비스를 이용하면 민원인은 정부민원 포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일괄 서비스 항목 중 본인이 필요한 것을 선택하여 통합신청서로 한 번에 여러 민원
을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한꺼번에 신청된 개별 민원들은 각각의 담당기관으로 전자전
송된다. 각 담당기관에서 처리하게 되면 그 결과정보가 다시 정부민원 포털로 보내져 민원인
이 직접 일괄적으로 조회, 열람, 출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민원신청인에게 이메일, 단문메시지 등으로 제공함으로
써 서비스의 편의성 또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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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서비스 선진화 사업 추진으로 인한 직접적인 성과는 불필요한 민원신청건수의 감소,
온라인 민원 이용 활성화로 나타났다.
정부가 민원 서비스 선진화 사업을 통하여 불필요한 민원발급 요인들을 찾아내 개선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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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5%에 그쳤다. 2010년에 이르러서는 이 온라인 민원 이용률이 50%에 육박하였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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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원 포털은 2002년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10년이 지난 2012년에 이르러 가입 회원 수

제3절   인감증명 제도 개선

1,000만 명을 달성하였다. 하루평균 22만 명이 방문할 만큼 널리 이용되고 있다.
정부 민원제도 개선 및 온라인 민원 이용 활성화는 국민이 일상생활속에서 필요한 민원발

1. 추진 배경

급 비용을 시간적인 측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경감시켜 준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개인적인 부
담경감이 국가전체적으로 보면 경제활동 활성화로 이어져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1) 인감제도 현황

행정·공공기관의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에너지 절감 등을 유도하여 탄소 배출량 감소 및 저

인감증명 제도는 1914년 도입한 이후 공적·사적 거래 관계에 있어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단으로 활용하여왔다. 전 국민의 66.5%인 3,289만 명이 인감을 등록하여 2008년 한 해 총

2008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 약 100억 장의 종이 소비로 약 20만 톤의 탄소

4,846만 통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었다. 부동산 거래(25.7%), 은행 담보대출(24.9%), 인허가

를 배출하였다. 연평균 20% 이상씩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할 경우 2012년에는 약 200

양도(9.2%), 자동차 양도(8.2%)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고(2008년 표본조사 결과, 발급통수

억 장의 종이를 소비하여 약 40만 톤의 탄소를 배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온

기준), 부동산 등기 관련사항(부동산 거래 + 은행 담보대출)이 전체의 51% 수준이다.

라인 민원 서비스 이용률이 높아질수록 예상되는 비용절감 효과는 물론 환경에의 기여도 또
한 높아질 것으로 본다. 실제로 2009년에 비하여 2010년 민원신청 건수가 1억 건 감소하였는

(2) 인감증명 개편 추진 배경

데, 이는 종이 1억 6,000만 장, 탄소배출량으로는 1,857톤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

인감증명 제도는 인감증명 등의 위·변조, 부정 발급, 인감증명서의 과도한 요구 등의 문제

가된다.

점이 노정되었다. 인감도장 제작·관리, 인감증명서 발급, 인감증명 관련 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회·경제적 비용이 크게 발생하였다.

4. 향후 과제
① 운영비용 과다
2009~2010년 동안 추진하여 성공적으로 완료된 민원 서비스 선진화 사업은 민원행정의

일반국민은 인감을 제작·보관하여야 하는 불편과 인감증명서 발급에 따른 시간 등 연간

패러다임을 기존의 방문·개별 처리에서 온라인·통합 처리로 전환시킨 사업이다. 그 결과 불

2,500억 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정부 입장에서도 인감증명서 발급 등에 따른

필요한 민원서류의 감소, 온라인 민원 이용 활성화의 측면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인적·물적 비용으로 연 2,0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다만 행정안전부에서 정부 각부처의 5,000종에 이르는 민원사무를 관리하고는 있으나 일
부 누락되는 경우가 없는지, 법령개정 등으로 새로운 민원사무가 생길 때마다 이를 간소화하

② 국민불편 발생  

고 전자화할 여지가 없는지를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해결하여나가야

행정기관(중앙부처) 209종의 사무에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었다. 사적 거래에서도

할 것이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의 일상화를 반영하여 보다 많은 민원사무를 스마트폰으로도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등 인감증명서의 과도한 요구로 인하여 국민불편이 초래하였다.  

제공하되 개인정보 보호와 전산 보안의 측면에서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여나가야 할 것이다.

③ 재산상 피해 유발
인감은 도장 제작기술 발달(컴퓨터 활용) 등으로 위조에 취약하다. 인감 분실·도난 등의
위험 상존, 인감 등의 위조, 부정발급 등으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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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피해사례 유형

2. 인감사무 감축 추진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을 챙겨 도주
•위조한 신분증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

(1) 중앙부처 총 209종 인감사무 중 125종(60%) 감축 완료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는데, 사채업자가 인감증명서를 악용하여 집에 근저당 설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지침 등의 개정을 통하여 저작권·광업권 등 각종 권리

•배우자의 신분증 및 인감을 도용하여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아 부동산 등을 매매 (다수 발생)

양도(30건), 보상금·환급금·연금 등 대리수령(30건), 임원취임·입찰 등 자격등록(24건) 등
의 인감서류 제출을 감축하였다.
폐지한 사무에 대하여 학계, 법조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

④ 환경변화 및 글로벌 스탠더드에 미부합

였다.

금융거래 시 도장 대신에 서명에 의한 거래가 크게 증가하고, 신용카드 결제, 어음·수표거

국민의 재산권 및 사인과의 계약(권한) 관련 분야의 경우 복잡한 이해관계 및 절차로 인하

래 등에서 서명을 폭넓게 이용하고 있다. IT기술 발달로 온라인상 전자인증 등이 인감증명

여 당해 부처의 존치를 요청한 경우에만 폐지하지 않기로 하였다.인감사무 감축을 적극 추진

대체수단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 등은 자국에 없는 인감증명 제도를 불합

한 결과 인감증명 발급이 점차 감소하였다. 2008년의 발급통수가 4,846만 2,000통이었으나

리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인감 사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어 서명제도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

2011년에는 4,275만 7,000통으로 11% 감소한 것이다.

다.(→ 미국, 유럽 등은 거래시 서명을 사용하고 계약서 등에 대하여 공증을 받음)

(2) 정부 산하단체 인감사무 감축
(3) 추진 경과

2010년의 중앙부처 인감사무 감축(총 209종의 인감사무 중 125종 감축)에 이어 2012년 중
에 정부 산하단체(약 670기관)의 인감사무 감축을 추진 중에 있다.

① 인감증명 제도 개편 TF 등 운영
정부기관 및 학계·전문가들이 참여한 ‘인감증명제도개편TF’를 운영(2009.3~)하여 인감

3.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도입

증명 대체방법 등 개편방안 논의하였다. 외국 사례를 조사하고, 전문가의 연구결과 발표와
협의를 진행하였다.

인감증명의 감축과 함께 인감증명의 대체방안인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을 제
정(2011.12.29)함으로써 본인서명사실확인제 (2012.12.1)가 시행되었고, 전자본인서명확인

② 공청회 등 개최 및 전국민 인식조사 실시

제(2013.8.1)를 시행할 예정이다.

학계, 언론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2009.6.11)하여 인감증명 개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민원인이 읍·면·동 등을 방문하여 신분확인 후 서명하여 본인서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인감증명 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

명사실확인서를 발급(읍·면·동장 등)받은 다음 인감증명서 대신 활용하면 된다. 전자 본인

(2009.5.1~22)를 실시하였다.  

서명사실확인서는 이용자가 사전에 이용신청을 하고, 정부사이트(민원24)에 접속하여 공인
인증서로 본인 확인한 다음, 확인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한 후 수요기관이 온라인으로 확
인하면 민원처리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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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우리나라의 국가표준·인증 체계 및 문제점
국가표준을 보면 KS가 제정된 지 50년이 넘었으며, 그동안 기술발전, 품질향상 등 산업국가로 도약하는데 초석

1. 추진 배경 및 의의

이 되어왔다. 하지만 현재 국가표준은 임의표준인 KS 2만 4,000여 종과 각 부처의 기술기준 2만 3,000여 종으로
서로 일치되지 못한 채로 별도로 운영되어 기업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표준(KS)과 기술기준은 인증 기준으

표준은 지켜야 할 기술적 규범 중에 준수가 자율적인 임의기준으로 휴대폰 한글 자판 표

로 활용되기 때문에 표준(KS)과 기술기준 간 부조화는 단일 제품에 대하여 다수의 인증을 받는 경우 유사한 인증시
험을 중복하여 받아야 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준, 공공안내 그림(Pictogram) 등을 말한다. 표준 중에서 소비자인 국민의 안전, 환경 등을
위하여 각 부처에서 강제로 적용하는 표준을 기술기준이라 하는데 자동차 안전기준, 식품 위

국가표준(Standard)

생기준 등이 있다. 반면 인증은 이러한 표준과 기술기준에 제품이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평

임의표준(KS) 불일치

강제표준(기술기준)

국제표준

가를 거쳐 증명하는 것으로서 KS마크, 환경표지 등이 대표적이다.

유사규제 증가
(2만 4,000종, 지경부)

(2만 3,000종, 19개 부처)

WTO는 각 국가에서 표준과 인증기준을 도입할 때 국제표준 채택을 의무화하고 있다. 세
계 무역량의 80%가 국제표준 영향 아래 유통되고 있다. 국제표준을 선점하는 자가 세계시장
법적 인증(Certification)

을 지배하는 시대라고 할 만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
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하여 인증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국제상호
인정체계

세계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 국제표준화 선점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임의인증

강제인증

인증부담 증가
기업당 15개 인증보유

(KS 등 69개)

(KC 등 43개)

유지비 연 3,000만 원

나라도 우리가 개발한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명박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글로벌 스탠더드 코리아 추진’ 방안을 선정하고 이행하여 왔다. 그 결
과 그동안 미국, 유럽 양대 축으로 운영되어 온 세계 표준무대에서 최근 한· 중·일 블록이
새로운 축으로 부상하면서 Big 3 체계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각 부처의 인증제도는 제도 도입 시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국가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가운데 매
년 유사 인증제도가 우후죽순으로 증가하여 현재 112개의 법정 인증제도와 73개의 민간 인증제도가 난립, 운영되
고 있다. 최근 4년 동안 96개였던 법정 인증제도가 112개로 무려 17%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은 제품
을 시장에 출시(의무인증)하거나 공공 인센티브(임의인증)를 받기 위하여 하나의 인증이라도 더 받으려 노력하다

2. 정책 추진 근거

보니 다수의 인증을 획득할 수밖에 없다.

2012년 1월 기업은행 경제연구소에서 689개사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애로를 조사한

점수를 높게 받기 위하여 환경표지 · 에너지절약마크 · 최소녹색기준 · K마크 · Q마크 등 유사인증을 중복 취득

* (현장 애로사례) 가산디지털단지에 소재한 중소 PC제조업체 ‘C’社는 조달청에 공공 납품 시 제품인증 보유 평가

결과 39%인 269개 기업이 인증제도 개선을 요구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실 조사결

하고 있다. 각 인증별로 최소대기전력 시험 등의 내용 등이 중복되고 있어 기업부담이 큰 실정이다.  

과 인증비용, 기간에 대한 불만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인증으로 인한 현장애로의 일례
로 전기용품 제조업체 K사는 10개 인증 및 검사 비용으로 매출액의 6.8%(2억 7,300만 원)을

유사중복 인증 예시

사용하고 있었다. 매출액의 3% 이상을 인증·검사 비용으로 지출하는 기업이 8.6%에 달하
LED 조명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런 중복인증 문제에 대하여 국회는 대정부 질문 및 예결위 정책 질의 등을 통하여 인증제
도 간 유사중복이 많아 기업들에게 행정력 낭비와 인증비용의 이중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
음을 지적하였다. 인증제도에 대한 총체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유사인증을 통폐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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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간 고등어
수산물품질인증,

KC인증,

지리적표시등록,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수산물이력품질등록,

KS인증

KS(가공식품)인증, 식품
HACCP, 안동시 인증

가스보일러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
KS인증, 신기술인증,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환경마크인증

안성사과
우수농산물인증,
친환경농산물인증,
지리적표시등록,
농산물이력추적등록,
경기G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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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국가권익위원회는 불합리한 관행 개선의 일환으로 인증제도 정
비를 요청하였고 규제개혁추진단도 중복 인증제도 개선방안 수립을 건의하였다.

관련 의무인증 대상 2만 2,000여 제품의 인증을 CE마크로 통합(1993)하여 운영하고 있다.
중국은 가스·전기제품 등 292개 품목에 적용하던 국산·수입품 관련 인증을 CCC로 통합

언론도 중복인증에 따른 기업부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보도하여 왔다. 특히 인증제도가

(2002)하였다. 일본은 의무인증을 PSE(전기제품), PSC(생활제품)마크로 통합(2003)하였다.

급격히 증가한 2012년에는 ‘中企, 인증·검사받느라 허리 휜다’(한국경제, 2012.2.17), ‘인증

우리나라도 법정 의무인증의 경우 하나의 통합인증마크(KC)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인증

이 비용부담이 크고, 중복인증은 중소기업 성장을 저해’(내일신문, 2012.4.9) 및 ‘中企 골병들

제도혁신 추진계획(2006.5)’에 따라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4(국가통합인증마크의 도입)

게 하는 인증 규제 전봇대’(세계일보, 2012.6.12) 등의 기사가 있었다. 그 외 많은 언론에서 중

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5개 부처 13개 법정의무 인증마크를 국가통합인증마크(KC) 하나

소기업의 인증 애로를 집중적으로 다뤄왔다.

로 통합하고 2011년 7월부터 환경부 등 전 부처로 확대하여 시행 중이다.

이처럼 기업은 인증 받는데 연 4조 원을 쓰고, 중소기업 한 곳당 14.9개 인증을 보유하고 있
다. 이를 취득, 유지하는데 연간 3,230만 원을 소요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대한상공회의소,

(3) 인정기구의 단일화

2010).  

WTO TBT(무역기술장벽) 협정상 ‘하나의 표준, 한 번의 시험, 상호인정 원칙(One
Standard, One Test, Accepted Everywhere)’에 의거, 제품의 시험성적서나 인증서가 국가

3. 국내외 사례

간에 통용될 수 있도록 국제상호인정체계가 확대되고 있다.
국제상호인정협정(ILAC-MRA) 가입국이 2000년 28개국 38개 기관에서 2011년 61개국 73

(1) 표준과 기술기준 간 일치화

개 기관으로 늘었다. 또한 각국은 제품과 인증의 신뢰성 강화의 일환으로 인증기관의 업무수행

표준 선진국들은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통하여 제정된 표준을 그 준수가 강제적인 기술기

능력을 평가, 입증하는 인정기구를 단일화하고 있다. 최근 복수 인정기구를 운영하던 이탈리아

준이나 법률에 활용하여 표준과 기술기준 간 중복성을 방지하고 규제저항을 낮추면서 규제

(2009), 독일(2009) 및 EU(2010) 등이 인정기구의 단일화를 완료하여 국제상호인정협정체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도구로 활용하여 오고 있다.

국(61개국) 중 4개국(미국, 일본, 태국, 캐나다)만이 복수 인정기구를 운영(7%) 하고 있다.

표준을 기술기준에 적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EU의 ‘신접근법(New Approach)’이
다. 신접근법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단순화시키고 기술적인 세부사항은 표준에서 정하

4. 제도 개선의 핵심내용

도록 하는 정책방안으로 20여 년 전에 고안되어 운용되고 있다. 현재 이러한 정책방안을 이용
하여 25개 유럽 지침(Directive)들이 제정되었으며 가전제품에서부터 빌딩 승강기에 이르기

국가통합인증마크가 전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은 단순 마크 통합에 머물고 있다. 시험인

까지 광범위한 범주의 제품들을 망라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 모델은 유럽이 단일시

증제도가 부처별로 다르고 유사제도 신설로 중복 시험 및 복잡한 인증절차에 따른 기업 부담

장을 구축하는데 주요한 성공 요소가 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국가기술이전촉진법(NTTAA)

이 여전하다.

에 의거 연방규정에 표준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일본도 공업표준화법에 따라 국가

이러한 기업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별 인증규제를 개선하고 국가적 표준·인증 운용

및 지방공공단체의 기준을 정할 때 표준을 사용하도록 하여 표준-기술기준간 이원화를 방지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29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하고 있다.

(2012.7.13)에서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2) 인증마크 통합

(1) 개별 인증규제 개선

EU,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은 국가 차원에서 난립하고 있던 인증마크를 하나로 통합하여

처음으로 전부처 인증제도를 조사하고 중소기업의 애로를 현장에서 발굴하여 덩어리 규제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통합마크를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하고 있다. EU는 안전·환경·건강

를 일괄 개선하였다. 개별 인증제도의 중복해소, 인증 기간 및 비용 단축 그리고 규제 합리화

418

선진화 개혁

제4편 공공개혁과 대국민 서비스 개선

419

추진 등 168건의 인증규제 개선안을 추진하였다. 그동안 중소기업이 요구하여온 신기술·제

(2) 제도 개선

품 개발 지연, 과다한 비용 부담, 사후관리와 교육부담을 과감히 정비하였다.

이러한 개별적인 규제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들이 중복적인 인증제도를 생산하는

먼저 지식경제부 소관 LED 램프 등 134개 제품(KS와 KC 중복인증 품목)에 대하여 한 번

정부의 거버넌스가 유지된다면 또 다른 중복적 규제가 생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표준·

받은 제품 시험결과를 다른 인증에서도 인정하도록 하여 제품 평균 222만 원이던 제품시험

인증 중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먼저 국가표준(KS),

비용이 절반 이하인 92만 원으로, 시험기간은 평균 49일에서 22일로 대폭 줄었다. 또한 김치

각 부처 기술기준, 국제표준을 일치시켜 기업들이 지켜야 할 유사규제들을 줄이기로 하였다.

공장에서 중복적으로 취득하고 있는 HACCP(식품위하여요소중점관리기준, 식약청)과 전통

먼저 현행 기술표준원이 전담하고 있는 KS 개발·운영권한을 환경, 보건 등 분야별로 해당

식품품질인증(농림부)의 중복적인 공장 심사항목을 상호 인정하도록 하였다.
둘째, 검사인증 심사기간 단축 및 서류부담을 경감시켰다. 보험대상 의료기기(복지부)는

부처에 위탁하여 KS와 각 부처 기술기준이 조화되도록 하고 국제표준과의 일치성을 높여 나
가기로 하였다.  

통상 품목허가 3개월, 요양급여 평가 6개월이 소요되어 제품 적기출하가 어려운 상태였다. 기

또한 국무총리실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 개정을 통하여 각 부처에서 새로운 기술기준

간 단축을 위하여 요양급여 평가체계를 이원화하여 단순 평가제품(약 50%)은 법정 처리기간

이나 인증제도를 도입할 때 기존 제도와의 중복성 여부 및 표준(KS) 인용여부를 점검하기로

을 50일 단축하였다. 특수 의료장비 역시 신규설치정밀검사,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검

하여 표준·인증 정책의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사 등 1달이 소요되는 신규 설치검사 기간을 단축하였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에 대한 성
능인증 법정 처리기간을 명확히 하고, 30일 단축하도록 하였다.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에게 과다한 인증 취득 수요를 유발시키고 있는 공공조달시의 인증
인센티브 제도를 신속히 정비하였다. 현 조달 인증인센티브 제도는 기업들로 하여금 하나의

셋째, 인증 비용경감으로 제품심사, 공장심사, 사후관리 등 각 단계별 검사인증으로 중소

제품에 대하여 많은 인증마크을 받을수록 평가점수가 높아지는 다다익선 방식이다. 이로 인

기업의 인증비용이 상당한 것을, 개별적으로 낮췄다. 특히 1980년대까지 최고의 품질임을 상

하여 유사한 인증을 받도록 유도하여 인증 비용과 시간 등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징하였으나 최근에는 기업부담을 가중시키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는 국가 대표인증인 KS 인

실정이다. 이에 조달 인증인센티브 제도의 실효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납품 제품의 품질은 유

증도 대대적으로 손질하기로 하였다. 금년 말까지 공장심사 일수를 2일에서 1일로 단축하여

지하면서도 기업의 인증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품목당 공장심사 비용을 36%(64만 원) 줄이고 경영책임자(CEO) 교육을 폐지하여 교육비를

제29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보고(2012.7.13) 이후 후속조치로 시급한 조달 인센티브 개

절반으로 경감하였다. 시험·검사설비를 직접 구비할 필요 없이 외주 관리를 허용하기로 하

선을 신속히 추진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현행 최대 5개로 구성된 복잡한 조달 납

였다.
마지막으로 인증제품 품질·안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인증기준, 심사방식 등을 합리화
하였다. 잦은 공인시험성적서 요구로 매번 공인시험을 의뢰하고 비용을 부담하던 것을 개선

인증별 조달품목수
(개)
15,000

하여 성적서 통용기간·범위를 확대하였다.

환경표지

즉 공인시험성적서 발급용도 기재항목을 폐지하고, 통용기간을 최소 1년 이상 되도록 하여
기업의 불필요한 낭비를 제거하였다. 환경표지(환경부)의 경우, 지나치게 세분화된 인증기준

성능인증

10,000

으로 클리어파일 속지 매수가 달라도, 바인더링 모양이 달라서 개별적으로 인증을 받고 있었
다. 가구류 유사 대상제품 기준(11개→6개)을 통합하고, 기본제품에 비하여 인증 취득 부담

5,000

KS
Q마크
K마크

이 적은 파생제품 범위를 확대하였으며(문서파일, 비누, 태양전지 등 10개), 113개 제품의 인
증 분류를 일괄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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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평가시의 인증분류 체계를 기술수준에 따라 고도기술, 일반기술, 녹색기술 분야로 간소화
하였다. 분야별로는 대표적인 한 개의 인증만 있어도 만점을 받도록 개선하였다. 제품의 대표
규격에 인증이 있으면 파생모델까지 인증점수를 부여하도록 하였고, 인증제품에 대한 반복

보고 시 대통령 말씀
•우리나라의 국격이 글로벌하게 성장하였으므로 국가 표준이나 인증제도도 그에 맞도록 발전되어야 함
•표준인증제도는 제로(ZERO)에서 시작하여 필요한 것만 부활시키는 혁신적 방법으로 개선하여야 가능하고, 구

적 시험성적서 제출을 면제하도록 하였다.

체적인 개선방안을 차기 국경위에서 보고할 것
- 조달청 등 관련부서에서 운영 중인 규정이나 고시 등은 9월까지 개정하고, 법률도 금년 내에 개선하도록 할 것

(3) 글로벌 표준강국 추진
글로벌 통상시대에 걸맞은 표준·인증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주요국 시험인증규제
최신 동향을 신속 입수하여 수출기업 등 수요자 요구에 맞는 정보로 가공하여 제공하기로 하

부터 6월까지 80회 이상의 협의를 거쳤다. 또한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4조(실무위원회의

였다. ‘TBT(무역기술장벽) 지원단’을 구성하여 해외 시험인증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컨설

구성 및 운영)에 근거한 국가표준심의회 실무위를 2011년 말 2차례 개최하여 제도개선안에

팅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국내 시험인증 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시험장비 공동활용 등

대한 각 부처의 의견 수렴을 하였다. 국가표준 및 인정기구 단일화 내용에 대하여 관련 부처

을 통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나아가 시험인증산업을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부

와 수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하여 합의안을 도출하였다.

가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식강국 도약을 위한 표준·인증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IT 등 기술속도가 빠른

표준·인증 중복해소를 위한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안’ 보고 시 대통령이 중소기
업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 평가하였다. 조달 인센티브 조정 등 후속조치를 과감하고

분야는 R&D 수행 시 국제표준화를 동시에 추진하였다. 민간의 표준·인증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과 기관의 표준화 실적을 연구개발 성과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우리 원천기술의

제29차 국경위 회의 후 언론보도
언론사

국제표준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5년까지 국제표준화기구(ISO/IEC)의 7번째 상임이사국
(현행 6개국: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중국) 진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MBC, SBS

인증 부담경감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700여 개 중소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비고

MBC 뉴스데스크, MBC 뉴스투데이

SBS 8 뉴스

기업경쟁력 해치는 표준·인증 규제 대폭개선

7월 13일 11:07

조달청, 조달 물품 인증제도 개선

7월 13일

YTN

기업경쟁력 해치는 표준·인증 규제 대폭개선

7월 13일 16:38

MK

기업경쟁력 해치는 표준·인증 규제 개선

7월 13일 11:23

매일경제

인증제도 선진화 방안 논의

경제 A05면

조달청, 조달 물품 인증제도 개선

7월 13일

연합뉴스

5.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

제목

듣고,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는 인증규제를 발굴하였다. 중소기업은 그동안 독점적 업무수행

동아일보

LED 신제품 1개에 인증테스트 27개

경제 A16면

을 하고 있는 인증기관에 대한 불만사항을 쉽게 토로하지 못하고 있었다.

문화일보

KS인증 공장 심사 하루로 단축

경제 16면

경향신문

국가표준 기술기준, 국제표준과 일원화

경제 17면

서울경제

CEO교육 등 폐지, 중기 부담 확 줄여

종합 A05면

공장 심사일수 단축 등 규제·절차 대대적 손질

종합 A01면

공통적인 애로사항은 예전에는 KS인증만 취득하면 충분하였지만 최근에는 유사인증 다
수를 취득, 유지하여야 된다는 것이다. 인증비용이 부담스러워서 다품종 소량생산하는 중소
기업의 제품개발이 오히려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우리나라도 CE, UL 등 외국과 같이 대표적인 단일 인증마크로 제품판매가 가능하여

조달청, 정부 계약·납품 인증제도 개선

사회 A29면

KS마크 개선 이후 남은 과제

오피니언 A39면

한국경제

KS인증 50년 만에 대폭 손질

경제 A08면

지길 희망한다는 것이다. 또한 조달 인증 인센티브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하여 300여 조

아주경제

정부 ‘표준·인증규제’ 대못 뽑는다

13:30

달업체를 대상으로 현장방문, 관계자 면담,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헤럴드경제

중소기업 감사·인증규제 개선

10:39

파이낸셜

국가표준 168개 인증규제 개선

종합 1면

개별 인증규제 개선을 위하여 관련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부처 및 인증기관과 2012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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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히 추진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또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국가표준 단일체제를 구축하고 실효성이 작은 인증을 퇴출시키

발표된 방안에 대하여 MBC 뉴스데스크·뉴스투데이, SBS 8 뉴스, YTN, 연합뉴스, 동아

는 등 인증간 중복을 근원적으로 해소하여 향후 기업이 지켜야 할 규제와 규범은 줄이고, 제

일보, 경향신문, 매일경제, 서울경제, 한국경제 등 많은 언론에서 관심을 보였다. 이해관계자

품 판매를 위하여 획득하여야 하는 인증수가 감소되어 기업들에게 관련 비용과 기간의 절감

인 기업들로부터 세부적인 제도개선 시기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였다.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전반적으로 규제는 적어지고, 혜택은 많아지는 표준 인증 제도로 탈바
꿈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시장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글로벌 시장

6. 정책의 성과

을 선점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증중복 해소 및 비용 경감 등 이번 개별 인증규제 개선을 통하여 8,200여 개 중소기업이

7. 향후 과제

연간 1,200억 원의 직접적 비용 절감과 인증기간 단축을 통한 매출증대 등 연간 총 4,300억 원
의 절감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조달청에서의 인증 인센티브제도 개선을

WTO 등 국제규범에 따라 국제표준(ISO/IEC 등)→표준(KS)→기술기준 구조를 통하여

통하여 4,600여 개 조달기업들이 평균 1,200만 원(△30%)의 조달비용과 20일 이상의 조달시

국가표준 간 일치성을 강화하여 범부처가 참여하는 단일 국가표준 거버넌스를 구축할 예정

장 진입소요기간을 절감할 수 있어 기업경쟁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다. 또한 신규 인증제도 도입 시 국가표준심의회를 통하여 기존 제도와의 유사성을 검토하

관련부처 인증제도 간 유사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상호인정을 3단계에 걸쳐 추진

여 중복제도 운영을 방지하고 기존 법정 인증제도에 대하여도 운영실적 등 실효성에 대한 주

하고 있다. 제1단계인 기술표준원 내 KC인증과 KS인증간 84개 중복시험 품목에 대한 상호

기적인 검토 및 인센티브 개선을 통하여 정비하여 나갈 예정이다. 우선 국가표준기본법 개정

인정을 2012년 6월 말에 완료하였다. 2단계 지경부 내 인증제도와 KS인증제도 간 중복시험

을 통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와 연계하여 각 부처 규정과 법령 등도 빠른 시간 내에 조

품목(가스레인지 등 50개 품목)에 대하여도 8월 말까지 완료하여 기업의 인증비용 부담이

화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평균 239만 원에서 106만 원으로(△56%), 소요기간은 평균 48일에서 25일로(△48%) 경감
되었다.

KS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과 KS 인증기관
복수화 및 KS 시험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기 위한 산업표준화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3단계인 전 부처 인증제도간 중복시험 상호인정을 2013년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부처 인

글로벌 교역 증대 및 시험인증규제 증가로 세계 시험인증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에 발

증제도 담당자, 국경위·기표원·조달청·중기옴부즈만·지자체 등 90여 명이 참석한 ‘법정

맞춰 국내 시험인증산업을 일자리 및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세계 시장을 리드하는 서비스

인증제도 포럼(2012.9.13~14)’을 개최하여 정부 내 제반 인증제도간 상호인정에 대한 논의

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다. 법적 근거를 위하여 ‘시험인증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를 본격화하였다.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험인증산업을 제조업 수준으로 육성시켜 2020년까지 GDP내 비중이 0.16%에서 0.4%

개별 인증규제 개선에 따른 경제적 효과

구분

개선과제 건수

로 고용규모가 4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타 국가표준·인증포털 구축(2013~2016), R&D-표준 연계(2013~), 국내 시험인증산

예상 경제적 효과(억 원)
소계

비용 경감

매출 증대

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2012~2020) 및 국제표준화기구 상임이사국 진출(2015) 등의 추진
을 통하여 우리 원천기술의 국제표준 선점 및 국제표준화 활동을 강화하여 2015년 세계 7위

중복해소

138

2,356

257

2,099

기간단축

7

210

61

149

비용경감

12

188

188

-

기타 규제합리화

11

1,509

685

824

단일 국가인정체계 구축을 위하여 시험·검사·교정 분야 한국인정기구(KOLAS)체계를

168

4,263

1,191

3,072

범부처로 확대하고 시험·검사·교정(KOLAS), 제품(KAS) 및 경영시스템(KAB) 분야 3개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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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관점에서 기업의 표준·인증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국가 표준·인증체계를 국
제기준에 부합시킨 일관된 관리체계를 확립할 것이다. 나아가 국제표준·인증 역량 강화를
통하여 세계 시장에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국제규범인 국제표준·인증을 우리가 주도하는
생태계를 조성하여 나갈 예정이다.

제5장

향후 과제

제1절   공공개혁의 향후 과제
정부 규모의 축소와 규제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 이명박정부의 조직개편은 ‘국민
을 편안하게 하되,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들의 요구와 시대정신을 반영한 것이었다.
앞으로 사회의 다양성과 복합성은 날로 더하여져 고정된 조직을 가진 정부가 감당하기에
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미래의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성장의 지체와 가족의 해체,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 재난·재해의 등장, 이주인구의 증가, 식품 불안과 같은 각종 사회 위
험의 증대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한편, 미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국민경제와 생활을 뒷받침할 에너지와 자원도 확보하여야 한다.
어떠한 분야에서도 전담 부처가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관련된 여
러 부처가 협력하여 해결하여야 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은 지금보
다도 더 수평화 된 조직, 네트워크화 된 조직, 쌍방향소통이 가능한 조직으로 전환이 요구된
다. 신속히 미래 환경 변화에 따른 정부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예측, 진단하고 각계의 의견수
렴을 거쳐 정부 기능의 수행체계를 설계하는 한편, 정부 운영에 있어서도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다수 부처 간 융합행정체계가 원활히 작용될 수 있도록 제도와 조직문화 차원의 개선
을 함께 추진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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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특정 사회문제는 더 이상 특정 국가 영역에서 해결이 어려워짐에 따라 전 지구적인

발 및 제공을 통하여 도로명 주소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지번 주소가

협력체계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에 각종 국제기구와의 교류 및 협력 강화를 통하여 공

100여 년 이상 사용되어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에게 친숙한 만큼 이에 대한 홍보가 더욱 요청

동의 대응방안 모색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정부조직과 인력 운영도 바로 이

되는 상황이다.

러한 관점에서 발전방향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 역시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그 역할과 기능이 선진화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정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고 공공기관의 비

2009~2010년 동안 추진하여 성공적으로 완료된 민원 서비스 선진화 사업은 민원행정의
패러다임을 기존의 방문·개별 처리에서 온라인·통합 처리로 전환시킨 사업이다. 그 결과 불
필요한 민원서류의 감소, 온라인 민원 이용 활성화의 측면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효율성을 극복하고 더 이상 공공기관이 개입하지 않아도 될 부문은 민간으로 이양하여 이를

민원서비스의 불편은 국민들의 불편함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

통하여 시장경제를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즉 이명박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는 공공과 민간

어진다. 따라서 이명박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여온 민원 서비스의 개선사업은 국민들이 정

의 역할을 재정립 하고,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원 서비스는 환경의

공공기관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복지와 안녕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이기 때문에 환경변화에
따른 역할 재정립 및 선진화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아울러 공공기관 스스로의
혁신과 역량강화가 선행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국민과
관계 기관의 감시가 필요할 것이다.

변화와 국민들의 수요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증가하는 것이니 만큼, 끊임없는 모니터링
과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는 국민들이 매일 접하고 있는 민원사무 중 관리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없는지, 법령개
정 등으로 새로운 민원사무가 생길 때마다 이를 간소화하고 전자화할 여지가 없는지는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지속 논의,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전자민원 분야에 있어서도 스마트폰 사
용의 일상화를 반영하여 보다 많은 민원사무를 스마트폰으로도 제공하되 개인정보 보호와

제2절   대국민 서비스 개선 향후 과제

전산 보안의 측면에서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표준 및 인증체계 선진화는 국민들의 불편 감소와 함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이명박정부의 대국민 서비스 개선은 교통운영 체계의 선진화, 도로명 주소의 정착, 민원서
비스 및 제도의 개선, 국가표준・인증제도의 선진화 등의 부문에서 이루어졌다.

노력이었다. 기존의 국가 표준·인증이 국가부처나 기관마다 중복되는 등 비효율을 야기하
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개선이 시급한 부분이었다. 이명박정부는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

교통운영 체계 선진화는 자동차 1,000만 시대를 돌파하여 이미  본격적인 마이카시대가 도

화 방안’을 마련하여 유사규제를 줄이는 동시에 개별규제에 대한 보완과 개선도 실시하였다.

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지닌 우리 교통체계를 시급히 개선하여야한다

그리고 글로벌 표준강국이 되기 위한 원천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과 이를 위한 국제표준화

는 공감대에서 출발하였다.

기구(ISO/IEC)의 상임이사국이 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앞으로도 ‘국가표준기본법’

앞으로 교통운영 체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교통운영 체계 선진화를 통하여 추진된
정책들이 무리 없이 잘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잘못된 부분이나 정책추진 전에 미리 살

제정, 국가표준·인증 포털 구축, 국가 표준 및 인증체계의 글로벌화를 위한 단일 시스템 구
축 등의 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피지 못한 부분들을 보완하여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실시를 통하여 그 실효성이 인정된 정

대국민 서비스 개선들은 정부의 역할이 국민의 삶의 질 증진에 있는 만큼, 이러한 노력들은

책들의 정착을 위하여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향후의 교통운영 체계의 발전을 위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 노력들은 정부와 국민간의 신뢰구축, 민간

하여 IT강국인 우리나라의 강점을 살려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에 박차

경제 활성화 등 우리나라가 선진일류국가가 되기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를 가할 필요가 있다.
도로명 주소의 도입은 오랜 기간동안 우리 정부가 추진하여 온 정책과제였다. 정부는 도로
명 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 스마트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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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대규모 농업과의 경쟁을 위하여 농가의 조직화를 통한 경쟁력 도모가 불가피하였
던 한국 농업 실정에서 농협의 역할 전환이 절실하게 요구되었고, 그 전략이 신용과 경제사업
의 분리를 통한 경제사업의 전문성 제고와 효율화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신·경분리 문제는 일선조합과 농협중앙회를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힘을

제1장

얻었다. 일선조합은 규모가 영세할 뿐만 아니라 소량다품목을 생산하는 소농구조의 한계 때
문에 경제사업을 분리할 경우 독자생존이 어려워 종합농협체제가 불가피하지만, 전국 단위

추진개요

로 규모화된 사업을 할 수 있는 농협중앙회는 경제사업의 독자생존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비록 농협중앙회 경제사업 역시 적자지만 이는 신용사업 수익에 의존하여 안일한 경영을 한
결과이며, 시장경쟁에서 살아남겠다는 치열한 경쟁의식과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농협 경
제사업의 경쟁력은 크게 높아질 것이다. 농협중앙회가 일선조합과 합심하여 시장을 리드하
면 일선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도 촉발될 것이라고 본 것이다. 또한 농협중앙회의 은행사업
역시 금융자율화와 개방에 대응하여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가 시급하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는 시장상황 변화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대응전략이라는 것이 신・경분리론을 뒷
받침하였다.

제1절   추진 배경

농협이 농업인을 위한 농협, 조합원이 원하는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는 농협으로 재탄생하
기 위하여 농협중앙회와 일선조합의 지배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1988년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장 직선제 도입 이후 취임한 3명의 중앙회장 모두가 권한을 남용하여 사법처리되었다. 선거

안이 2011년 3월 11일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로 통과되었다. 이로써 1994년 농어촌발전위원

에 의하여 선출된 중앙회장에게 권한이 집중됨으로써 정치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되

회에서 농협개혁방안의 하나로 거론된 농협중앙회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문제는 17

었고 다양한 지역 및 조합원의 이해를 대변하는 이사회 기능은 약화되었던 것이다. 일선 조합

년간의 오랜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새로 통과된 농협법에 따라 농협중앙회의 사업부문은

장은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에도 대부분 상임으로 업무집행권, 인사권 등 전권을 행사하여 조

2012년 3월 2일 농협경제지주와 농협금융지주의 두 개 지주회사가 주축이 되어 사업을 수행

합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고조되었다. 따라서 중앙회장과 일선 조합장

하는 체제로 전환되었다.

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는 한편 이사회의 권한을 늘려 농협의 주인인 조합원의 감독권을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이하 ‘신・경분리’)는 시장개방에 대응하는 농

제고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혀야만 하였다.  

정 전략의 하나로 추진되었다.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과 함께 기정사실화된 국내 농산
물시장의 개방에 대응하여 정부는 농업의 구조조정과 기술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농정
전략으로 선택하였다.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제고의 한 축을 담당한 농협에 대한

제2절   추진 경과

요구는 조합원의 농산물 판매 역량 강화와 투입재의 원활한 공급을 통하여 조합원의 생산성
제고와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농산물 판매와 투입재 구매 등을 주 사업

농협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영역으로 하는 농협의 경제사업은 만성적인 적자로 신용사업 수익으로 보전하는 실정이어서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현상 유지에도 급급하였다. 따라서 시장개척이나 기술혁신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율조직이다. 즉 시장에서 제 목소리를 내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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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화가 추진되어 농업위기에 대한 범 국민적 우려와 관심이 촉발되었다. 당시 김영삼정부는
농협은 농민이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매입하여서 공동으로 활용하고 농사도 대신 하여주어야 한다.

농업회생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에 1994년에 대통령 직속 ‘농어촌발전위원회’

농협이 금융 사업에만 신경 쓰고 이런 일은 잘 안하는데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바꾸어서라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를 만들어 ① 농어업 경쟁력 강화, 농어촌산업 진흥, 농어업인 복지증진 등을 종합적으로 추

이명박 대통령, 제62차 라디오 연설(2011.4.4)

진하고 ② 농정의 기본이 되는 농지, 양정, 시장·유통, 협동조합 등 4대 농정제도와 추진체계
를 개혁하며 ③ 이와 같은 대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
는 농정개혁방안을 마련하였다. 이 중 농협개혁의 주요 과제로 신·경분리를 통한 경제사업
활성화가 채택되었다. 이는 종합농협체제로는 근본적으로 신용 중심의 사업구조를 탈피하여

여 개별 농민들이 협동에 기반하여 설립한 자조조직으로 투자이익을 추구하는 영리기업과는

농산물 판매 등 경제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문제인식 때문이었다. 하지만 실제 실

달리 이용자(농민 조합원)가 소유하고 통제하며 이용규모에 따라 이익이 배분되는 사업체이

행단계에서는 신·경분리를 요구하는 농민단체 주장에도 불구하고 현행 체제하에서 완전 독

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영세 소농의 농업현실에서는 개별 농민들이 시장에서 유통·판매

립사업부제를 시행하자는 농협중앙회의 입장이 받아들여져 결국 1994년 개정된 농협법에는

사업 등을 직접 수행하기 어려워 협동조합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독립사업부제를 유지·보완하고 신용사업의 효율화, 경제사업의 전문화 방안 강구에 관한

이러한 이유로 해방 이후 농협은 끊임없이 변화되었고 개혁을 요구받아 왔다. 최초 1957년

사항이 포함되는 정도에 불과하였다.

제정된 농협법에 따라 경제사업(구매·판매 사업) 위주의 구(舊)농협과 신용사업을 위주로 하

1997년 김대중정부는 협동조합 개혁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협동조합개혁

는 농업은행이 이원화하여 설립되었다. 하지만 구 농협은 경영여건 미흡 등으로 제대로 경제사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위원회의 건의안과 각 협동조합의 개혁방안을 바탕으로 농업부문 지

업을 추진하지 못하였고, 농업은행은 당초 설립목적과는 달리 농협 등 농업부문에 대한 자금

원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명분으로 2000년 농·축·인삼협중앙회를 통합시켰다. 찬반의견이

공급에 소극적이었다. 이러던 중 5·16혁명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당시 시급하였던 농어

팽팽하던 신·경 분리와 관련하여 우선 농협중앙회 통합과 농업경제·축산경제·신용의 독

촌 고리채 문제, 농업부문에 원활한 자금공급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농협은행

립사업부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결정

과 구 농협의 통합방침이 결정되었고, 1961년 8월 15일 종합농협체제가 정식 발족되었다.

하는 것으로 일단 미루어졌다. 이에 따라 2002년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그 후 농협은 종합농협체제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영농자금 공급과 농촌 고리채 해소

신·경분리에 대하여 공동 연구를 실시하였다. 경제사업의 자립기반이 확립된 이후에 신·경

에 기여하는 등 일정한 역할을 하였지만 농민이 바라는 농축산물 판매 등 경제사업은 여전히

분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는 선에서 김대중정부의 신·경분리 논의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다. 특히 1990년대 이르러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 유통시장 개방, 대

는 마무리되었다.

형마트 성장 등 소비지 시장의 변화 등 국내외 농업환경은 현저히 악화되어 갔다. 농산물 가

2003년 노무현정부가 들어섰고 노무현정부 역시 농협개혁에 관심이 많았지만 가급적 농협

격은 상승 탄력을 잃어버렸으나 투입재 가격은 빠르게 상승하면서 농가의 경영 여건은 크게

개혁은 농협의 자율에 맡기자는 분위기가 강하였다. 그 결과 2004년 농협법 개정에서는 동법

악화되었고 생산은 늘어도 소득은 오르지 않는 생산과 소득의 괴리 현상이 두드러지기 시작

부칙에 농협 스스로 신·경분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정부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그

하였다. 소비자의 수요는 고품질, 안전성 위주로 나날이 변화하여갔다. 급속한 IT혁명과 정

방안을 확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2006년 6월 30일 신·경분리 세부 추진계

보의 세계화로 상품은 세계 일류이거나 값이 매우 싸야만 팔렸다. 이에 따라 농업의 활로를

획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농협의 제시안은 신·경분리 시기에 대하여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

찾기 위하여 농협이 농축산물 판매·유통에서 제 역할을 다 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비등하였

였다.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함은 물론 구성원의 통일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지만 농협은 여전히 판매사업보다는 신용사업에 치중하고, 신용사업에서 번 돈으로 조합 및

하여야 한다는 애매한 수준이었다. 특히 자력으로 신·경분리를 하기 위한 추가 필요자본금을

농민을 지원하는 역할에만 안주하려는 경향이 강하였다.

확충하는 데 15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러던 와중에 1993년 UR이 타결되어 쌀시장이 부분 개방되고 광범위하게 농산물 수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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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경분리위원회는 11차례 회의와 연구용역을 통하여 2007년 1월에 건의안을 농림부장

합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농협을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이러한 대통령의 농협개혁에 대한

관에게 제출하였다.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 시한을 2010~2015년 후 또는 경제사업 활성

강력한 입장 표명은 그동안 지지부진하였던 농협개혁 논의가 다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화 등 여건 조성을 보아가며 결정하자는 안을 복수안으로 제안하였다. 그 후 정부 내 논의를

되는 계기가 되었다.

거쳐 2007년 3월 29일 ‘농협중앙회 사업 분리방안’에서 농협 스스로 자본금을 확충한 후 10년
후에 신·경분리하는 것으로 일단 논의를 마감하였다. 정부는 신·경분리에 필요한 부족자본

이명박정부의 농협개혁은 2009년 4월의 농협지배구조 개선 관련 농협법 개정과 2011년 3
월의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관련 농협법 개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었기 때문에 농협의 조속한 신·경분리를 유도할 방법이 없었

우선 대통령의 지적과 외부 비판에 따라 농협 자체적으로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다. 하지만, 2007년 방안도 신·경분리를 확실하게 담보하지 못하였다. 특히 2008년 세계 금

개혁작업에 착수하였다. 2007년 말 새로 농협중앙회장에 취임한 최원병 회장은 2008년 3월 성

융위기와 경기침체로 농협 신용여건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신용사업의 수익금으로 자본금을

진근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농협개혁위원회’(이하 ‘농협 농개위’)를 구성하고, 농촌경제의

확충하여 2018년에 신·경 분리하겠다는 2007년 농협중앙회 사업 분리방안의 실행이 불투명

침체와 한·미 FTA 등의 대응하여 농협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줄 것을 요

하여 졌다.

청하였다. 농협 농개위는 6월까지 운영하여 개혁안을 농협중앙회에 전달하였고, 농협중앙회
는 이를 정부에 건의하였다. 주요내용은 조합 운영 등 지배구조에 관한 것이었고, 경제사업활
성화 등을 위한 신·경분리의 조속한 추진에 관한 내용은 들어있지 않은 한계를 보였다.

과거 정부의 신·경분리 논의
김영삼정부
(1993~1997)

대통령 직속 ‘농어촌발전위원회’에서 농협개혁의 핵심과제로 채택, 농협중앙회의 강력한
반발로 독립사업부 형태를 유지·보완하고 신용사업의 효율화, 경제사업의 전문화 방안을
강구하는 수준에서 마무리

김대중정부
(1998~2002)

협동조합 개혁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협동조합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논의하였으나, 찬반의견이 팽팽하여 전문 연구기관에게 연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유보

노무현정부
(2003~2007)

신·경분리위원회의 건의안을 받아들여 2007년 3월 29일 「농협중앙회 사업 분리방안」에서
농협 스스로 필요한 자본금을 조달하여 10년 후 신·경 분리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

농림수산식품부는 농협 농개위의 건의안을 바탕으로 정부안 마련에 들어갔고, 2008년 9월
농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하였다. 입법예고안은 지역조합의 조합원이 원
하는 조합을 선택케 할 수 있는 ‘조합선택권’ 제도를 도입하고, ‘조합장 비상임화’, ‘농협중앙
회장의 대표이사 추천권’ 등 지배구조 개선과 조합의 경쟁을 통한 경제사업 활성화를 의도하
는 조항들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11월
20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각계 의견을 청취하였다. 공청회에서는 정부안에 대한 찬반의견이
극명하게 드러나 법률개정에 상당한 난항을 예상하게 하였다.
국회의 공청회 직후 농협개혁 작업은 예상외의 변수가 발생하여 급진전을 보게 되었다. 11

2007년 12월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농협개혁은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이

월 말 농협중앙회 정대근 전임 회장의 비리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농협에 대한 사회적 여

명박정부는 농협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가동되고 있

론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비판의 핵심은 농협의 의사결정 구조의 경직성과 농협중앙회장의

던 시기에 이명박 당선인은 “농협은 농민이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매입하여서 공동으로 활

막강한 권한 행사 및 그러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지배구조에 대한 것이었다. 이에 이명박

용하고 농사도 대신 하여주어야 한다. 농협이 금융사업에만 신경 쓰고 이런 일은 잘 안하는

대통령은 12월 4일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농협의 비리구조를 강하게

데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바꾸어서라도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농협개혁에 대한 강한의지를

질타하면서 다시 한 번 “농협을 농민에게 돌려주라.”고 요구한 것이다.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2008년 4월 미국산 소고기 수입재개 협상결과를 놓고 5월 초부터 ‘촛

이에 농협 자체 개혁안으로는 대내외 요구에 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농림수산식품

불시위’가 발생하였다. 결국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교체되기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농협

부는 농협개혁위원회(이하 ‘농개위’)를 구성(2009.12.9)하고 농협의 지배구조개선과 농협중

개혁은 한동안 논의자체가 중단되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앙회 신·경 분리 문제를 논의케 하였다. 농협중앙회 신·경 분리 문제는 2008년 리먼브러더

그러던 중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12월 4일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스 파산으로 시작된 금융위기가 의외의 변수로 작용하였다. 금융위기의 여파로 농협의 수익

“농협은 돈장사로 번 돈으로 정치나 할 생각하지 말고 농민 조합원들에게 진정 봉사하는 조

이 악화되고, 농협경제연구소와 맥킨지컨설팅의 연구가 경제사업활성화보다는 금융지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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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을 통한 금융부문 경쟁력 제고를 중점 고려한다는 소리가 들리면서 신·경 분리 문제는 쟁

하였다. 2월 22일에 농식품위에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가지고 23일과 24일 법률안심사소위를

점으로 부상되었다. 농협경제연구소의 연구 중간결과가 기존의 농협자본금으로는 금융지주

개최하였다. 이어서 4월 14일, 19일, 22일에 심의를 하고 22일에는 사업분리 방식을 1연합회,

와 경제지주의 동시 분리가 어려우므로 금융지주를 먼저 분리시키고, 그 수익금을 축적하여

2지주회사 방식으로 확정지으면서 법통과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하지만 제18대 국회 후

경제지주의 자본금이 마련될 때 경제지주를 분리한다는 단계적 분리방안을 구상한다는 소리

반기 원 재구성이 되면서 농식품위원회의 의원 중 7명이 교체되었고, 최인기의원이 새로 위원

가 들리면서 농협의 개혁의도를 의심하고 비판하는 소리가 높아졌다.

장이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농개위는 2009년 1월 8일 농협 지배구조 관련 개혁방안을 확정하여 정부에

새롭게 원이 구성되면서 농협법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7개월 반이 흘러가자 법통

건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 농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4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강기갑

과에 대한 회의론이 다시 확산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농업인단체, 학계, 언론계의 조속한 농

의원(2.11), 조배숙의원(3.23), 이성헌의원(3.27)의 의원안이 더하여져 4개안이 국회에서 병

협개혁 요구가 끊이지 않자 12월 6일 농식품위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다시 열렸다. 재개된

행 심사되어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한때 야당에서는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2011년 3월 3일 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다. 3월 4일에는 정

개편과 같이 지배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여 법통과가

부안과 6개의 의원안 등 7개를 통합한 농식품위 대안이 상임위에서 의결되었다. 3월 11일 본

불투명하여지기도 하였으나, 농업인 단체 등의 강력한 반발과 3월 31일 정부 농개위가 사업

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농협중앙회 신·경 분리 문제는 17년 동안의 지루한 공방을 끝냈다.

구조개편방안을 합의 발표함으로써 1단계 개혁인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법률통과에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다.
2단계 농협개혁을 위하여 정부는 농개위의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방안(2009.3.31 발표)
을 기초로 법률안 마련 작업에 들어갔다. 한농연, 전농 등 농업인단체 회원과 조합장 및 조합

3월 29일 이명박 대통령은 농협 사업구조개편(신·경분리)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후속조
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라는 의미에서 농협법 개정에 참여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
장, 여야 간사, 농민단체 대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협중앙회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청와
대에서 법안 서명식을 가졌다.

들을 대상으로 한 전국 순회토론회를 개최하여 농개위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농

농협중앙회의 사업부문은 2012년 3월 2일, 경제와 금융의 두 개 지주회사체제로 분리 전환

림수산식품부는 농개위안을 바탕으로 농협과의 의견조율과 현장 여론 수렴 등을 거쳐 한 정

되게 되었다. 하지만 비수익 정책사업 등 여러 가지 성격의 사업이 섞여있는 경제사업은 곧바

부안을 마련하여 2009년 10월 28일 입법예고 하였다. 과거 신·경분리에 소극적이었던 농협

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수 없어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전환하기로 하였

이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는 농민단체 등 농업인의 비판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고 금융위기

다. 이를 위하여 2011년 4월부터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에

등으로 종합농협체제를 존속하기 어렵다는 인식 외에 필요시 부족자본 등을 지원하겠다는

따라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분리 절차와 내용의 구체화를 위한 작업이 시작

정부의 설득노력도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농협은 10월 26일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농협

되었다.

안을 정식으로 확정하고 정부에 제출하였다. 정부안을 발표하기 전날 농림수산식품부차관

  농협중앙회의 신·경 분리는 50년을 지속하여온 종합농협체제가 전문화 체제로 신용과

은 농개위 김완배 위원장에게 정부안을 설명하였다. 그 동안 주요 쟁점이었던 상호금융연합

경제의 분리로 방향을 틀었음을 말한다. 여러 번의 연구와 오랜 논쟁, 그리고 정책선택을 놓

회의 독립안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농협이 주장하던대로 된 데 대하여 위원장 및  일부의

고 농업인단체, 농협, 정부와의 갈등도 있었다. 새로운 사업구조로의 전환에 따른 마찰과 위

원의 강한 반발을 불러오기도 하였다.

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 체제의 한계에 대한 인식과 공감이 있었기 때문에 선택된 대안

‘농협중앙회 사업분리를 위한 농협법 개정안’은 2009년 12월 16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정부안이 제출되자 국회에서도 조진래의원안(2010.1.12), 강기갑의원안(2010.2.11), 김춘

이고 기회이다. 이 기회를 살려서 농협의 사업이 경쟁력을 향상시키면서 협동조합 본연의 모
습으로 발전하여가야 할 것이다.

진의원안(2010.2.18), 김영록의원안(2010.4.15), 류근찬의원안(2010.7.29), 문학진의원안
(2010.10.29) 등 6건의 개정안이 추가로 발의되었다.
국회는 2010년 2월 11일 농식품위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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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농협이 농업인을 주인으로 모시고, 농업인들이 원하는 사업을 가장먼저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협의
존재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영은 투명하여야 합니다. 협동조합 선진국들은 ‘경영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조
합원은 주인으로서 이사회를 통하여 감독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제도를 바꾸는 것이니, 당장은 어려움이 있
겠으나 우리 농업이 살아남고 성장  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2장

농협 지배구조 개선

- 전국 이장단(농업인)에 보내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한(2009.2)

자산규모가 큰 조합의 경우는 신용사업 부문에서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었다. 선거제도에
있어서도 직선제 도입(1988) 이후 농협중앙회장 등의 권한 남용 사례가 증가하고 조합은 직
선제, 간선제, 호선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97.1%가 직선제 채택을 하고 있어 조
합장의 정치화라는 역효과가 발생하였다.
특히 2008년 11월 언론에 보도된 농협중앙회 정대근 회장의 비리사건은 이러한 지배구조
의 문제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었다.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이후 취임한 3명의 회장
모두가 사법처리됨에 따라 농협 개혁에 필요성에 대한 강도는 높아졌다. 농협 스스로도 해결

제1절   추진 배경

방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농협중앙회는 일선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이고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여
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용수익을 중시한 조직경영, 금융권 수준의 고임금, 무차별한 업무확장

제2절   추진 경과

등으로 비판받아 왔다.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조합장 및 농협중앙회장에 권한이 집중됨으로써
정치적 이해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농민이 요구하는 사업에 집중하지 못하였으

1. 정부안 마련 과정

며 비리 등 부작용이 많았던 농협의 지배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농협중앙회장 중
심의 독단적 지배구조는 이사회를 통한 다양한 조합원, 지역의 이해를 반영하는 구조를 약화

(1) 농협의 자체 개혁안 마련

시키는 요인이었고, 그간 농협중앙회 회장의 비리사건으로 구속되는 사태가 반복되는 원인으

2007년 말 대선 결과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후 농협중앙회 최원병 후보가 농협중

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선거구조와 지배구조 개선은 농협개혁의 근간이 되어야 하며, 농협사

앙회 회장에 당선되었다. 농협중앙회의 신·경 분리와 경제사업활성화에 관한 정부안이 2007

업을 많이 이용하는 조합원 농가 중심의 조직으로 농협이 재탄생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년 3월에 확정된 바 있지만 신·경 분리 문제는 미완의 과제로 농협개혁의 뜨거운 쟁점으로

지고 있었다.

남아 있는 상황에서 농협개혁에 대한 관심이 많은 새정권과 새회장체제의 출범에 따라 농협

지배구조 측면에서의 문제점은 결국 농협중앙회장은 비상임이지만 이사회 의장, 사업대표

개혁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다.

이사, 사외이사 추천권을 행사하는 등 권한이 집중되어 있어 이사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전농 등 농민단체의 지속적인 신·경 분리 요구와 심상치 않은 금융시장의 변화는 농협 내

밖에 없다는 데 있었다. 또한 일선 조합장은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에도 대부분 상임으로 대

부에서도 분리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가는 분위기였다. 농협은 농협경제연구소로

표권, 업무집행권, 직원임명권 등 전권을 행사하고 있어 조합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었다.

하여금 ‘농협의 지속성장을 위한 경영전략’에 대한 연구를 의뢰하였다. 농협경제연구소는 맥

440

선진화 개혁

제5편 농협개혁

441

킨지와 함께 이 연구를 시작하였다.

시킬 수 있는 대안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농협노조는 조합합병은 조합자율에 맡겨야 한다

농협은 개혁과제 도출을 위하여 2008년 3월 24일에는 외부 인사 중심의 농협개혁위원회

는 입장이었다. 조합장들은 ‘조합장 비상임화’와 ‘농협중앙회장의 대표이사 추천권 부여’에

(이하 ‘농협 농개위’)를 구성하고 성진근 한국농업경제포럼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였

대하여 조합장과 농협중앙회장이 선출직이라는 점에서 일정권한 부여는 불가피하다고 주장

다. 위원은 농민단체 5명, 학계 5명, 조합장 5명, 소비자단체 2명, 농협중앙회 1명 등 모두 18

하였다. 농협중앙회는 중앙회장의 이견조정권과 이사의 수는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

명이었다.

이었다. 그 밖에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의 읍・면단위로는 한계가 있으며, 조합과 농

농협 농개위는 3월 24일부터 7월 10일까지 7차에 걸친 본 회의와 10회의 소위원회를 통하

협중앙회의 유통·경제사업 중복문제 해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여 개혁 과제의 선정과 토론을 통하여 농협조직이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혁방안을 도

국회 농식품위원회는 이례적으로 2008년 11월 20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농업협동조합법 일

출(① 조직 구조조정, ② 사업혁신과 재편, ③ 지배구조 개선)하여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에게

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당시 ‘농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직 국회에 제출되

전달하였다. 농협중앙회는 7월 29일 정부에 제출하였다.

어 있지 않았지만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정확한 법률안 심사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 및

농협 농개위가 중점적으로 다룬 14개 과제는 회원 조합 관련 3개 과제, 농협중앙회  관련

이해관계인들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함이었다.

11개 과제였다. 논의 대상과제에 대하여 개혁방안에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적인 토론

공청회 진술인들의 의견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찬·반 입장이 극명하게 나뉘어졌다. 일선

이 있었으나, 조합장 선출 방식과 농협중앙회장 임기 등에 관한 개혁과제는 끝까지 합의되지

조합장들은 지역조합원에게 조합선택권을 부여하는 조항, 조합장 비상임화 등에 대하여 민감

않아 두 개의 대안을 복수로 제출하였다.

하게 반응하였다. 농협중앙회장의 인사권을 제한하고 인사추천위원회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조항 등에 대하여도 비판적이었다. 의원들은 각 이해그룹을 대표하는 진술인들의 찬반의견이

(2) 제1차 정부안 마련 과정

극명하게 갈리는 데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가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여 비판하였다. 의원들 간

농림수산식품부는 농협이 제출한 개혁과제를 바탕으로 2008년 8월부터 농협법 개정을 위

의 견해 차이도 컸으며 확실한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았다. 결국 국회공청회는 확실한

한 정부안 마련 작업에 착수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은 농업인단체 설명회(8.4), 전문
가 간담회(8.21), 농업인단체 워크숍(9.10) 등을 통하여 농협법 개정의 취지와 방향을 설명하
고 의견을 청취하였다.

방향을 정하지 못한 채 끝났다.
국회 공청회 이후 법률심의 등을 기다리는 상태에서 세종증권의 매입, 그리고 자회사 휴켐
스의 매각과 관련한 정대근 전 중앙회장의 비리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농협에 대한 여론

이어서  농협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9.19～10.8)하고 농업인, 농업인단체, 전문가 등으

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언론 보도의 초점은 농협의 지배구조에 맞추었고 ‘농협중앙회장직의

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 일환으로 농림수산식품부가 주최하는 공청회를 2008

절대 권력화, 직선제로 인한 농협중앙회와 지역조합간의 유착, 유명무실한 감사시스템 등에

년 9월 29일 aT센터 대회의실에서 갖기로 하였다. 그러나 공청회가 시작되기 전 전국농협노

대한 비판’(매일경제, 2008.11.24), ‘농협중앙회장이 줄줄이 비리에 연루되는 것은 회장을 견

동조합(전농노)이 aT센터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청회장에 진입, 단상을 점거함으로써

제·감시할 기구가 없기 때문이며, 농협경영을 감독하여야 할 이사회가 유명무실하기 때문’

공청회는 무산되었다. 전농노는 개정법률안에 공존과 상생, 협동이라는 협동조합의 기본정

(매일경제, 2008.11.27)이라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신이 부재하고, 농협중앙회에 대한 일방적 지배구조 개선, 1인1표제에 반하는 부가의결권제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12월 4일 가락동농수산물시장 방문 시 농협을 강도 높게 비판하

도 도입 등은 협동조합 정신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그 반대 이유를 들었다. 이는 농협이 자체

였다. 이 대통령은 “농협 간부라는 사람들이 농민을 위하여 온 머리를 다 써야지 농민들은 다

적으로 마련한 방안을 중심으로 입법예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농협 내부의 합의가 이루어지

죽어가는 데 정치한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권에나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농협이 번

지 않았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돈을 농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대통령의 농협 비판으로 농협에 대한 국민

농림수산식품부는 aT공청회가 무산됨에 따라 장소를 마사회 대강당으로 옮겨  2008년 11

적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농협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되자 농림수산식품부는 그동안 추진하여

월 6일에 공청회를 가졌다. 토론에서 농민단체는 조합선택권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오던 농협법 일부 개정 추진계획을 전면 수정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2월 9일 농협개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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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연말까지 농협개혁문제를 재논의하여 법률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부터 20일까지 제주를 제외한 전국 8개 도에서 토론회를 가졌다. 3월 4일에는 국회의원회관
에서 ‘전국순회토론회 국회 보고회 및 대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에서는 조합장 비상임화와

(3) 제2차 정부안 마련 과정

농협중앙회장 선출제가 주요쟁점으로 논의되었으며,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신·경 분리에 대

농림수산식품부는 2008년 12월 9일 농업계, 학계, 농협을 대표하는 11명의 위원으로 농협

한 정부의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를 요구하였다.

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서울대 김완배 교수와 정학수 제1차관을 선출하였다.  
농협개혁위원회의 합의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다. 특히 ‘조합장 명예직화’, ‘농협중앙회장

2. 국회 심의 과정

간선제 및 단임제 등 선거제도’, ‘조합원의 조합선택권’ 등은 위원들 간에 치열한 논쟁이 오가
서 좀처럼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특히 개혁과제의 논의 순서를 놓고도 위원들 간에 갑

정부로부터 농협법 개정안을 제출받은 국회는 2월 23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 이해 그룹

론을박 논쟁이 벌여졌다. 신·경 분리 문제가 가장 중요하니 먼저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과

과 전문가들의 진술을 듣고 토론하였다.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의견이 갈리면서

신·경 분리 과제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논의하여야 할 문제가 많아 확실한 성과를 내는데 시

1차례 법안소위가 무산되기도 하였다. 3월 23일 개최된 법안소위에는 소속위원(9명) 전원이

간이 필요하며 그러다 보면 개혁위원회가 별다른 성과를 내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주장이 맞

참석한 가운데 법안심의 여부를 논의하였으나 ‘금번 운영구조 개정법안을 신·경분리 방안

섰다. 결국 논의를 2단계로 나누어 1단계에서는 지배구조 개선 및 경제사업 활성화에 관련된

과 연계하여 논의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심의가 중단되었다. 농협개혁과제가 국회에서

과제 중심으로 논의하고, 2단계에서 농협중앙회의 신·경 분리와 관련한 사업구조 개편 논의

또다시 공전되자 언론계도 조속한 심의를 촉구(‘농협 유착 국회의원들 농협개혁 방해 말라.

를  하기로 하였다.

2009.4.2. 동아일보 사설’, ‘밑그림 그린 농협개혁 질질 끌어선 안 된다. 2009.4.1. 세계일보 사

대통령의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정부 주도의 농협개혁위원회 구성 필요성이 논의(일부위

설’ 등)하였고, 농업인단체 등이 강력 반발하며 빠른 심사를 촉구하기도 하였다.

원은 농협개혁위원회에서 농협 관련 인사를 배제하고 대통령 직속기구로 재구성할 것을 요
구하기도 하였음)되는 등 농협에 대한 여론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자 농협중앙회장은 2009년

농협법 개정안의 조속한 가결을 촉구한다!

1월 7일 지배구조를 포함한 인적·조직 쇄신방안을 발표하고 적극적인 개혁의지를 표명하였
다. 최원병 회장은 ‘농협을 농업인에게 돌려 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중앙회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정부발의 이전에 이미 농업계에서 두루 논의된 지배구조 개혁에 대한 문제로서 농협개혁위
원회에서 농민조합원의 열망과 요구가 상당부분 반영된 내용이다. 일부 내용에 다소간의 이견은 있었으나 한농연을

장 단임제, 사업대표 인사추천위원회 도입, 농협중앙회 감사기구 독립 강화 등 개혁의지 천명

비롯한 각 농민단체가 마지막까지 현장 여론수렴을 통하여 이견조율을 끝낸 그야말로 농민조합원의 뜻이 담긴 입법

하고, “농협에 대한 질타와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여, 농협을 농업인에게 돌려 드리기 위한 강

안이다. 그러므로 국회는 정치적 입김을 철저히 배제하고 여・야를 초월하여 농민조합원의 뜻에 따라 조속히 입법안

도 높은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통과를 시켜야 한다.”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성명서(2009.3.24)

농림수산식품부는 농협개혁위원회의 건의(2009.1.9)를 바탕으로 농협법 개정안을 다시 마
련하여 입법예고(2009.1.16~1.28) 등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2월 4일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하
였다. 정부는 장·차관 등 정책 책임자의 국회의원 대상 설명, 조합장과의 간담회, 언론 인터
뷰 등을 통하여 법 개정 필요성을 홍보하였다.
정부뿐만 아니라 농협개혁위원회에 동참하였던 농업인단체 및 농협중앙회도 법개정을 위
하여 전방위적 노력을 하였다. 농협중앙회는 간부급 등이 직접 권역별 이사·대의원 조합장

한편 일선농협노조는 2월 12일 농협중앙회에서 농협개혁 관련 규탄대회를 열었다. 농협 이
사회는 2월 25일 회의를 열고 농협법 개정을 저지하지 못한 회장의 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하였으나 최원병 회장은 농협이 개혁 반대세력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맡겨달라며 설득하기도 하였다.

을 대상으로 조기 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농민연합은 2월 2일 한농연회관에서 대표

이러한 경색국면은 정부가 2009년 4월 1일 농협개혁위원회가 건의한 농협중앙회 신·경 분

자 회의를 갖고 정부안을 토대로 전국순회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월 12일

리안을 국회에 보고함으로써 완화되어 법안소위가 다시 열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협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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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건의안을 기초로 신·경분리 방안을 마련하겠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

지배구조 개선 추진 경과

고(필요시 국회전문가회의 등도 가능), 투명하게 법안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국회는

2008.9.19

농협법 개정안 제1차 입법예고

지배구조개선 농협법 개정안 심의를 속개하여 4월 14일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농협법개

2008.11.6

농협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

정안(정부안, 강기갑의원안, 조배숙의원안, 이성헌의원안)을 병합심리한 끝에 마련된 대안을

2008.12.9 ~ 2009.1.8

제1차 ~ 제6차 농협개혁위원회 개최(1.9. 위원회안 정부제출)

4월 16일 농식품위전체회의에서 의결하였으며, 4월 2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2009.1.6

농업협동조합 지배구선 개선방안 토론회(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최)

2009.1.12

농·수협 개혁방안 세미나(국민농업포럼 등 주최)

2009.1.16

2차 입법예고

2009.2.4

국회제출

2009.2.23

농협법 개정 공청회 개최(농림수산식품부, 국회 공동 주최)

2009.2.12 ~ 2009.2.24

농협개혁을 위한 농업인 전국 순회 토론회(농민연합, 농단협 등 주최)

대통령 신년사에 4대 국정과제로 농협을 농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중단 없는 개혁’이 포함
될 정도로 개혁에 대한 의지가 컸던 만큼 개정안의 임시국회 통과를 위하여 정부와 국회, 농
업인단체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
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 이후 정부와 국회는 농식품위 공청회(2009.2.23), 법안상정 대
체토론(2009.2.24), 농어업 회생을 위한 의원모임 주최 토론회(2009.3.4), 법안심사 소위

2009.3.4

(2009.3.23, 2009.4.14) 등을 통하여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상호 조율을 하였다. 농업인단체
는 전국 순회 토론회(2009.2.12～24) 및 국회 보고회(3.4) 등을 통하여 농업인의 역량을 결집

2009.4

올바른 농협법 개정을 위한 대토론회
(농어업 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농민연합, 농단협 등 주최)
상임위 의결(4.16), 본회의 의결(4.27)

시키고, 법안의 조기통과를 희망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한편 정부는 이해관계자인 조합
장과의 현장 간담회, 농협중앙회 조합장 이사조합장 면담 등을 통하여 원활한 지지를 확보하
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다.

제3절   지배구조 개선 관련 주요 쟁점 및 개정 내용

우여곡절 끝에 1단계 농협개혁, 즉 ‘지배구조 개선’이 마무리 되었으나 농협중앙회 사업구
조개편이라는 2단계 개혁이 큰 과제로 남겨져 있었다.

1. 농협중앙회장 간선제
농협중앙회장의 선출 및 임기와 관련하여 조합장 직선 및 연임이 가능하던 것을 대의원 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양보를 하여야 한다.

선제 방식으로 하고 임기를 단임으로 변경하였다. 농협중앙회장이 차기 선거를 의식하지 않

그동안 농협의 개혁법안 처리과정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는데 바로 농협이 기득권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고 전체 조합원을 위하여 소신껏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이었다. 농협중앙회장

이번에 이와 같은 개혁법안 처리가 가능하였던 것이다 남은 2단계 개혁도 잘 마무리 되도록 힘을 모아달라,

선출을 간선제로 강제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고 선거를 위하여 새로운 대의원회

결국 이 같은 개혁은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1단계 지배구조 개선 농협법 개정 서명식 및 환담회(2009.6.8)

를 구성하여야 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문제도 고려하여야 하며, 오히려 선거인 수가 줄면 선
거과정에서 과열·금품수수 등 부정선거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반대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협동조합의 민주원칙은 대표 선출방식보다 운영과정에서의 ‘1인 1표주의’ 등을 통
하여 구현될 것이다. 전직 회장(3명)이 모두 사법처리 되는 등 직선제 선거과정을 통하여 정
치조직화 되고 있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회장선거는 선거일 당시 구성되어 있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기 때문에 선거를 위하여 별도의 대의원회를 새로 구성할 필요가 없어
오히려 총회 선출방식 보다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는 분석(대의원회 개최 비용은 총회의 23%
수준) 등에 따라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이 최종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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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기능 강화 및 효율성 제고

하기 때문에 이사회 구성원의 회원조합장 비율을 1/2이상에서 3/5이상으로 하는 방안이 채
택되었다.

농협중앙회장과 조합장에 집중된 권한을 이사회로 이전시켜 안정적 지배구조를 구축하기
위하여 법률개정이 이루어졌다. 우선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를 단임제로 하여 농협중앙회장이

3. 조합장 비상임화와 조합운영

차기 선거를 의식하지 않고 전체 조합원을 위하여 소신껏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또 농협중앙회장의 선출방식도 전체 회원 조합장 직접선거에서 대의원에 의한 간접선거제로

조합의 자산규모가 큰 조합의 조합장 신분을 비상임으로 전환하였다. 일선조합은 신용사

바꿈으로써 선거과열을 방지하고, 선거에서의 지지를 조건으로 당선 후 지원과 같은 파행적

업과 경제사업을 겸영(兼營)하는 구조이다. 그 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어 조합경영자에게도

인 회원조합 지원 요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고자 하였다.

전문성이 요구되나 선출직인 조합장은 조합경영을 원활히 수행할 만큼 전문성을 갖췄다고

이사회 기능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인사추천위원회 도입, 이사회 의결범위 확대, 농

보기는 어려웠다.

협중앙회 이사 축소 등이 시행되었다. 이사회에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인사추천위원회를 설

이에 조합장은 조합원의 권익 증진 등 대외활동을 담당하고, 조합경영은 전문경영인인 상

치하여 회장의 단독 인사 추천권을 제한하였다. 이로써 농협중앙회장의 자의적인 인사개입

임이사가 담당하여 조합운영의 전문성 제고와 비경제적 의사결정요소를 차단할 필요가 있어

소지를 없앴으며, 농협중앙회장은 이사회 의장으로서 필요한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사업규모 2,500억 원) 이상의 조합부터 조합장 신분을 비상임으

다. 아울러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의 구성방식을 법에 명시하여 정부의 관여 우려도 배제하였

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일시에 모든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전환할 경우 이를 대체할 전문인력

다. 이사회 기능 강화와 더불어 감사위원회를 독립시키고 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종전

이 부족한 현실여건을 감안한 것이다.

의 감사위원회가 이사회 내에 설치되어 있고, 감사위원 중 일부가 회장의 단독 추천으로 임명
되기 때문에 이사회와 집행부를 사실상 감독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감사위원회를 이

4. 조합원의 조합 선택범위 확대

사회로부터 분리시켜 독립성을 확보하고 위원 5명 중 3명을 외부전문가로 충원하도록 하여
감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지역농협 설립구역을 ‘읍·면단위’에서 ‘시·군·구 단위’로 확대하고, 구역 내의 조합원들

이사회가 실질적인 협의기구로서의 집행임원을 견제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

이 자신이 원하는 조합을 선택하여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전에는 대부분의 지역농협

표이사의 업무성과 평가, 임원 후보자 선임 등에 대하여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

은 읍·면단위를 설립구역으로 하고, 그 구역 내의 농업인은 해당 구역의 조합에만 가입할 수

다. 이사회 기능강화 시 이사의 자질 문제,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에게 좌지우지될 가능성 등

있었다. 이는 읍·면단위 영세조합을 존립케 하는 구조적인 요인이었으며, 조합원은 자신의

의 문제점이 제기되었지만, 외국의 협동조합은 이사회 중심운영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조합

의사와 관계없이 주소지의 조합원이 될 수밖에 없어 경제적 기본권을 제약받고 있다는 지적

을 농업인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조합원이 주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

도 있었다.

다는 점에서 개정안이 채택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농협 설립구역을 ‘시·군·구 단위’로 확대하여 해당

21인 이상 두게 되어 있던 이사회 구성원(당시 35명)을 30명 이내로 축소하였다. 이사회 구

구역의 여러 조합 중에서 조합원이 원하는 조합을 선택케 함으로써 조합간 경쟁을 유도하고,

성원이 지나치게 많아 이사회에서 의견개진이 제대로 안 된다는 지적 등이 있었기 때문에 운

능력 없는 조합의 자연적인 도태를 촉진하려는 것이다. 조합원의 생활권과 경제권이 일치하

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30명 이내로 설정한 것은 농협중앙회의 회원이 지역농

지 않는 경우 장관의 인가를 받아 인접 시·군까지 가능하도록 하였다. 조합간 지나친 경쟁으

협, 지역축협, 품목조합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된 점을 감안한 것으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

로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완책을 마련하였다.

하여 조합장 이사는 줄이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 때문이었다. 아울러 ‘소유와 경영 분리’ 원칙
에 비추어 이사회는 조합(=소유)을 대표하므로 조합장이 이사의 다수를 점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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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등 농업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문제인식에 따라 신・경
분리를 통하여 농협중앙회의 사업부문별 경영의 전문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고, 산지
및 소비지 유통체계 개선 등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한편 기존 농협중앙회 경제사업은 만성적인 손실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어 신용사업 수익

제3장

범위 내에서 소극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신용사업 수익으로 경제사업 손실을 보전하는 사업
구조로는 적극적인 경제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농협중앙회가 무이자 지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원자금을 조합별로 배분하는 체제는 자원배분을 왜곡시키고, 농협중앙회가 일선조합을 통제
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일선조합에게 경제사업 투자를 유도하기보다 단기적으로 인기
를 얻기 쉬운 지원사업에 집중하게 하는 문제를 발생시켰다. 따라서 기존 종합농협체제에서는
조합원이 요구하고 있는 경제사업에 집중하여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글로벌 개방경
제 속에서 농산물 판매 등 경제사업에서 농협이 경쟁력을 갖는 데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2007년 노무현정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투자확대를 통하여 2017년까지 경제사업
의 역할을 강화하고,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신·경분리를 추진하는 방안
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농협 자체적으로 자본금을 확충하여 농협 스스로 추진하는 계획은 근

제1절   개편 배경

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신・경분리에 대한 농협내부의 저항이 있었고, 과연 농협이 자체적으
로 자본금을 확충할 수 있느냐가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농협중앙회는 1961년 구 농협과 농협은행을 통합하여 종합농협 체제로 출범한 이후 2000

그러나 2008년 후반 세계 경제 및 금융위기로 농협중앙회 신용사업이 위기에 직면하게 되

년 농·축협 통합과정을 거쳐 임직원이 약 2,300명(비정규직 포함)에 이르는 조직으로 성장

면서 신용사업 측면에서 조속한 신·경분리 추진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다.  농협중앙회 신

하였다. 농협중앙회는 교육·지도, 경제, 신용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농업인의 경제적·

용사업의 경영성과가 다른 금융기관에 비하여 크게 낮고,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추가적인 자

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농협중앙회 신용사업 수

본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2008년도 당기순이익을 보면 국민은행 1조 5,000억 원, 신한은행

익금으로 회원조합 지원 및 경제 사업을 추진하고, 정부와 유기적 협력 하에 1960~1970년

1조 4,400억 원, 우리은행 2,300억 원, 농협 2,400억 원이었다. 총자산수익률(ROA)은 국민은

대 농촌고리채 해소, 주곡자립 등을 달성하는 데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러나 1990년대 농산물

행 1.02%, 신한은행 0.74%, 우리은행 0.59%, 농협 0.24%수준이었다. BIS기본자기자본비율

시장개방 확대로 농업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음에도 농협중앙회는 비조합원 대상사업인
신용사업 수익제고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조합원이 요구하는 경제사업,

농협중앙회 경영성과 예측(농협경제연구소)

특히 유통 사업을 소홀히 하는 등 협동조합으로서 정체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확대되면서
신·경 분리 논의가 본격화 되었다.
즉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신용사업에 치중하여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인 농산물 유통 등
경제사업을 소홀히 하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이 혼재되어
있었다. 자본과 회계가 사업부문별로 엄격히 분리되어 있지 않아 경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경제사업 부문이 독자적 발전 전략과 투자 계획을 가지고 농산물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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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BIS 비율(%)

당기 순익(억 원)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시나리오A

10.1

9.4

7.6

809

△148

9,061

시나리오B

  9.9

9.0

7.1

△3,132

△3,643

7,742

※ 주: (시나리오A): 경제성장률 2009년 -2%, 2010년 3.5%
            (시나리오B): 경제성장률 2009년 -4.5%, 2010년 3.2%
※자료: 농협개혁위원회,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추진방안’(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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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농협이 6.78%로 국민은행 9.98%, 신한은행 9.32%, 우리은행 7.7%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원회(이하 ‘농개위’)를 구성하여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작업에 착수하였다. 농개위 위원

낮은 수준이다.

장은 서울대학교 김완배교수와 농림수산식품부 정학수제1차관이 공동으로 맡았다. 농개위

농협경제연구소 연구결과를 보면, 2010년에 당기순익이 3,643억 원의 적자로 농협중앙회

는 신·경 분리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하여 15차례 회의를 거쳐 ‘농협중앙회 신·경 분리 추진방

경영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농협중앙회 수익이 악화될 경우, 신용사업 수익을 바탕

안’ 건의안을 마련하여 2009년 3월 31일 정부에 제출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개위 지역

으로 일선조합에 대한 경영보조, 경제사업 손실을 보전하는 농협운영시스템은 더 이상 지속

설명회(2009.7), 토론회(5회) 등을 거쳐 여론을 수렴하여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방안’을

되기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는 농협 내부에서도 조속한 신・경분리의 필요성에 대하여 인식

확정하고 2009년 10월 28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하는 계기가 되었다. 농협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자본금을 확충하지 못하면 공적자금 투입으

이후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농협법 개정안 공청회(2009.11.12), 농협 사업구조개편

로 강력한 구조조정이 요구되고,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가 크게 위축될 수 있었다. 그

과 관련한 입법예고안의 차관회의(2009.12.3), 관계부처 협의(2009.12) 등을 거쳐 2009년

리고 사업간 차단벽이 설치되어 농협중앙회 모든 자원이 경제사업에 이용되기 어렵게 될 수

12월 16일에 농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회에서는 국회의원(이혜훈 의

도 있었다. 또한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원, 정범구 의원, 농어업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등) 주관 토론회, 국회 상임위 공청회

IFRS)이 적용되면 협동조합인 농협의 출자금이 가변자본으로 분류되어 BIS기본자기자본

(2010.211), 정무위 공청회(2010.4.27) 등을 개최하여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제

비율이 크게 하락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였다.

출된 정부안과 더불어 조진래의원안(2010.1.12), 강기갑의원안(2010.2.11), 김춘진의원안
(2010.2.18), 김영록의원안(2010.4.15), 류근찬의원안(2010.7.29), 문학진의원안(2010.10.29)
등 총 6건의 개정안이 추가 발의되었다.

제2절   추진 경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률안 심사소위원회(이하 농식품위 법안 심사소위)는 6차례
(2010.2.24, 4.14, 4.19, 4.22, 12.6, 2011.3.3) 회의를 개최하여 사업분리 방식, 경제사업 활성

농협중앙회 신·경 분리는 199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1994년 농

화, 부족 자본금 지원, 조세·보험특례 등 주요 쟁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합의안을

어업농어촌발전대책에서 농협개혁의 핵심사항으로 제시되었다. 이후 1999년 농협법에 따라

도출하였다. 2011년 3월 4일 농식품위 법안 심사소위 및 전체회의에서 농협법 개정안이 의결

신·경분리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하였다. 2003년 자율개혁 원칙에 따라 농협중앙회 내에

되었고 법제사법위원회(2011.3.10) 및 본회의를 통과(2011.3.11)하였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

농업인 단체, 학계 등으로 구성된 농협개혁위원회에서 신·경 분리를 검토하고 건의하였다.

(2011.3.22) 및 대통령 재가(2011.3.29)를 거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이 2012년 3월

2004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 결과와 농협개혁위원회 건의사항을 토대로 정부는 2004년

2일을 시행일로 하여 2011년 3월 31일 마침내 공포되었다.

12월 농협법을 개정하였다. 개정 농협법 부칙(제12조)에 농협 스스로 신·경 분리 세부추진계
획을 수립하고, 정부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하도록 명시하였다. 농협중앙회는 동 규정에 따

1. 농협개혁위원회 논의

라 2006년 6월 세부추진계획서를 제출하였다. 2007년 정부는 연구용역 결과, 농협자체계획
(2006.6.30), 신·경 분리위원회 건의안(2007.1.24)을 바탕으로 2017년까지 10년 기간의 사
업 분리 방안을 마련하여 2007년 3월 29일에 발표하였다.

농협중앙회의 신용·경제사업 분리를 중심으로 한 사업구조개편 논의는 2009년 1월 11일
제7차 농개위 회의부터 시작되어 3월 28일 제15차 위원회에서 건의안을 채택하였다.

하지만 2008년 하반기 세계금융위기 및 경기침체로 농협 신용사업 여건이 급격히 악화됨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 논의를 위한 첫 회의인 제7차위원회는 2009년 1월 11일 농림

에 따라 조속한 사업분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농협법 개정을 2009년

수산식품부에서 개혁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날 2006년의 한국금융연구원의

들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보고서, 연구가 진행 중인 농협경제연구소의 중간보고 자료, 2003년 농민연대안 등 3건이 보

농림수산식품부는 2008년 12월 9일 농협·농민단체·학계 등 전문가 11인으로 농협개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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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반하여 전농은 이를 반대하고 연합회체제를 주장하여 큰 차이를 보였다. 제8~9차 농협개

시스템(농협중앙회: 중앙은행, 조합: 지점)으로 운영된다는 것이 주요 시사점으로 지적되어

혁위원회에서는 선진국의 협동조합은행제도(프랑스의 끄레디 아그리꼴, 독일 DZ 뱅크, 네덜

신·경분리 모델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경제사업의 독자 생존 및 농협의 시장 점유율 확대를

란드 RABO 뱅크, 일본 협동조합의 조직과 지배구조, 운영형태, 기업공개 방식)와 경제사업

전제로 신·경 분리의 기초가 되는 경제사업의 필요자본금 규모를 조속히 산정할 필요가 있

사례(일본,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그리너리: 청과물), 덴마크(데니쉬 크라운: 축산물), 미국

다고 하였다.

(선키스트: 오렌지) 사례) 및 2007년 신·경분리추진위원회의 경제사업활성화 방안을 보고

제10차위원회(2009.2.6)에서는 농협경제연구소의 용역을 받아 수행 중인 매킨지로부터 연

받고 토의하였다. 유럽의 협동조합은 조합과 농협중앙회가 별도의 법인이지만 하나의 은행

구결과를 보고받았다. 회의 시작 전에 농협중앙회 노동조합 부위원장 등이 농개위에서 신·
경 분리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위원장에게 전달하였다. 노조는 2007년 정부

제9차위원회에서 도출한 중앙회 별도 법인 설립 모형

의 신·경 분리 방안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농협중앙회 노조원 30여명은
과천 그레이스호텔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였다.

중앙회가 각 지주회사를 지배, 상호금융연합회 신설

연구결과의 발표를 서면 자료 없이 프리젠테이션 형태로만 보고하는 것에 대하여 농협중
모델1

조합

경제지주

은행

대하여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기자회견과 농협중앙회장 면담 등을 요구하였다. 맥킨지 연구

중앙회
조합

앙회 측과 위원들 간의 논쟁이 있었다. 위원장과 일부 위원은 서면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에

신용지주

증권

는 농협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연구결과였다. 요지는  분리는 금융지주와 경제지주를
분리 신설하는 지주회사모델로 하되, 신·경 분리가 지연될 경우 농협중앙회 신용사업의 재

조합

보험

정건전성이 악화되어 수협과 같이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선제적
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상호금융 연합회
조합

IB
맥킨지가 제시한 중앙회 신·경 분리 모형(제10차위원회)

중앙회

경제자회사

신용지주

신용자회사

조합

경제연합회가 각 지주회사를 지배, 상호금융연합회 신설

기획・관리
모델2

조합

경제지주

회원 지원

상호금융

은행
중앙회

조합

경제지주

증권

도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맥킨지는 농협중앙회 신용사업에 중점으로 대안을 모색한

경제연합회
조합

신용지주

보험

결과 농협의 농산물 판매능력의 확충, 상호금융 문제 등 조합을 고려한 농협 전체에 대한 접근
이 미흡하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농협중앙회에 대한 위기상황 진단에는 인식을 같이 하였다.

상호금융 연합회
조합

이 같은 맥킨지의 보고에 대하여 대부분의 위원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실현가능성

IB

위원들은 신·경 분리 방안에 조합 상호금융 건전화 방안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
견이 많았다. 대도시 조합의 경영악화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조합의 상호금융이 농협
중앙회 신용사업 문제보다도 더 심각하며, 상호금융을 농협중앙회에 유지시킬 경우에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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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임금구조의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킨지는 이에

제13차~제15차 위원회에서는 3개의 잠정 모델에 대한 치열한 공방전이 이루어졌다. 당시

대한 대안이 없다고 비판하였다. 경제사업의 대안에 대하여 현실 파악이 미흡하다고 평가하

농협중앙회는 다양한 사업구조개편방안을 놓고 내부임직원 및 회원조합들의 의견을 수렴하

였다.

고 있던 상황이어서 개편방안에 대한 자체안을 수립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농개위의 잠정안

농협중앙회측 위원은 경제사업 활성화와 조합 상호금융 건전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
여 농협중앙회 입장을 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맥킨지 연구내용을 참고는 하겠지만
이 수준으로는 조합과 조합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하였다.

에 대한 검토의견을 크게 3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외부출자(정부·민간)를 허용할 경우, 복잡한 지배구조와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하
여 비효율성을 초래할 것이다. 외부출자는 농업인의 이익을 외부로 유출할 가능성이 있으며,

제11차~제12차 위원회는 지금까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견해를 청취하였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 둘째, 교육지원사업을 폐지하고 모든 지원을

으며, 그동안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 토의를 거쳐 신·경 분리 보완모델을 제시(2009.2.17)

경제사업 투자에 집중하는 것은 현행 교육지원사업의 의의와 기능을 간과할 우려가 있다. 셋

하였다.

째, 농개위의 잠정안이 일선조합의 신·경 분리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문제이다.
이 같은 농협중앙회의 지적에 대하여 일부 지적은 농개위의 안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

① (모델Ⅰ)맥킨지(안)

이라는 반론이 있었다. 첫번째 지적에 대하여 신·경 분리를 위하여 자본금이 부족하고 이를
경제지주

중앙회

경제자회사

조달하는 방법으로 정부 및 외부출자가 불가피한 것이라 하였다. 두 번째 지적사항인 교육지
원사업의 문제는 농협중앙회가 방만하게 운영하는 사업을 정비하여 경제사업연합회와 상호

조합
기획・관리

회원 지원

상호금융

신용지주

신용자회사

금융연합회가 각각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한 것이지 폐지가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셋째 일
선조합의 신·경 분리 문제에 대하여 농개위가 이를 고려한 것이 아니며, 상호금융의 경쟁력

② (모델Ⅱ)연합회 모델(2.11 회의에서 도출된 모델)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 상호금융연합회 신설안을 제시한 것이라 하였다.
출자

전국농협경제연합회(12조 6,000억 원)
조합

출자(9조 6,000억 원)

경제지주

경제자회사

시하는 것은 오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하였다. 농개위가 제시하지 않은 내용을 농협중앙회

(3조)

신용연합회

농개위는 농협중앙회가 개혁위원회 활동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근거 없는 의견을 제

상호금융특별회계

가 자의적으로 왜곡하는 것은 무책임한 자세라고 지적하였다. 위원장은 농협중앙회가 위원
회 잠정안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농협중앙회 보고자(담당부장)를 퇴장시

신용지주

신용자회사

켰다. 농협중앙회를 대표하는 위원인 담당 상무는 이 회의에 불참하였다. 국회에 제출된 지배
구조 및 임원 선임 관련 농협법 개정안은 신·경 분리 후에도 각 연합회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③ (모델Ⅲ)전국농협경제연합회가 경제・신용지주회사 출자 + 상호금융연합회 신설

전국농협경제연합회(12조 6,000억 원)

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 다만 지주회사의 경우는 일반적인 지주회사 지배구조에 따른 지배권
경제지주

경제자회사

행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였다.
제15차위원회(2009.3.28)에서는 농개위의 건의안을 확정하고, 이를 위원장이 3월 31일에

조합

출자

금융지주

신용자회사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첫째, 농협중앙회사업체제 개편은 농협중앙회를 전국농협경제연합
회로 전환하고, 상호금융특별회계를 상호금융연합회(상호금융금고)로 분리·신설한다. 그

신용연합회

상호금융특별회계

리고 영리사업은 경제지주와 금융지주를 신설하여 수행한다. 둘째, 지주회사의 이익금 전달
은 경제·금융지주회사의 배당금 및 브랜드 사용료를 활용하여 교육·지원사업을 수행한다.
셋째, 필요자본금 규모와 조달 방안으로 기존 자본금(12조 2,000억 원)을 경제지주에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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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안 마련

농협개혁위원회 최종 건의 신·경분리 모델

일선조합

농림수산식품부는 2009년 4월 1일 국회 농식품위원회 전체회의에 농개위가 건의한 농협중
전국농협경제연합회
교육/지도/감독

상호금융연합회(상호금융중앙금고)
교육/지도/감독

앙회 신·경 분리안을 보고하였다. 정부는 농개위 건의안을 기초로 신·경 분리 방안을 마련
하겠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필요시 국회전문가회의 등도 가능), 투명하게 법

출자관계

안을 만들 것이며, 가급적 연말까지 대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여당은 농협개혁

투자

은 초당적 입장에서 농민의 문제로 인식하고 책임 있게 다뤄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반면에
농협경제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

야당은 개혁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신·경 분리가 기본이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
을 우선 확인하고 농협법을 처리하자고 하였다.

전국
자회사

권역단위
자회사

농개위 건의안의 국회보고 이후 농림수산식품부는 5월 8일 농협중앙회의 합동워크숍을 가
졌으며, 국회 주관 토론회가 5월 14일 열렸다. 농림수산식품부 농협T/F와 농촌경제연구원
전문가들은 농개위 및 농협경제연구소의 신·경  분리 방안 비교 및 세부사항에 관한 검토를

품목
조합

조합 자회사
조합공동사업법인

은행
부문

금융
자회사

상호
금융

※주: ‘신용・지도사업 중심’ 농협에서 ‘경제사업 중심’의 농협으로 전환

위하여 5월 21일 밤 늦게까지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워크숍을 가졌다. 5월 22일에는
농민연합토론회, 5월 27일엔 정부주관 전문가토론회가 열려 농개위의 건의안 제출에 따른
설명회 및 여론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한편 농협경제사업활성화와 상호금융발전방안에 관한
세부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였다.

3,000억 원, 금융지주에 6조 1,000억 원, 상호금융연합회에 8,000억 원을 배분한다. 금융지주

농개위는 5월 30일에 제16차위원회를 개최하고 농협개혁T/F로부터 농협중앙회 신용·경

의 필요자본금은 12조 1,000억 원(BIS기본자본비율 8%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부족한

제사업분리 추진상황, 세부분리 방안 등을 보고 받고 논의하였다. 농개위는 7월 15일~29일

6조 원은 조합(원) 우선출자 및 상호금융금고 투자자금으로 조달하고, 부족할 경우 정부에

지역순회 설명회를 가졌다. 8월 27일에는 그동안의 정부의 입법화 추진 경과를 보고 받고 농

서 지원하기로 한다.

협과의 쟁점사항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이후 농개위는 열리지 않아 이 회의가 마지막 회의가

이상의 건의안에 대하여 농협중앙회는 농협중앙회 명칭의 유지가 필요하고 상호금융연합

되었다.

회의 신설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위원회는 이를 소수의견으로 포함하기로 하였

농림수산식품부는 10월 28일 입법예고(10.28~11.17)하고 각계의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다. 그리고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실무작업반에서 검토하

협의에 들어갔다. 11월 23일에는 법제처에 입법예고안의 심사를 의뢰하였다. 입법예고안에

여 추후 농개위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추가 검토과제로는 사업분리에 따른 농협법, 은행법,

대한 의견과 관계부처 협의 결과, 법제처 심의 결과를 종합하여 수정한 정부안을 2009년 12

보험업법 등 법률 검토(특례조치), 자본확충 방안, 상호금융 경쟁력 제고 방안, 비사업적 기

월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하였다. 12월 16일에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농식품위원회

능(교육·지도, 농정활동 등) 수행을 위한 독립법인 신설 등이 거론되었다.

에는 17일에 정부안이 회부되었다. 정부안이 확정되는 과정에서의 논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입법예고된 정부안은 상호금융연합회의 독립화를 철회하는 대신 부칙에 추진을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자본금 배분계획 등에 언급이 없어 농개위의 큰 반발을 불러왔다. 농협중
앙회는 정부안이 발표되기 하루 전날 대의원총회에서 농협의 사업구조개편안을 만장일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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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 시켰다. 정부안과 농협안의 가까워지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다른 쟁점을 갖고 있었다. 농

정부는 다음날 10월 28일 정부안을 발표하고 입법예고함으로써 정부안과 농협안이 동시

림수산식품부는 11월 12일에 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농협법 개정(안) 공청회를

에 확정되어 조정을 기다리는 국면이 되었다. 농협동인회는 11월 10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가졌다. 부족자본 지원 및 자본배분 문제, 상호금융 독립화 등 기 쟁점화 되었던 내용이 논의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가졌다. 대체적으로 정부안에 비판적인 의견이 지배적이

되었다. 대다수 토론자들은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의 목적은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이므

었으며, 일부 토론자는 농협안 자체가 너무 급하게 사업구조 개편을 서두른다는 의견을 내었

로 경제사업 추진계획을 구체화하고, 자본금 지원규모 및 배분 문제를 농협법에 명확히 규정

다. 농협은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즉각 농협중앙회의 의견서를 11월 13일 제출하였다.

할 필요가 있다 하였다.

농협노조는 사업구조 개편 방안에 대하여 처음부터 반대 입장을 취하였다. 농개위 안이 발

농협은 정부와 협의하는 한편 농협 자체안을 마련을 계속하였다. 농개위에서나 그 이후 정

표된 후 2009년 4월 9일에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신·경 분리 방안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부와 협의 과정에서도 확정된 농협안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10월이 되면서 농협 자체의 사업

가졌다. 농협 자체 사업구조개편안이 확정되어가는 10월 들어 농협노조는 연이은 성명서 발

구조 개편방안의 확정이 구체화되어 갔다. 10월 6일에는 농협중앙회 이사간담회에서 사업구

표와 신문광고를 하였다. 10월 15일 농협중앙회 임시이사회가 열리던 날에 농협의 5개 노조

조 개편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10월 15일 임시이사회에서 농협안을 통과시켰다. 그리

는 공동으로 신·경 분리 반대 성명을 발표하였다. 10월 20일에는 5개 노조 공동으로 최원병

고 10월 27일에는 농협대의원총회에서 농협의 사업구조개편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회장 퇴진을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어 10월 22일자 한겨레신문에 신·경 분리 반대
와 최원병 회장 퇴진을 촉구하는 광고를 게재하였다.

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입장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농협중앙회를 비롯하여 각계에서 의견을 보내왔다. 농협중앙회는 농

정부 입법예고안

농협 개편안

협중앙회, 농협노조, 농협노조 위원장이, 축산부문에서는 축산조합장 일동, 축산관련학회협

1. 중앙회 명칭

농업협동조합연합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의회, 축산업 생존을 위한 공동 비상대책위원회가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보험업계에서는 생

2. 경제·금융지주

•동시 설립

•금융지주: 2012

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대리점협회, EU상공회의소가 의견을 보내왔으며 농협제자

개편시기
3. 경제사업
조
 직편제

4. 자본금 조달 방안 및
정부지원 방식·시기

5. 교육지원사업비 및
경
 제 투자재원 조달방안

(법 공포후 1년: 2011)
•연합회: 경제사업, 정책사업,
교육 지원사업, 지주회사 지도·지원

•경제지주: 2015년 이후
<1단계> •중앙회: 현행과 동일

리찾기국민운동과 관악농협조합장도 의견서를 내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2단계> •경제지주 개편시 추후 검토

에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사업구조 개편의 틀은 입법예고(안)의 내용을 유지하여 경제

•지주회사: 경제사업, 자회사 관리
•법 통과 후 자산실사, 투자계획 검토 등을
거쳐 구체적 지원규모 및 방식 결정

•필요자본금:23.4조 원
(경제 7.1, 신용 15.2, 교육 1.1)
•부족자본금: 9.6조 원(자체 3.6, 정부지원 6)

•중앙회 수입: 배당, 상호사용료

•중앙회 수입: 배당, 브랜드사용료

•사용료부과: 매출액(영업수익)의 10/1000

•사용료 부과: 정액 또는 정률 추후 검토

범위내에서 총회 결정
•사용: 교육지원사업비, 산지유통구조개선

•사용: 교육지원사업비, 회원조합 배당,
경제사업 투자재원

사업 등에 사용

6. 상호금융

•중앙회 내 대표이사제

•자본금계정 도입

•내부적립금 유보 확대

•상호금융 독립법인화 방안 제시

•상호금융연합회 설립은 제반 여건을
갖춘 후 검토

용역 후 1년 이내 농협은 추진계획 제출)
7. 보험회사 설립

•방카슈랑스 5년 유예 후 재협의

8. 조세특례 및 IT통합

•언급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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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며, 농협중앙회 명칭을 농협연합회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또한 관계부처 의견을 반영, 공
정경쟁과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금융지주 및 농협은행에
대한 특례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수정하기로 하였다.
관계부처 협의 결과, 공제사업은 연합회 및 조합 사업으로 존치하기로 하고 공제사업의 보
험회사 전환을 위한 규정은 삭제하기로 하였다. 또한 농협중앙회 내에 농업인단체, 학계, 농

•중앙회내 대표이사제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연구용역 완료,

지주 및 금융지주 설립, 상호금융부문 독립사업부제 시행 및 일정기간 준비를 거쳐 분리를 추

협중앙회, 조합 및 정부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사업구조개편 자문 및 의견수렴을 위한 사업구
조개편 준비위원회 설치(농협제자리찾기국민운동 의견 수용)하기로 하였다. 농협중앙회의
요구사항 28건 중 7건을 수용하였다.

•방카슈랑스 룰 10년 유예
•지주회사 등 설립에 따른 지방세 면제 등 5건
•IT통합운영 근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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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회 심의

갑 의원안(2010.2.11), 김춘진 의원안(2010.2.18), 김영록 의원안(2010.4.15), 류근찬 의원안
(2010.7.29), 문학진 의원안(2010.10.29) 등 총 6건의 개정안이 추가로 발의되었다. 제출된 6

(1) 정부안 및 의원법안 발의

건의 의원안중 조진래 의원안, 류근찬 의원안, 문학진 의원안은 조합장 선거방식에 관한 개

농림수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 사업 분리를 위한 농협법 개정안’ 입법 예고(2009.10.28)

정안이고, 강기갑 의원안, 김춘진의원안, 김영록의원안은 농협중앙회 명칭, 지주회사 설립 시

와 의견수렴을 거쳐 2010년 12월 16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

기, 부족자본금 지원 방식, 보험 및 조세 특례 등을 주요 쟁점으로 다룬 농협중앙회의 사업구

부안에는 농협중앙회의 명칭을 농업협동조합연합회로 변경하고, 2011년 동시에 금융지주

조 개편에 관한 개정안이었다.

와 경제지주 설립(1연합회-2지주회사 방식), 농협은행 설립, 출자에 의한 부족 자본금 지원

농협법 개정을 위한 국회논의는 2010년 2월 11일 농식품위 공청회를 시작으로 법안심사소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정부안 제출 이후 국회에서도 조진래 의원안(2010.1.12), 강기

위에서 농협법 개정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국회 논의를 시작
한 지 1년 4개월 만인 2011년 3월 11일에 농협법 개정안은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에 관한 의원 개정안

조직

강기갑의원안
상위
조직

지주
회사

중앙회
대체
기관

중앙회
자본

(2) 2010년 2월 임시 국회

법률안

구분

법인격
사업

자본
배분

김춘진의원안

김영록의원안

정부안

3연합회
- 전국농협총연합회
- 경제사업연합회
- 신용사업연합회

중앙회-2연합회
- 농협중앙회
- 농협경제연합회
- 농협상호금융연합회

중앙회-1연합회

지주회사 반대

경제연합회 내 3지주
- 경제지주
- 축산지주
- 금융지주

중앙회 내 1지주

비출자특수법인

무자본특수법인

특수법인

특수법인

본금 지원 의지를 확실히 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정부의 출자에 의한 부족자본금 지원방식에

교육·지원사업
(경제・신용관련 교육・
지원사업 제외)

교육·지원사업

교육·지원사업,

교육·지원사업
농경, 축경사업
상호금융사업

대하여 농협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표명하였다.

과반수를
경제연합회에
우선배분

경제연합회내에서
경제지주, 축산지주,
금융지주 순서로 배분

-

2010년 2월 23일부터 24일까지 농식품위 법안소위가 열렸으나 조합장 선거 제도 개선에 대

- 농협중앙회
- 농협경제사업연합회

- 금융지주경제연합회
내 2지주

1연합회
- 농협연합회
* 상호금융사업
독립법인화 추진
연합회 내 2지주
- 경제지주
- 금융지주

상호금융사업
경제사업활성화에
필요한 적정자본금을

분리
여부

동시 분리

축산

업무
전담

경제사업연합회
축산경제 대표이사

경제연합회
축산경제 상임이사

경제사업연합회
축산경제 대표이사

농협 연합회
축산경제상임이사

축산
지주

-

농협축산지주회사

농협축산지주회사

-

선출
특례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시 회원조합장(4명)은
축협조합장으로 구성

축산경제대표이사

강기갑・김춘진
의원안과 동일

여서 대체토론을 벌였다. 농식품위 상임위원회 대체 토론에서 의원들은 사업구조 개편 이후

농식품위는 이날 대체 토론을 마친 후 농협법 개정안 4개를 상임위 법안소위에 넘겼다.

연합회 내 상호금융
대표이사체제

에서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전화・컴퓨터 통신 이용 방법 구체화 등의 법안에 대하여 정부
측이 동의함으로써 합의를 도출하였다.

(3) 2010년 4월 임시 국회
소관 조합장대표자
회의에서 추천

※자료: 국회 농식품위 법률안심사소위원회, ‘ 법률안 심사자료Ⅰ(2010.12)’

선진화 개혁

조진래 의원의 조합장 선거방식 개선 등 4개의 ‘농협법’ 개정안을 포함한 72개 법안을 상정하

지원방식 등에 관하여 전혀 토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조합장 선거법과 관련하여 공개된 장소

상호
금융

대표이사체제

강기갑 의원 대표 발의안, 연합회 방식과 지주회사 방식을 병행하는 김춘진 의원 대표발의안,

한 논의만 있었을 뿐 농협법 개혁의 핵심 쟁점인 사업분리방식, 농협중앙회 명칭, 부족자본금

경제사업연합회에

중앙회 내 상호금융

품위는 2010년 2월 22일 지주회사를 골자로 하는 정부안, 연합회 방식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경제사업활성화의 구체적인 방안과 내용을 정부측에 요구하였다. 의원들은 정부가 부족자

- 경제지주, 축산지주

우선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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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10년 2월 임시국회부터이다. 국회 농식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2010년 4월 14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시작되었다.
법안소위는 지난 번 법안소위에서 결론을 냈던 선거운동 방법의 개선안을 통과시켰다. 명칭
사용료 사용 범위 및 상한선에 대한 토의가 있었지만 1%에서 3%까지 다양한 의견만을 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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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4월 19일 법안소위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였다. 다음에 논의된 사항은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연합회 의제에 관한 것이었다. 이전에 농협중앙회가 수행하였던 경제사업을 수행하
는 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를 연합회로 의제하는 정부의 연합회 안이 강기갑 의원의 경제

구분
사업구조개편
관련

사업연합회와 일맥상통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져 정부의 대안이 채택되었다. 다만 의제 범위

합의 내용

- 종전 행정・사법상 제재 효과 적용 배제

주된 행위자로 승계

- 전산시설 등 IT업무를 중앙회 통합운영

3년 유예 후 분리 + 필요시 2년 연장

- 조합의 신용사업범위 확대 등

불수용

  (외국환, 국공채창구매매 업무 추가,중앙회의
조합에 대한 금리(수수료 지도에 대한 공정거

를 확대하여 정부대행사업으로 소득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감면되는 연합회 사업을 수행

래법 일부 조항 적용 배제)

하는 경우에 대하여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위임하였다.

- 중앙회 교육지원 사업 추가

다음의 논의 대상은 부과금 면제 대상이었다. 당초 정부안에는 조합 등과 연합회, 경제지주

- 사외이사 자격제한 규정의 적용배제

회사와 그 자회사로 한정하고 기존 자회사는 부과금 면제대상에서 배제하였으나, 농협 측에

이외에 경제·금융지주회사, 농협은행, 농협보험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부과금 면제 대상에 이어서 사업분리로 인한 기존 혜택 유지에 관한 사항이 논의되었다. 정

불수용

  (금융지주회사법 제40조제4항)

서 금융지주와 농협은행, 농협 보험도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하였다. 정부안에다가 농협 측의
건의를 수용하여 200억 원의 추가 부담금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과금 면제 대상에 연합회

수용

  (농협 명칭사용의 관리・운영사업)

- 품목조합의 신용사업 허용
선거제도
개선

일정조건 이상의 조합만 허용

선거운동 방법의 개선
- 소형인쇄물의 배부
-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 및 명함배부
추
 가

“소형인쇄물의 배부” 삭제
공개된 장소를 도로, 시장 등 부령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로 구체화

부안은 농협은행의 신용 공여한도 적용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 연장하고, 연합회에 농업금

- 전화・컴퓨터 통신 구체화

전화에서 “음성메세지”는 삭제

융채권 발행을 허용하자는 것이었는데 농협측은 유예기간을 항구적으로 하고, 금융지주회

후보자의 범죄 경력 조회 등

- 범죄경력 조회 대상범위를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수정
- 조합자체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입후보자가 범죄경력을

사까지 농업금융채권 발행을 허용하여 달라고 건의하였다. 심의 결과 당초 정부안을 수용하

조회하여 제출”

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 그밖에 농협은행에 대한 출자한도 확대, 종전의 행정·사법상 제재

불법선거자 처벌사유 신설

“본문에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벌칙을 부과”하도록 조문수정

효과 적용 배제, IT 업무 농협중앙회 통합 운영, 조합의 신용사업 범위 확대, 품목조합의 신용

자수한 경우 그 형의 경감 또는 면제

자수자의 경감・면제 규정에 “과태료”도 추가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조문 정비

공직선거법의 예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 수정

사업 검토 등 추가 지원 사항이 논의되었는데 대체로 큰 이견 없이 정부안이 수용되었다. 이

(과태료 50배 부과)
조합장의 축의・부의금품 제공 제한

구분
사업구조개편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연합회 의제

합의 내용
의제범위 확대(정부대행사업으로 소득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감면되는 연합회 사업 수행→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관련

부과금 면제 대상

위임)

중 IT 업무 농협중앙회 통합 운영 시한을 3년 유예 후 분리하는 것에서 필요한 경우 2년을 추

연합회 → 경제・금융지주회사, 농협은행, 농협보험 추가

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부칙에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품목조합에도 신용사업을 허용하

사업분리로 인한 기존 혜택 유지

는 규정을 두자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 소송대리인 선임특례

연합회 → 경제・금융지주회사, 농협은행, 농협보험 추가

- 농협은행의 경제사업지원을 위한 신용

3년 → 5년 유예

공여한도 적용
- 농업금융채권 발행 주체

농협은행 → 연합회 추가

추가지원사항
- 농협은행에 대한 출자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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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 개혁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고, 조합장의 성명 등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없도록 규정

제289회 농식품위 법안소위(2010. 4.14) 결정사항

주로 비쟁점 사항을 논의한 4월 14일 법안소위의 큰 성과는 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를
연합회로 의제하는 정부안에 대하여 의견을 모은 것이다. 그러나 부족자본금 지원 규모 및
방식 등과 같은 첨예한 쟁점 사항은 논의조차 하지 못하였다.
2010년 4월 19일 열린 법안소위에서는 농협법 개정에 관하여 합의 사항 도출 없이 주요 쟁점

출자한도 확대(20%→자기자본 이내)

에 대한 토론만 이루어졌다. 이 날 논의된 주요의제는 정부안의 연합회 체제 속에서 축산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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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의 독립성 보장, 이윤추구 목적의 지주회사에 대한 우려, 자회사 이관 시기 등 이었다. 위원

(4) 정기국회 (2010.9.1~2010.12.9)

들은 남성우 당시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이사를 별도로 소위원회에 출석시켜 질의를 펼쳤

18대 하반기 원 재구성 후 2010년 9월 10일에 열린 제2차 농식품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대

다. 축산경제대표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데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지주회사의 성

부분의 의원들은 농협법 개정안에 대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농협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

격에 대하여 수익을 많이 내서 경제사업부문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정부 측 의견과 이윤 추구

여 합의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특히 농협법 개정안에서 핵심 쟁점으로 남은 사업부문

를 목적으로 할 경우 경제사업에 대한 환원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견해를 가진 일부 위원 간에

별 자본금 배분 및 부족자본금 지원 문제와 조세 특례 및 보험 문제 등이 주로 거론되었다.

의견이 엇갈렸다. 농협 측에서는 자회사를 단계적으로 지주회사에 이관한다는 복안을 밝힌 반

2010년 12월 6일 열린 법안소위에서는 다른 법률안은 일체 다루지 않고 농협법 개정안에
대하여만 집중적인 심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경제지주회사 외에 농업경제대표와 축산경제대

면 많은 위원들은 지주회사 설립과 동시에 이관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2010년 4월 22일 법안소위에서는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방식에 대하여 집중적인 토의

표를 둔 사업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18대 국회 후반기에 새롭게 농식품위에 들

가 진행되었다. 3개 연합회 방식을 제안한 강기갑 의원안과 1연합-2지주 방식의 정부안에 대

어온 김효석 의원은 자회사 관리만을 담당하는 옥상옥 구조의 경제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안

하여 찬반 토론이 토의 내내 이어졌다. 많은 의원들은 강기갑 의원안이 이상적이긴 하지만 회

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경제지주회사를 만들려면 농협중앙회의 모든 경제사업을 경제

원조합을 상대로 한 자본의 인적 분할과 함께 재가입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데

지주회사에 이관하라고 주문하였다. 김우남 의원도 경제지주회사 위의 농업경제대표와 축산

공감하였다.

경제대표의 옥상옥 구조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반면 김영록 의원은 농협중앙회가 산

정부안에서 경제지주회사 아래에 축산경제부회장을 두도록 한 것에 대하여 독립성 침해라

지유통과 같은 비수익 사업을 맡는 그림은 맞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2010년 4월 22일

는 축산업계의 우려를 반영하여 축산지주회사로 별도로 떼어내는 방안이 집중 논의되었지만

법안 소위 결정을 존중하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결론을

지주회사 내의 축산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승격시키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사업분리 방식

내리지는 않았다.

에 대한 의견이 모아지지 않자 강기갑 의원안과 정부안에 대하여 표결로 결정하기로 하였다.  

다음은 농협중앙회 대체 기관의 명칭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 정부 측이 농협 측의 의견

그 결과 1연합-2지주의 정부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였다(8명 중 5명 찬성). 이로써 핵심쟁점

을 받아들여 농업협동조합연합회에서 농협중앙회로 바꾼다는 설명을 하자 대부분의 의원들

중의 하나였던 사업분리 방식이 법안소위를 통과하게 되었다.

이 농협중앙회 이외의 다른 명칭을 사용할 경우 로고와  간판 교체에 따른 비용 추가(농협측은
약 5,000억 원이 소요된다고 설명) 등의 이유 때문에 농협중앙회란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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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적인 의견이 모아졌지만 좀 더 생각하여보기로 하고 확정짓지는 않았다.
개정안

결정사항

범위를 교육·지원사업, 농업경제·축산경제사업과 함께 상호금융사업을 하는 정부안이 채

•강기갑의원안
- 3연합회 + 자회사 : 농협중앙회를 해산하고 전국농업협동조합총연합회,

택되었다. 농협중앙회 대체기관의 법적성격에 관하여 농협중앙회가 산지유통활성화 사업 및

   경제사업연합회, 신용사업연합회로 분리
•김춘진의원안
사업

- 중앙회 + 2연합회 + 지주(자)회사 : 농협중앙회를 농협중앙회,

분리

   농협경제연합회(경제지주, 축산지주, 금융지주), 농협상호금융연합회로 분리

방식

•김영록의원안
- 중앙회 + 연합회 + 지주회사 : 농협중앙회를 농협중앙회와 농협경제사업연합회로
   분리하되, 중앙회내 금융지주, 경제사업연합회내에 경제지주 및 축산지주 도입
•정부안
- 연합회 + 지주(자)회사 : 농협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연합회(경제지주, 금융지주) 개편

다음에는 농협중앙회 대체기관의 사업범위와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사업

구조개선 사업 등 비수익 사업과 정부대행 사업도 수행하므로 자본을 보유한 특수법인으로
정부안채택
(표결)

서 회원의 회비, 경비, 명칭사용료 등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정부안이 수용되었다.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협중앙회 자본 배분에 대하여 정부안은 관련규정이 없었다가
12월 6일 법안소위에서 경제사업부문에 적정 수준의 자본을 배분하여야 된다는 조항을 추가
한 법안을 법안 심사 소위에 제출하였다. 정부가 농협의 부족자본금을 경제사업부문에 우선
지원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농협법 개정안에는 당초 ‘경제사업부문에 적정수준의 자본
을 배분하여야 한다.’를 ‘경제사업부문에 적정수준의 자본을 우선배분한다.’는 조항으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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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기로 하였다. 지원방식은 농협중앙회와 경제지주 모두에게 배분하되, 농협중앙회는 농

하기로 하였다. 공제상담자격자의 보험모집자격 인정은 2년간 인정하고, 그 이후에는 소정

업경제 및 축산경제대표 회계를 분리하여 자본금을 배정하기로 하였다.

의 교육을 받는 자에게 자격을 인정하기로 하였다.

야당의원들은 자본금 충당을 위한 정부의 자금지원계획서를 국회의 심의나 동의절차 없이

명칭사용료의 사용범위와 상한에 대한 논의에서는 김재수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이 당

진행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였다. 의원들은 정부가 임의로 지원규모를

초 개정안에 담았던 산지유통 활성화 및 구조개선사업에 추가하여서 회원조합에 관련된 여

축소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원 자금 규모와 시기, 방식 등을 명문화 하는 방안을 요구하

러 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상한선을 당초 2%에서 2.5%로 상향 조정하여 달라는 수정안

기도 하였다. 당초 정부는 ‘사업구조개편에 필요한 자본지원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된

을 제안하여 수정안대로 가결되었다.

다.’라는 문구를 넣었지만 의원들은 정부의 자본금 지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농협법 개정에 따른 세금감면 문제에 대하여 주영섭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출석하여 농협

것에 그치지 않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부 측에서는 예산은 국회의 동의사항
이 아니라 국회 의결사항이라는 이유로 국회 동의 요구 수용을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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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부의 부족자본금 지원에 대한 기획재정부 의견을 듣자는 김효석 의원의 제안에 따라 정
해걸 소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 차관에게 기획재정부 차관의 법안소위 출석을 요구하였다.
부족자본금 지원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유성걸 차관이 출석하여 부족자본금 지원계획을 상임

항목
상호금융
담당조직

   의견을 들어 확정하고 추진
축산

서를 마련하고 2012년 회계연도 예산안 국회 제출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의

담당조직

등 독립사업부제로 운영하는 것을 규정한 정부안이 논의 결과 채택되었다.
사업부문별 손익구분 관리에 대하여 김춘진 의원안은 상호금융연합회는 상호금융 사업에

사업구조개편 시행시기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간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의견개진(9～13 항목)

방카슈랑스 규정의

- 조합은 5년 유예

적용 유예 및 기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사항)
기존 공제계약의

퇴직연금보험 취급제한
공제상담자격자의
보험모집 자격인정
세금감면지원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간주
농협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5년까지 취급 제한
농협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2년에 한하여 인정
신·경 분리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세금은 감면하고, 분리이후 사업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일반기업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되 감면방안을 최대한 고려하겠음

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기관보험대리점으로 취급하기로 하였다. 방카슈랑스 규정의 적용 유예 및 기간에 대하여 논

- 농협은행은 유예 없음
※농업인안전공제 등 정책보험의 경우 2인규제, 점포외영업 규제 적용 배제

대표 이사를 두고, 축산특례를 유지하는 것을 채택하였다.  

조합과 농협은행의 보험대리점으로서의 법적 성격은 정부안대로 조합 및 농협은행을 금융

2012년 3월 1일 시행

보험대리점 법적성격

보험계약 간주

개월 후 실시하자는 안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나 농협 측의 건의로 2012년 3월 2일 동시 발효

- 축산대표이사 유지

조합과 농협은행의

시 정부안이 채택되었다. 축산 담당조직 개정안에 대하여 축산 담당조직은 현행과 같이 축산

사업구조개편 시기는 논의 초기에 농협법 개정안 공포 후 1년으로 하되, 보험업무는 1년 6

현행 유지
- 축산대표는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회의에서 추천된 자를 총회에서 선출

별도의 자본계정으로 상호금융중앙금고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정부안은 농
협중앙회의 상호금융사업회계에는 별도의 자본계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이 역

연구를 전문기관에 의뢰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상호금융사업 발전계획을 농업・금융전문가, 농업인대표 등의

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이후 농림수산식품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결과 ‘자본지원 계획

상호금융 담당 조직에 대하여 연합회 내에 상호금융대표이사를 두고 독립회계를 설치하는

- 중앙회장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상호금융사업 부문의 발전계획에 관한
- 중앙회장은 상호금융사업 발전계획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위의 승인을 얻든지, 또는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원들의 요구에 대하여 수용할 수 없

견을 들어야 한다.’로 수정되었다.

합의내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의견개진
명칭사용료 사용범위 및
상한의 적정성

- 교육지원사업, 산지활성화 지원 등
→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지원 및 지도’로 확대
- 매출액(영업수익)의 2.0%에서 2.5% 상향 조정

의 결과 조합에 대하여만 5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농협은행에 대하여 유예를 인정하지

연합회(중앙회)의

중앙회가 지주회사에 대하여 자기자본 초과 출자 가능

않기로 하였다. 그밖에 기존 공제계약의 보험계약 간주는 보험법에 따른 보험계약으로 간주

출자 한도

다만,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출자목적 등을 총회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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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제는 최대한 특혜를 부여하고, 그 이후에도 가능한 한
세제 특례를 인정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다음은 부족자본금 지원에 관한 사항이 논의되었다. 정부의 부족자본금 지원에 따른 농협
의 자율성 침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정부의 부족자본금 지원은 출자 형식으로 하되, 의

조합장 선거제도와 관련하여 류근찬 의원이 제출한 안에 따라서 처음으로 조합장 선거를

결권 없는 출자로 하여야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경제사업에 자본금의 배분 규모에 대한 논

2015년 3월 두 번째 수요일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되 동시선거로 인하여 임기가 단축되

의에서 대부분의 위원들은 경제사업에 자본을 우선 배분한다는 정부안보다는 지원할 수 있

는 조합장의 임기는 최소 2년이 보장되도록 하였다. 또한 문학진 의원안을 반영하여 선거운

는 액수를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정부 측에 요구하였다. 그러나 정부 측은 그것은 자산 실사

동 방법 규정의 위헌 요소를 제거하고 공직선거법과 유사하도록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데 합

가 끝나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액수를 법안에 담는 것은 기술적으로 곤란하다는

의하였다.

입장을 고수하여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하였다.

12월 6일 법안소위에서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된 35개 항목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는데

의원들은 류성걸 당시 기획재정부 제2차관에게 정부의 부족자본금 지원 규모를 밝히라고

28개 항목에 대하여 합의를 도출하였다. 합의된 사항은 3대 쟁점에 속하였던 보험특례, 조세

요구하였지만 실사 후 필요한 부족자본금을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의원들

감면 외, 개편 시기(2012.3), 조합장 동시 선거 실시(2015.3) 등이다. 미합의된 사항은 사업분

은 2010년 12월 6일 합의한 ‘자본지원계획서를 국회 농식품위에 보고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

리 방식, 농협중앙회 대체기관의 명칭, 농협중앙회 대체기관의 사업범위, 농협중앙회 대체기

다.’는 조항을 수정하여야 된다고 정부 측을 압박하였다. 정부 측은 위원들의 이러한 요구를

관의 법적 성격, 사업부문별 손익구분 관리, 부족자본 지원 등 모두 7개 항목이다.
농협법 개정 국회논의 경과

(5) 2011년 2월 임시국회(2011.2.18~2011.3.12)
2011년 3월 3일에 열린 법률안 소위원회에서는 조진래 의원, 김영록 의원, 류근찬 의원, 강
기갑 의원, 김춘진 의원, 문학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7건의 농업협동조
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대신에 대안을 제안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대안에는 기존에 제안되었던 내용이외에 최인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협의 경제사업활성화

일자

내용

2009.12.16

농협법개정안(정부안) 국회 제출

2010.2.11

국회 농식품위 농협법개정안 공청회

2010.2.22

농협법개정안 농식품위 상정・대체토론

2010.2.23~4.22

농식품위 법률안심사소위 개최

2010.2.23

농협법 등 61개 법안 상정

방안으로 지역농협의 계약생산 및 판매에 관한 규정을 만들고 농협중앙회가 농산물 공동출

2010.2.24

조합 선거제도 관련 개정사항 심사

하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2010.4.14

비쟁점 사안 12건 심사 및 합의 (조합선거제도, 부과금 면제, 농금채 발행, 전산특례 등)

2010.4.19

축산특례 및 사업분리 방식 심사

2010.4.22

사업분리 방식 심사 및 표결 처리 (1연합회-2지주회사 방식 확정)

2010.4.27

국회 정무위 농협법개정안 공청회

2010.6.18

제18대 후반기 국회 원 재구성  - 최인기(민주당) 위원장 등 7명 교체

법안소위에서 첫 번째 논의된 것은 경제사업 수행 주체에 관한 것이었다. 당초 농협법 개정
안에는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을 경제지주회사로 일괄적으로 이관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이
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위원들이 개정안에 이관 시기를 명시적으로 담자고 요구하
여서 정부와 농협측이 협의를 하였다. 김재수 농림수산식품부제1차관이 농협중앙회 경제사

2010.9.10

업의 이관시기를 농협은 2020년, 정부는 법 시행 후 5년 이내에 하는 의견이 있었다는 보고를

상임위 현안보고 시 농협법 개정 관련 질의
- 심의에 앞서 자본금 지원, 조세 특례, 보험 등 쟁점에 대하여 관계부처, 농협 등과 합의 필요 지적
농식품위 법률안심사소위 개최

하자 위원들은 이관시기를 더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에 민주당 김효석 의원이

2010.12.6

분사형태로 되어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농협유통, 농산물공판장 등 유통판매사업에 관련된

2011.3.3

법안소위, 여야 합의 의결

회사들은 농협법 개정안 시행 3년 이내에 경제지주회사에 이관하고, 나머지 기능은 2년 후에

2011.3.4

농림수산식품위 농협법개정안 의결

2011.3.10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2011.3.11

본회의 통과

완전 이관하는 중재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위원들과 정부 측이 동의하여서 경제사업주체에
관한 내용이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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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여  ‘자본지원계획서를 국회 농식품위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로 수정하는데

개 경제자회사를 묶어 경제지주를 설립하고 추후 5년 이내에 농협중앙회가 수행하던 경제사

합의하였다. 다만 여기서 심의는 의결권이 수반되지 않는 개념인 것을 분명히 하였다.

업을 경제지주로 이관하기로 하였다. 농협금융지주는 농협은행을 비롯하여 농협생명보험, 농

다음에는 농협중앙회 자본금 배분 문제에 대한 심의가 다시 이루어졌다. 위원들은 ‘경제사

협손해보험, NH카드, NH투자증권, NH캐피탈 등을 관할하는 조직으로 개편하였다.

업부문에 적정수준의 자본을 우선 배분한다.’라는 조항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배분 내용을 담

아울러 상호금융 지원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호금융대표이사 체제를 도입하고 자회사

을 것을 요구하였다. 위원들은  ‘적정 수준’ 대신 ‘상당부분’, ‘경제사업부문 활성화에 지장이 없

로부터 배당 및 명칭사용료를 수취하여 회원 지원 등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농협중앙

는 수준의 자본 배분’, ‘경제사업부문에 더 많은 수준의 자본을 배분하여야 한다.’ 등 다양한 의

회가 농협 명칭을 사용하는 자회사(농협은행 등)에 대하여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2.5%내에

견을 제시하였다. 김효석 의원은 조문 내용도 중요하지만 경제사업부문에 얼마 이상을 배분할

서 명칭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것인지를 국회에서 정하여 주어야 한다고 하고, 농협 보유자본금의 30% 이상을 우선 배분하
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자 농협중앙회 전무 이사가 이를 수용할 의사를 밝혀 농협 보유 자본금

사업구조개편 전ㆍ후 조직체계

의 30% 이상을 경제사업부문에 배분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다. 이로써 그동안 핵심 쟁점으

현행

개편 후

회원조합

회원조합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로 남아있던 사항이 모두 합의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후 ‘농산물판매활성화평가협의회’를 ‘농협경제사업평가협의회’로 수정하는 건, 자회사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농협중앙회가 갖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국회가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농협법 시행일을 법을 공포한 날로 변경, 조합장 동시 선거일 조정 등에 대하
여 의결하고 소위원회를 마쳤다.

교육지원

경제사업

신용사업

이튿날인 2011년 3월 4일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가결을 위한 법안심사소위가 열려 만장
일치로 동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그리고 같은 날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농협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이어서 농협법 개정안은 2011년 3월 10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011년 3
월 11일 본회의에서 찬성 210표, 반대 13표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출자

출자

농협경제지주회사
•NH개발
•농협자산관리
• 농협정보
시스템
• 농협
경제연구소

•농협유통
•남해화학
•농협물류
•NH무역 등
•농협사료
•농협목우촌

•NH투자증권
• NH-CA
캐피탈
•NH투자선물
•NH캐피탈

•농협유통
•남해화학
•농협물류 등
• 농협식품 등
신설 자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사료
•농협목우촌
•신설 자회사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 NH투자증권
등

제3절   사업구조 개편 농협법 개정 주요 내용
1. 농협중앙회 사업분리

2. 경제사업 활성화

개정 농협법의 핵심 내용은 농업경제, 축산경제, 신용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던 기존 농협중앙

농축산물 및 그 가공품의 판매, 가공, 유통을 농협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우선적인

회를 2012년 3월 2일부터 1농협중앙회-2지주회사(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체

사업 목표로 규정하고, 조합에 대하여 농산물 판매활성화 의무를 부과하였다.

제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농협경제지주회사는 농업경제사업과 축산경제사업 및 그 부대사업

농협중앙회와 경제지주회사는 조합으로부터 수집 또는 판매위탁을 받은 농축산물을 원활

을 분리하여 설립하며 사업수행을 통하여 농업인과 조합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농업인과 조

하게 판매하기 위하여 전문 판매조직 및 시설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조합원의 소득안정을

합의 이익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다만 일시에 사업을 이관하기가 어려워 2012년에는 기존 13

위하여 계약재배 등 농축산물 수급조절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다. 경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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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구조 개편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농협경제지주회사로의 이관 절차와 시한도 명시하여 법

회의 사업자금 대출 등 농업금융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또한 농업인의 농축산물 생산·유통·

시행 후 3년 이내에 판매·유통 관련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로 이관하고, 경제사업활성화

판매 자금 및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 자금을 우선 지원하거나, 우대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 농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법 시행 후 5년 이내에 여타 경제사업을 경제지주로 이관하도록 하였다.

업협동조합의 은행임을 분명히 하였다.

경제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본은 농협중앙회 보유 자본에서 우선 배분하도록 하여 농협중앙

다음으로 농협중앙회는 기존에 수행하던 공제사업을 분리하여 보험회사로 전환하여 농협

회는 법 통과 이후 자산실사를 하여 확정된 자본금의 30%이상을 경제부문에 우선 배분하기

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을 설립하도록 하였고 보험전환에 따른 혼란이나 불편이 최소화될

로 국회 통과시 합의하였다.

수 있도록 경과조치 및 특례 규정을 마련하였다. 조합과 농협은행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또한 농협법 개정 취지에 맞게 세부 실행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에 농

등록된 것으로 간주하였다. 조합이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을 위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협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추진 의무를 부과하였다. 이를 위하여 농협중앙회는 전문기관

대리하는 경우에는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설립 후 5년까지 방카슈랑스 규정(보험업

연구와 정부, 농협, 농업인단체, 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구성된 ‘경제사업활성화 위원회’ 의견

법 91조 2항, 3항 및 100조1항4호)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으나 자산 2조 원 이상 조합에 대하

을 들어 조합 및 농협중앙회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투자계획, 자회사 설립 및 지주회사로의 편

여 방카슈랑스 규정 중 25% 룰을 5년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입방안 등을 내용으로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였다.
조합에 대하여 농산물 판매를 위하여 농협중앙회 및 타 조합과의 공동사업, 거래처 확보 등

4. 정부 지원

을 적극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농협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회사에 판매위탁을 요청할 수 있도
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농협중앙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역농업의 판매위탁 요청을 거

사업구조 개편에 대한 정부지원 관련 규정도 마련하였다. 개정 농협법 공포 후 정부는 지체

부할 수 없으며, 다른 조합 및 농협중앙회와의 공동사업, 계약재배 및 판매사업 실적에 따라 지

없이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에 필요한 자본지원 계획서를 마

역조합에게 자금지원 등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련하고 2012년 예산안 국회 제출 전에 상임위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도록 하였다. 정부지원방

아울러 경제사업 추진실적 점검 등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정부가 농협중앙회 판매사업
을 평가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부에 농업인단체 대표, 유통 전문가, 농협중앙회 임직원, 일

식(농협중앙회 혹은 금융지주)과 규모는 추후에 상정하되, 정부가 자본 지원 시에도 농협중앙
회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하였다.

선 조합장 등으로 구성된 ‘농협 경제사업 평가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다. 협의회가

농협법 국회통과시 과세특례에 대한 합의에 따라 농협법 법조문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조

농협중앙회의 판매활성화 사업을 평가하여 경영지도, 자료 제출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세특례법의 일부를 개정하였다. 사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세금(법인 등록

있도록 하였다. 농협중앙회 이사회가 농업경제대표·축산경제대표 성과평가 시 농림수산식품

세, 신설 법인 재산 취득으로 인한 취·등록세 등 농협중앙회 추산 8,000억 원)은 면제하고, 사

부의 평가 및 점검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였다.

업 분리 이후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현재 농협중앙회
가 부담하는 수준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하였다.

3. 금융사업 경쟁력 제고
5. 조합 선거제도 개선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에 따라 신용사업, 공제사업 등을 분리하여 금융사업의 총괄 조직으
로서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도록 규정하였다. 금융지주 산하에 은행, 보험사 및 기존 신

조합마다 각기 다른 일선 농축협 조합장 선거를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여 부정·

용자회사를 편입하여 종합금융그룹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단계별 경쟁력 강화 및 은행·비은

혼탁 선거를 미연에 방지하고 선거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였다. 2015년 3월 두 번째 수요일

행의 균형성장을 통하여 전문성, 경쟁력 있는 협동조합 금융그룹으로의 성장을 기대하고 추진

(2015.3.11)에 전국 동시 선거를 실시하고 이를 위하여 2009년 3월 22일부터 2013년 3월 21일

한 것이다. 농협은행은 일반 은행업무 외 농업인 및 조합에 대한 자금 대출, 조합 및 농협중앙

까지의 기간 동안 임기가 개시되는 조합장의 임기는 2015년 3월 20일까지로 조정하기로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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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개혁의 ‛3, 3, 4 전략’

곱셈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만큼 앞으로 진행될 농협의

실감할 수 없다면, 그간의 제도적 정비의 성과도 빛을 바래

경제사업 활성화, 즉 농산물의 판매·유통 기능의 활성화

전체적인 성과가‘0’에 가깝게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다.

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만약 기대와 다르게 경제사업의 활
성화가 제대로 실천되지 않아 그 효과를 현장 농민들이 거의
2011년 3월 5일 경기도 과천에 있는 중앙공무원교육원

- 김정욱(농수산식품비서관실 행정관)

선 조합, 농민단체, 학계 등 관계 전문가, 정치권 등의 상호

에서 열린 중앙부처 주무과장 대상 국가전략세미나에 참

간에 의견 차이가 클 수 밖에 없었다. 가장 큰 이해당사자

석하였던 남태헌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장

인 농협은 개혁 추진 과정에서 탄탄한 전국 조직을 이용하

은 강연 중이던 이명박 대통령이 갑자기 자신의 이름을 부

여 반대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였다.

다. 임기 조정으로 임기가 단축된 경우에는 연임제한 횟수(2회)에 미반영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여건은 이명박정부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

공정선거 풍토 정착 및 비리 근절을 위하여 조합의 경비로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이날은 2단계 농협개혁의 목표인 농협중앙회의 신용사

데, 농협개혁이 필요하다는 총론에 대하여 누구도 반대하

에는 조합의 명의로 하고,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도록 하였다.  조합장을 대의원 간선제로 선

업과 경제사업의 분리(이른바 신·경분리)를 내용으로 하

지 않으면서도 막상 각론에 들어가서는 이러저러한 반대

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상임위를 통과한 바로

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다음 날이었다.

등장한 것이‘3, 3, 4 전략’이다.

르자 일순 긴장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농협개혁 작업을 맡고 있던 남 과장을

이명박정부 초기 농수산식품비서관을 지낸 민승규 전

직접 거명하고 앞으로도 소신 있게 일하라고 격려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은 이렇게 설명한다. “이전 정부

남 과장은 “예기치 못한 대통령의 거명에 당황스러웠지만,

처럼 원하는 바를 일시에 100% 얻으려 한다면 이해관계

큰 영광이었다”며, 그 때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청계천

자들 간에 따라 입장차가 너무 커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

복원과 고가도로 제거 과정의 어려움을 예를 들며 개혁과

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3, 3, 4 전략’이다. 최종

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 공무원들이 크고 작은 어려움을 이

목표를 10이라고 한다면 3, 3, 4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접

겨내고 열심히 일을 하여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하면서 농

근하기로 한 것이다.

협개혁에 힘쓴 자신과 농림수산식품부를 격려하였다고
회상한다.

처음 ‘3’은 농협중앙회장 간선제 등 지배구조 개선, 다음

마지막 ‘4’는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이다. 정책의제를 쪼

29일에 열린 농협법 공포안 서명식과 다음 달 4일에 진행

개고 순차적으로 접근하고 나니 이견이 확산되지 않았고

된 제62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등에서도 잇달았다. “이번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기에 훨씬 용이하게 된 듯하다.” 앞

농협개혁은 우리 농업사에 큰 획을 긋는 일”이라며 “농민을

의 둘은 두 차례에 걸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결실을

위한 법이 제 모습을 갖추었다”고 의미를 부여하였다.

봤고, 세 번째는 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이라는 그릇에 내

‘신·경 분리’는 농업계의 오래된 숙원사업이었기 때문

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하였다.

제4절   법 개정 이후 사업 분리 실행과정
농협법개정법률안이 2011년 3월 11일에 본회의를 통과된 이후 정부는 동법률안을 3월 31
일자로 공포하였다. 정부의 자본금 지원은 수없이 많은 논의를 거친 가운데 2011년 정기국회
에서 2012년 예산안에 포함하여 처리되었다.

‘3’은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 즉 사업구조 개편,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농협개혁 작업에 대한 찬사는 같은 달

대통령이 이처럼 큰 의미를 부여한 것은 농업중앙회의

출하는 경우와 품목조합의 경우에도 조합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시·군 선거

용물을 채우는 작업으로 현재 진행형이다.
그는 또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12월 8일 가락시장을

농협을 개혁하려는 시도는 17년 전인 1994년부터 시작되었지만
기득권을 지키려는 반발과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늘 발목을 잡아 왔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지난 3월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우리 농업사에 큰 획을 긋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개정된 농협법에 따라 내년 3월까지 농협의 사업구조와 조직을 선진화하는 후속 조치가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선진일류농협의 탄생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방문하여 농협이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

농협과 농민단체, 정치권 등 여러 주체가 앞으로도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가 1994년 김영삼정부에서

판하고 농협개혁을 강조한 것도 주효하였다고 말한다. 대

17년 만에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룬 역사적 성과인 만큼 대승적인 자세로 함께 노력하여 나갑시다.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과제로 채택된 이후 17년간

통령의 강력한 의지 표명은 이해관계자들에게 이 사안이

지속적으로 시도되었음에도 매듭되지 못한 것은 무엇 때

로비나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메시지로서 충분

문이었을까? 이명박 대통령이 지적하였듯이 기득권을 지

하였다는 것이다.

이다.

키려는 반발과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늘 발목을 잡아왔기

그는 농협개혁의 기대효과에 대하여 ‘(3+3)×4’이라는

때문이다. 개혁 방안이나 속도 등을 놓고 농협중앙회, 일

수식을 들어 설명한다. 경제사업 활성화에 해당하는 ‘4’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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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농협중앙회 사업분리 일정이 진행되어 종합농협체제로 출범한 지 거의 51년만인

2. 부족자본 정부 지원계획 수립

2012년 3월 2일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의 3개 법인으로 분리되어
역사적인 출범식을 갖게 되었다. 그후 정부지원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농림

(1) 정부안 수립

수산식품부-농협 간 사업구조개편 이행약정서를 체결하고 농협중앙회가 발행한 농업금융채

기존 농협중앙회를 1중앙회-2지주회사(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

권의 이자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게 되었다. 아울러 이행약정서에 따라 농협은 사업구조개편

환(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별도 설립)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는 정부에 총 6

세부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2012.9.10)하였다. 정부는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계획

조 원의 부족자본금 지원을 요청(2011.7.29)하였다. 필요자본금 27조 4,200억 원(경제 6조

이 사업구조개편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한 후 최종 확정하였다(2012.9.18). 특히 경제사

1,300억 원, 농협중앙회 5조 5,600억 원, 신용 15조 7,300억 원) 중 보유자본금 15조 1,600억

업활성화 세부 추진계획은 농협경제사업평가협의회(위원장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와 실

원을 차감하면 부족자본금은 12조 2,600억 원이었다. 부족자본금 중 6조 2,600억 원은 농협

무협의회(위원장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확정된 것이다.

이 자체조달하고 6조 원을 정부가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특히 경제사업은 전문기관의 연구를 거쳐 경제사업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

1. 사업구조개편 지원본부 및 관계부처 협의체 구성·운영

다는 개정농협법(부칙 제5조)에 따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및 농업관련 7개 전문기관의 연구
용역을 거쳐 경제사업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조합은 농가조직화 등 산

2012년 3월 2일로 예정된 사업분리의 원활한 실행을 위하여 자산실사 등 체계적인 준비 작

지장악력이 미흡하고, 영세한 개별조합단위로 사업을 추진하여왔기 때문에 시장 대응능력이

업이 필요하였다. 이에 정부는 2011년 3월 농림수산식품부 내 사업구조개편 지원본부를 설

부족하였다. 농협중앙회는 판매농협 연합체로서 거래 교섭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하나로클

치하여 사업구조개편 후속조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부족자본금 지원 등을 논의하기 위

럽 등 시장견제력에 의존하는 사업 위주로만 사업을 수행하여 왔다고 진단하고 산지조합 농

하여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금융위원회로 구성된 관계기관 협의체를 운영하였다.

축산물 출하물량 50% 이상을 농협중앙회가 직접 책임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였다.

구체적인 후속조치들은 첫째,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개정 및 농협중앙회의 정관을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전략으로 ① 조합·농협중앙회 공동투자를 통한 산지유통 규모화·

변경하는 것이었다. 둘째, 자산실사,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수립 등 사업구조개편 관련 사항

전문화 ②산지-소비자간 통합 네트워크 구축으로 농·축산물 유통을 계열화 ③ 지속성장 가

을 협의하는 것이었다. 셋째, 부족 자본에 대한 정부지원 방안 마련하고 조세 및 보험 특례 관

능한 자립경영시스템 확립 등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계획을 원활히 추진하기

련 법률 개정하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는 농업인 등을 상대로 개정된 농협법을 홍보하는 일

위하여 경제부문에 6조 1,300억 원의 자본금이 필요하고 이 자본금을 바탕으로 5조 4,200억

이 있었다.

원의 신규투자를 시행하여 유통·판매 인프라 및 농자재·사료 등의 공급시설 등을 늘려나가

농림수산식품부 내 사업구조개편 지원본부는 제1차관을 본부장으로 하고 부본부장은 기

겠다고 하였다.

획조정실장이, 추진반장은 농업정책국장이 맡았다. 작업반은 3개반(총괄·제도반, 경제사업

농협중앙회의 자본금 지원 요청 이후, 농림수산식품부는 기재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협

활성화반, 홍보반)으로 이루어졌는데 각 품목국 사업담당자가 참여하여 식량, 원예, 축산 등

의을 진행하였다. 정부지원 규모 및 조건 등 협의를 위하여 수차례 관계부처 협의회를 개최하

각 부문별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자문을 담당하였다. 운영기간은 2011년 3월 24일

였으며 10차례가 넘는 실무 협의를 추진하였다. 관계부처 협의 결과 정부는 4조 원을 지원하

부터 2012년 3월 2일까지로 하였다. 관계부처 협의체는 사업구조 개편 관련 정부의 지원 사

기로 하였고 2012년 예산안에 필요재원을 반영하였다. 이차보전 방식으로 3조 원, 한국정책

항을 전반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관련 부처의 국·과장이 협의회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기

금융공사의 유가증권 현물출자 방식으로 1조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획재정부에서는 경제예산심의관, 조세정책관, 농림수산예산과장, 법인세 과장 등이 포함되

정부는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가능한 최대의 지원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사업구조개

고,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서비스국장, 은행과장, 보험과장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기획조

편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데에 적절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였다. 정부의 부문별 자본배분 안

정실장(협의회장), 농업정책국장, 농업금융정책과장이 참여하도록 하였다.

은 경제부문 4조 9,500억 원, 농협중앙회(조합상호지원자금) 3조 9,400억 원, 교육지원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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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억 원, 신용부문 15조 3,400억 원이었다.

농금채 발행으로 3조 원을 조달, 이자차액을 정부가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때 이차보전 기준

경제부문에서는 농협이 요구한 신규투자 내역 중 불요불급한 투자계획을 조정(5조 4,200

금리는 5%를 적용하고 이에 대한 예산으로 2012년 예산안에 1,500억 원이 반영되었다. 하지

억 원→3조 5,900억 원)하여 경제부문의 필요자본을 산정하였다. 사업구조개편의 주목적인

만 1조 원의 한국정책금융공사 유가증권 현물출자에 대하여 그 구체적 조건을 추후 기재부,

판매 활성화 관련 부문(청과 도매물류센터, 축산물 종합물류센터 등)은 농협의 투자계획을

금융위, 농협과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이었다. 지원기간 또한 농협중앙회의 향후 경영 상태 및

전액 반영하였지만(15개 분야 33개 사업, 3조 5,899억 원), 농산물 판매와 직접적 관련이 없거

자구노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구조개편 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즉 농협

나 투자 타당성이 없는 신규 투자는 삭감(6개 사업, 4,730억 원)되었다. 조합 등 기타 농업기

의 자생력,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협의 경영개선과 연계 지원하기로 하였다.

관과 경합・중복되는 신규투자는 삭감(2개 사업, 2,871억 원)되었다. 직거래 중심 농산물 판

결국 농협이 정부에 부족자본 6조 원을 출연 또는 출연에 준하는 출자방식으로 지원하여

매활성화 방향에 맞지 않는 신규투자는 조정되었고 정부의 기존 정책 사업으로 지원이 가능

줄 것을 요청(2011.7.29)한 것에 대하여 정부는 부족자본 중 4조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한 사업, 기존 농협 시설 및 인프라 활용이 가능한 사업도 감액되었다. 교육지원부문에서는

부족자본 정부지원계획서를 국회 농식품위에 보고하였다(2011.9.21). 지원방식은 이차보전

사업구조개편 후 익년 결산 후 배당하는 회계원칙에 따라 2014년부터 금융지주가 농협중앙

(3조 원)과 유가증권 현물출자(1조 원) 방식이었다. 또한 지원기간, 조건 등 세부내용에 대하

회로 배당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여 추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이는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의 난항을 예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시적 적자를 모두 해소하기 위하여 농협은 7,500억 원의 완충성 자

상하는 것이었다.

본을 요청하였지만, 2014년부터 배당수익이 안정적으로 발생하므로 일시적 적자의 해소와

한편 제도개선 측면의 농협법 개정 후속조치로 2011년 내로 개정이 되어야 할 ‘조세특례제

농협중앙회의 원활한 조합지원 기능, 배당금 지급 등을 고려하여 완충성 자본 3,200억 원만

한법’, ‘보험업법 시행령’ 을 위한 관계부처(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협의가 계속되었다. 농협

인정(4,300억 원 감액)하기로 하였다. 신용부문에서는 은행의 경우 국내은행 평균 기본자본

의 요청을 대부분 수용한 세법 개정안이 2011년 9월 8일～9월 20일 입법 예고되었다. 입법 예

비율(Tier1)인 11.59%(2011년 6월 기준) 및 은행법 감독규정상 경영지도 기준(4%)을 고려

고 결과 등을 반영한 세법 개정안이 9월 말 국회에 제출되었다.

하여 농협 요구안(기본자본비율 11%)을 인정하였다.
보험의 경우 재무건정성 기준, 업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여력비율 조정(생보
250%→230%, 손보 350%→300%)하였다. 지원방식은 농협이 상호금융특별회계 차입 또는

(2) 국회 확정
최종적으로 부족자본 정부지원액은 2012년 예산의 국회 의결과정에서 그 규모가 확대되었
다. 이차보전 3조 원, 현물출자 1조 원이었던 정부의 지원규모가 국회 논의과정에서 이차보

(단위: 조 원)

부족 자본 지원규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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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요구안

농림수산식품부 검토안

전 3조 원, 현물출자 2조 원로 지원규모가 1조 원 증액된 것이다. 농협개혁의 주목적이 경제

정부안

사업활성화인데 농협에서 제시한 경제사업 신규투자를 삭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

경제부문

6.13

5.51

4.95

였다. 자본금 지원확대에 대한 농협의 끊임없는 요구도 국회가 증액을 결정하는 큰 요인이 되

중앙회

3.9

3.94

3.94

었다.

교육지원

1.62

0.87

1.19

신용부문

15.73

15.73

15.34

필요자본

27.42

26.05

25.42

보유자본

15.16

15.16

15.16

하여 발행하는 3조 원의 농금채를 연기금 등에서 전액 인수하며, 농협중앙회의 차입금(농

부족자본

12.26

10.89

10.26

금채) 3조 원에 대한 이자차액을 5년간 정부 재정에서 지원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2012년 2

자체조달

6.26

6.26

6.26

월 말까지 국회에서 적극 노력하여 여야 합의로 신용과 경제사업의 분리를 1년 이상 유예하

정부지원

6.00

4.63

4.00

선진화 개혁

국회는 이러한 내용을 국회 부대의견에 명시하였다. 즉 정부는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지원을 위하여 2012년도에 2조 원을 유통화가 가능한 현물로 출자하고, 농협 구조개편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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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농협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2012년도 예산에 계상된 농협 사업구조 개편 지원사업 예산
1,500억 원은 불용 처리하기로 하였다.
정부의 지원방법은 실행방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조금의 변화가 있었다. 정부지
원규모(이차보전 3, 현물출자2)는 이차보전 4조 원, 현물출자 1조 원으로 바뀌었다. 원활한
사업구조 개편을 위하여 부족자본 5조 원을 5년간 지원하고 세제감면(약 9,394억 원)을 추진
하기로 하였다. 정부지원 5조 원 중 4조 원은 농업금융채권 발행(2012.2.24)에 대한 이차보전
형식으로 지원된다. 현물출자 (1조 원)는 정책금융공사가 보유 중인 산은지주주식(5,000억
원), 도로공사주식(5,000억 원)을 금융지주에 출자하는 방식이다. 산은지주주식은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하였기 때문에 국회 동의(기재위 소관) 후 출자하기로 하였다. 도로공사 주식은
농협-정책금융공사 간 세부 출자조건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이행약정서 주요 내용
1. 정부지원 기간 및 규모
5년간 농협중앙회가 4조 원의 자본조달을 위하여 발행하는 농업금융채권의 실제 이자비용을 1조 원(4조×5%×5
년) 범위내에서 지원

2. 중앙회의 이행 의무사항(사업구조개편 이행계획)
1) 아래의 사업구조개편 이행계획에 대하여 농협중앙회 스스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약정체결 3월내에 농림
수산식품부에 제출
① 독립사업부제 강화(부문별 책임경영체제 확립)
    - 각 사업부문별 소이사회 철저 운영(투자의사결정 등)
- 각 사업부문별 인력ㆍ예산 등 분리 운영(회계제도 개선, 사업부문별 구분채용 등 직원 인사관리 구분운용,
투자적정성 심의 등)
② 경영 효율화 계획의 연차적 추진
- 임원 경영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개선계획 수립 추진
- 사업구조 개편의 목적 및 경제사업활성화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직ㆍ인력 운용 효율화계획 수립 추진

5조 원(정부지원) = 26.42(필요자본) - 15.16(보유자본) - 6.26(중앙회 자체조달)
26.42조 원(필요자본) = 5.95(경제) + 3.94(조합상호지원자금) + 1.19(교육지원) + 15.34(신용)

-  기능 중복, 농협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 또는 자회사 매각ㆍ통폐합 계획 수립 추진
③ 자체 자본 확충방안 마련 및 단계적 추진(향후 5년 동안 추가 출자 계획 등 정부 지원 종료 후 경영안정화 계
획, 기업공개  등을 포함한 자본확충방안 포함)
④ 조합지원사업 개선 및 추진
- 조합상호지원자금의 경제사업 활용 및 경제지주로 자본 이관 등 개선계획 수립 추진

3. 사업구조개편 세부 이행계획 수립

- 교육지원 사업비 집행체계 개선(자금지원 심의회 개선 등)
⑤ 조합 출하물량의 50% 이상 책임판매 등 경제사업 활성화 역점 추진(투자, 이관 계획 포함)
2) 농림수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계획에 대하여 사업구조개편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최

정부는 농협 사업구조개편의 사후관리와 보조금(농업금융채권 이자비용 8,000억 원) 집행

종 확정

관리를 위하여 농협-농림수산식품부 간 이행약정서를 체결(2012.5.29)하였다. 체결과정에서
농협노조 측에서 자율성 침해라고 반발하여 파업으로 치닫는 상황도 전개되었지만 최종적으
로 큰 무리 없이 약정서 체결은 마무리되었다. 이후 정부는 1/4분기 농업금융채권 이자비용

3. 이행상황 보고 및 점검
농협중앙회는 매 분기별로 추진실적, 자체평가 등이 포함된 이행상황보고서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경제사업활성화 추진상황은 농협경제사업평가협의회를 통하여 이행상황 점검ㆍ평가

402억 원을 농협중앙회에 지원(2012.6.1)하였다.
사업구조개편 이행약정서는 농협중앙회는 다섯 가지 사항(①각 부문별 독립사업부제 강
화, ②농협경영 효율화, ③자체자본 확충, ④조합지원사업 개선, ⑤농협중앙회가 조합 출하

4. 사업구조개편 이행계획 불이행시 조치사항
농협중앙회가 사업구조개편 이행계획을 충실히 추진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될 경우 자료제출 요구 및 경영지도, 검사
및 시정명령, 정부지원 감액 등 조치 요구 가능

물량의 50%이상 책임판매 등 경제사업활성화 역점 추진)에 대하여 스스로 세부계획을 수립
하여 이행하고, 정부는 지원규모·기간을 약속하는 한편 농협의 계획 이행여부 점검하는 것
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약정서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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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구조개편 세부 이행계획
1. 경영 효율화
1) 임원 경영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개선
- 임원 성과급 지급 차등폭 확대(기본급의 △20~60% → △30~80%) 및 중앙회장 성과급 폐지(2012)
- 농축경대표 성과평가시 판매활성화 평가항목 신설(2012) 등
2) 조직ㆍ인력 운용 효율화

약정서가 체결된 이후 농협은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에 제
출하였다(9.10). 농림수산식품부는 농협이 제출한 계획이 부문별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와
판매농협 구현이라는 사업구조개편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상호금융 발전계
획, 무이자자금 지원체계 개선 등 세부적인 실천계획이 마련되지 못한 과제도 일부 있었지만,
추후 보완하기로 하고 농협 사업구조개편 세부 이행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다(2012.9.18). 아

- (교육지원) 농정기능 강화 및 조직 슬림화 지속 추진, 조합 지원기능 강화위한 지역조직 재편(2013)

울러 사업구조개편 세부계획의 철저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농협과 농림수산식품부가 합

- (경제) 자회사 설립 T/F 설치(2013) 등 경제사업 이관 철저, 마케팅 조직으로 재편 지속 추진

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분기별로 이행실적을 점검하기로 하였다.

- (상호금융) 상호금융 발전계획 수립 추진(2013)
- (농업금융) 지주체제 안착(2012) → 수도권 채널확대, 농업ㆍ공공금융 조직 강화, 해외 진출 등 전문성ㆍ효율
성 제고 지속 추진(2013~)
3) 부문별 전문가 양성 시스템 구축(2013~)을 통한 역량 중심의 인재육성 추진 및 협동조합 이념 및
가치 교육시스템 구축(2013~)
4) 중앙회 소매사업 및 유통자회사 통합 추진 : 중앙회 소매 사업부문 자회사화(2013) →
기존 4개 유통자회사와 통합(2014~2015)

한편 경제사업활성화는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이행약정서와는 별도 농협경제사업평가협
의회의 자문을 통하여 최종 확정되었다. 특히 국회에서 증액된 자본금 1조 원을 경제부문에
배분하기로 하여 1조 원에 대한 신규투자계획을 새로 수립할 필요가 있었다. 기존에 농협중
앙회가 정부에 제출(2011.7.28)한 경제사업 투자계획 중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은 다시 검토
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농협경제사업평가협의회(2012.4.27, 7.6) 및 실무협의회(2012.4.27,
6.1), 농어민신문사 주관 토론회(2012.5.30), 농협경제연구소 주관 심포지엄(2012.6.12) 등을

2. 자체자본 확충
1) 이익잉여금 적립과 조합 출자를 통하여 2017년까지 4조 원 자본 확충

통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사업계획을 보완하였다.
이렇게 확정된 경제사업활성화 계획은 2020년까지 농협중앙회가 조합 출하물량의 51% 이

3. 조합지원사업 개선

상(원예 39%, 양곡 59%, 축산 64%)을 적정가격에 책임판매하고 농자재 등을 안정적으로

1) 자금지원심의회에 외부인사 포함, 지원내역 공개 등을 통한 자금 지원 투명성 제고(2012)

공급하여 농업인은 생산에 전념하고, 판매는 농협이 전담하는 구조 정착을 목표로 하였다.

2) 판매활성화사업 지원규모 확대(2012) : 2.39조 원 → 2.9조 원(0.51조 원 증가)
3) 경제사업 활성화에 부합되도록 자금 지원체계 개선 추진(2013~)
- 경제사업 관련자금은 경제부문에서 별도 운용, 사업실적과 연계한 자금지원, 중복지원 방지, 종합지원방식 도
입, 경제사업 지원규모 확대, 사후관리 강화 등
4) 경제사업 이관 완료 후 조합상호지원자금의 경제지주 이관방안 마련 추진(2017)

4. 독립사업부제 강화
1) 사업부문별 인력ㆍ예산 등 분리 운영
- 부문별 구분채용 등을 위한 인사규정 개정 및 부문별 회계  분리 및 별도 자본 배분(2012)
- 예산 편성 권한 분리 : (분리전)교육지원에서 편성ㆍ통제  →
  (2012)부문별로 편성권한 이관(유보예산 제외) → (2013~)유보예산 권한 이관

이를 위하여 단계적으로(2017년 2월까지) 농협중앙회 경제사업을 경제지주로 이관하여 농산
물 전문판매조직으로 개편하고, 경제사업에 충분한 자본금(2,700억 원→5조 9,500억 원) 배
정하여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만들고, 자본금을 바탕으로 2020년까지 4조 9,600억 원(36개
사업)을 신규투자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2012년 3월 기존 경제자회사(13개)를 묶어 경제지주를 설립하고, 나머지 농협
중앙회 경제사업은 5년 내 지주로 이관하도록 이관계획을 정관에 명시하였다. 2015년까지
판매·유통관련 사업을 이관(2013년 공판·소매·식품·안심축산, 2014년 청과도매, 2015년
양곡·축산공판)하고 2017년까지 자재 및 조합 지원업무의 이관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사업
이관 완료 전(前) 농협중앙회 내 경제부문은 품목별 판매조직체제로 재편하고, 독립사업부제

5. 사업부문별 소이사회 철저 운영
- 농축경 소이사회 기능 강화(2012) : 고정투자 의결범위 확대(500억 원 → 700억 원), 조직개편ㆍ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등 의결항목 추가
- 경제사업 이관에 대비한 소이사회 기능전환 계획 마련(2015)

(인사·조직·예산 등 독립)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신규투자는 판매활성화에 역점을 두었으며 자립 경영위하여 수익성도 충분히 검토하여 낭
비 없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다. 분야별로 ① 원예조합공동사업법인
지분투자 등 산지유통 기반 구축 4,447억 원(총 투자액 대비 9%), ② 농자재센터·종돈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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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지원 6,636억 원(13.4%), ③ 청과도매물류센터·축산

경제사업 추진 및 점검·평가 체계

농림수산식품부
점검. 평가

농협경제사업평가협의회

투자계획 변경 승인

• 판매목표 달성여부
• 투자금액 조정
• 신규투자 추진실적
• 신규사업 추진 승인
• 조직혁신 여부
• 경영진단, 개선사항 도출

피드백
• 각 대표이사 성과 평가
반영
• 경영지도(시정조치,
대책 마련지시 등)

자문 역할
•판매활성화 점검, 평가
사항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물종합물류센터·양곡유통센터 등 도매역량 및 수급조절 기능 강화 1조 7,541억 원(35.4%),
④ 쌀가공·가정편의식·육가공 등 국산농산물의 신수요 창출 및 부가가치 제고 7,474억 원
(15.1%), ⑤ 농·축산물 전문판매장 등 소비지 판매역량 강화 및 소비자 편익증진 1조 279억
원(20.7%), ⑥ 운영 효율화를 위한 IT 구축 3,215억 원(6.5%)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2012년 및 2013년에 1조 840억 원(2012년 4,035억 원, 2013년 6,805억 원)을 투자하여 수
도권청과도매물류센터 완공, 양곡유통센터 및 축산물종합물류센터 착공, 도축시설 확대(2
개소 확충, 1개소 증축) 등 판매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었다. 2014년 이후는 시장환경 및 정
책방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경제사업평가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

농협중앙회

여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식품, 소매 등은 민간업체와의 갈등이 없도록 기존사업을 내실

• 판매시설 확보(4조 9,600억 원 신규투자)
• 판매조직 마련 및 인력육성
• 조합과 수직 계열화 구축
• 경제지주 설립 및 사업이관

화하는 한편 가맹점 형태로 운영하고, 신규 사업 확대는 신중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편 경제사업활성화의 성공을 위하여 농협경제사업평가협의회(15명)를 통하여 추진실적
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작업을 하기로 하였다. 평가협의회는 농림수산식품부 1차

- 2020년까지 조합 출하물량 50% 이상 책임판매

관, 전문가 6명, 농업인단체 2명, 농협중앙회 임직원 및 조합장 5명, 소비자단체 1명으로 구성
하고 평가결과는 농협중앙회 대표이사의 성과평가 및 경영지도에 활용하기로 하였다.
법개정 이후의 개편내용 구체화 논의과정
일자
2011.3.28
2011.7.29
2011.9.21

2011.12.31

내용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지원 후속조치 추진계획
- 사업구조개편 지원본부 구성·운영, 정부 자본지원계획서 마련 등

제5절   새농협 출범

•농협중앙회 경제사업활성화계획 정부 제출
•부족자본 정부지원계획서 국회 농식품위 보고
- 정부 지원규모 확정 : 총 4조 원(이차보전 3조 원, 현물출자 1조 원)
•2012년 예산 국회 의결과정에서 지원규모 확대
- 이차보전 3조 원, 현물출자 2조 원
•정부지원 방안 수정

2012.2.15

- 이차보전 4조 원, 현물출자 1조 원

2012.2.24

- 농협 농금채 4조 원 발행 완료되었고, 현물출자 1조 원은 산은 주식 5천억 원,

농협중앙회는 서대문 본관 대강당에서 2012년 3월 2일 사업구조개편을 통하여 새로운 농협
체제의 출범을 알리는 ‘새농협 출범 기념식’을 갖고 1농협중앙회-2지주회사 체제로 탈바꿈하였
다.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이 각각 금융지주회사, 경제지주회사라는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되었
다. 농협중앙회는 두 지주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며예산과 자금의 통합지원, 관리를 맡았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농협중앙회장, 전국 조합

   도로공사주식 5,000억 원 출자하기로 결정

장, 소비자대표 등 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농협의 역사와 앞으로의 비전을 소개하는 영상물

2012.3.2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농협금융지주회사 출범

상영, 출범 및 비전 선포식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비전 선포식에서 농협은 경제사업활성화

2012.5.29

•농림수산식품부-농협간 사업구조개편 이행약정서 체결

2012.9.10

•농협 사업구조개편 세부 이행계획(경제사업활성화 세부 추진계획 포함) 정부 제출

2012.9.18

•사업구조개편 세부 이행계획(경제사업활성화 세부 추진계획 포함) 확정

를 통하여 농산물 유통 구조의 혁신을 이루고 2020년에는 농산물 산지유통의 62% 담당 등 총
사업량 44조 원에 당기순이익 2,300억 원을 달성하겠다고 목표를 밝혔다. 금융 부문은 2020년
까지 총자산 420조 원 규모로 키우겠다고 다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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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자리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농협개혁을 이루어낸 것을 치하하고, 앞으로 농협은

선진화 개혁 | 제5편 농협개혁

농업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것을 당부하였다.

사랑하는 농업인과 농협 임직원 여러분,

제4장

오늘부터 시행되는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에 농업인과 국민들은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여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글로벌 농협으로 도약하는 토대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계기로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혁신하여서 농업인들은 제 값을 받고, 소비자들은 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농산물 수급을 안정시켜, 서민들의 물가불안을 줄이는 데도 농협이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신용사업 분리를 통하여 농협금융지주는 국내 5대 금융지주회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경쟁력 있는 금융기관으로 성장하여,

농협개혁 평가와
향후 과제

농업발전은 물론, 우리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게 되기 바랍니다.
저는 농협이 오늘 새로운 출발을 계기로 ‘국민과 함께 가는 농협 선진화’를 이뤄내리라 믿습니다.
농협이 강하여지면 대한민국 농업이 더 강하여지고, 농협이 건강하여지면 우리 농업의 미래도 더 밝아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새 농협 출범을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새농협 출범식(2012.3.2)

제1절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에 대한 평가
농협개혁의 마지막 수순인 신·경분리가 가능하였던 것은 무엇보다 농업인의 강력한 농
협개혁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수많은 농업인단체가 주장하는 바는 서로 조금씩 달랐지만
신·경분리를 통한 경제사업활성화를 바라는 것은 다르지 않았다. 농협경제지주회사가 그
중심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농업인의 깊은 바람이 이번 법안 개정을 가능하게 한 핵심동력이
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국회가 농협법 개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농업인과 농업인단체,
협동조합 관계자, 그리고 전문가 등이 수없이 많은 해법을 제시하였는데 다양한 의견을 수렴
하여 경제사업활성화라는 명분 아래 절묘하게 정리되었다. 여야 합의로 역사적인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국회의 탁월한 중재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
의 차분하면서도 강력한 개혁의지가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하였다.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추
진 동력으로 작용하였으며 관련부처의 의견 차이를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정부가 신·경분리에 필요한 자본금 및 조세, 보험법상의 특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된 것이 신·경분리의 결정적인 동력이 아닐 수 없다.
이번 농협개혁은 주로 중앙회에 한정되는 것이지만 50년을 지속하여온 종합농협체제를 포
기하는 큰 과제였고, 앞으로 신·경분리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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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업무에 전념함으로써 협동조합 수익센터의 기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농협은 농협 간부를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농민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반면 농협개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에서는 충분한 준비와 세밀한 대비책이 없이 이

농협은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루어진 개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개혁의 필요성과 부분적인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이

이번에 농협이 농민을 위해서 일하는 방향으로

번 개혁이 정치적인 일정에 쫓기어 너무 성급하게 실시되었으며,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이 대

지금 큰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한나라당 서민행복추진본부 홍천 간담회(2009.9.11)

다수 이해관련자는 배척된 상태에서 밀실에서 진행되었고, 농민조합원에 대한 배려가 부족
한 사업구조 개편이 실시되었다고 한다. 정부가 경제사업 활성화를 통한 판매농협으로의 새
로운 전환이라는 목적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였는데 정부가 출자를 금융지주에 직접하는
것을 고집하는 등 감독·통제권에만 초점을 두려는 것은 농협법의 개정취지를 훼손시키는 것
이며,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은 높다. 변화된 농업여건과 금융시장에 대응하는 불가피한 선택이고 올바른 방향이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이를 부정하는 의견도 있다.
이번 농협개혁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관계전문가 등의 평가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다. 오

제2절   향후 전망과 기대

랜 논란의 화두였던 농협중앙회 신·경 분리 문제가 매듭을 지었다는 것, 그리고 사업구조의
전문화를 통한 새로운 도전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점들이 높게 평가된다. 농협중앙회의 사업

이번 신·경분리는 농협개혁의 완성이 아니라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신·경분리를 계기

구조 개편이 그동안 과잉 쟁점화 되었던 신·경 분리 문제를 매듭지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로 농협은 각 분야별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농업인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고 보는 시각이 있다. 이는 기존 농협 조직 및 사업체계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된 것으로 기존

야 할 것이다. 이렇게 경제사업이 활성화되고 금융부문 경쟁력이 강화되며 농협이 다각화됨

체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한다.

으로써 농업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조합이 원

사업구조 개편은 협동조합의 정체성 유지와 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함으로

하는 조합을 선택할 수 있고, 농협중앙회장 및 조합장 관련 선거방식을 개선하는 등 지배구

써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협동조합’이라는 농협의 새로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

조가 개선됨에 따라 지역조합 및 농협중앙회가 협동조합 운영원칙에 맞게 운영되어 농협중

가한다. 한국 농협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가하는 시각도 있는데 그 근거는 숙원이었

앙회 신·경분리 효과와 상승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분야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던 판매농협 구현을 통한 경제사업 활성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경제사

첫째, 경제사업 부문은 그동안 농업인이 열망하였던 판매·유통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것으

업의 개편방향을 ‘중앙회의 직접 투자와 유통 참여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시장에서 경쟁력을

로 기대된다. 농협중앙회가 조합 출하물량의 50%이상을 적정가격에 책임판매하여 줌으로써

강화’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경제사업부문을 시장지향조직인 지주회사체제로 개편한 것은 올

농업인은 판로 걱정 없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부문에 별도 자본금이 배분되

바른 선택이었다고 보는 것이다. 사업구조개편 이후 농협의 경제사업은 중앙회가 조합과 사업

었기 때문에 투자가 촉진되고, 경제사업의 핵심주체로 경제지주를 육성함에 따라 경영의 효

리스크를 분담하면서 충분한 자본과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거래관계를 바탕으로 전국단위의

율성과 생산성을 높아질 것이다. 농협 본연의 역할인 경제사업 물량은 증가하고, 보다 시장

농협유통경로를 구축함으로써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모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중심적인 사업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다. 경제 사업의 대한 필요 자본금 확충은 경제사업 활성

한편 신용사업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신용사

화 특히 농축산물 판매기능 확대와 축산 부문의 경우 축종별 계열화 사업 추진으로 협동조합

업의 개편 방향을 ‘경쟁 금융기관과 동일한 조직 및 사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형 유통 중심의 패커 추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경제사업 자본금 마련으로 이전처럼 소

경쟁 금융기관과 같은 금융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여 인사 및 경영의 전문화를 도모하는 것은

극적인 경제사업은 하지 않을 것이다. 조합공동사업법인 육성, 경제지주회사 간의 협력 등 조

옳은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신설된 금융지주는 보다 강화된 전문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금

합과 농협중앙회 경제사업의 연계가 강화되면 판매농협이 구현될 것이다. 농협구성원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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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제사업 활성화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효과

셋째, 농협조직이 다각화됨으로써 국민경제에 더 한층 다가가는 계기가 되어 농협의 존재
가치 및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 보험, 증권, 유통, 생산

현행

등 사업다양화로 토탈 경제조직으로 탈바꿈될 것이다. 농업인 조합원의 농산물 판매가는 올
라가고 농자재 구입비용은 절감되어 농업인 소득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경제사업

농가
소매시장

농가

판매상

농가

중도매인

도매시장

조합
(1,166)

활성화 계획이 농산물 유통구조 효율화에 중점을 두는 만큼, 유통단계 감소와 직거래 활성화
등으로 소비자 또한 안전한 농축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의 편익
이 증대될 것이다.
반면에 신·경분리로 인하여 기존 종합농협체제로서의 잇점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신용

산지수집상

과 경제의 범위의 경제가 사라지고, 우선 수익을 내야하는 경영주의에 경도되어 협동조합의
장점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이번 개혁이 실패하거나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
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은 신용과 경제의 범위경제 상실을 이유로 들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

개선

가 있다. 농협의 경쟁력은 그동안 종합농협으로서 사업별 연계효과, 즉 범위의 경제를 원천으
로 하였다. 개별사업 경쟁력은 약하였지만 신용과 경제의 상호보완 효과와 국민의 우호적인

중앙회
(도매)

소매시장

공동선별계산조직
농(가조직화 )

조합
(상품화)

인식이 약한 경쟁력을 커버하여주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소비자
들이 농협금융 부문을 일반은행·보험·유통회사와 같이 보게 된다면 경쟁력이 약화되고 농
협 전체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농업은 자연과 인간을 지키는 친환경 농업이 보편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무역체제의 파고는 더 높아질 것입니다.

이에 농협본연의 사업이 경제사업이란 인식이 확고하여졌다는 점도 경제사업의 활성화를 기
대하게 한다.
둘째, 농협금융부문은 지주회사체제를 통하여 경영 효율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로 많은 수

이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민들은 아무리 값싼 외국산 농산물이 들어오더라도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만들어
건강에 좋은 우리 농산물을 이용할 것입니다.
정부는 친환경농업을 비롯한 국내 농업이 고부가가치

익을 창출하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농협중앙회가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강조하여 전문화된 조

산업이 되어 ‘농업 르네상스’를 이루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직으로 재편성됨으로써 시장경쟁력을 상승시켜 금융·경제부문의 활성화를 통한 직간접적

이명박 대통령, 울진 세계 친환경 농업엑스포(2009.7.24)

인 농업지원시스템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하여 농협중앙회가 조합 및 조합원 지
원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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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향후 과제

2015년부터 조합장 선출시기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것이 조합 합병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조합 간 합병을 어렵게 하였던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조

농협개혁 이후의 차후 과제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협동조합과 지주회사체제의 결합을 성공
적으로 정착시키는 것, 농협중앙회와 조합의 공동 활동을 통하여 경제사업을 활성화시키는

합장마다 임기가 다르다는 점이었다. 일본처럼 보수적인 나라도 1990년 3,561개에 달하던 지
역조합을 2010년까지 716개 수준으로 과감하게 합병한 것이 좋은 사례라 할 것이다.

것, 상호금융과 금융지주의 역할분담과 보완관계의 형성, 모호하게 처리된 상호금융연합회
의 독립화 문제 등을 제시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부정적인 영향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협동조합과 지주회사 체제의 성공적인 정착은 이번 사업구조 개편의 성패를 좌우하는 열
쇠라 할 수 있다. 선진국의 협동조합에 비하여 사업방식이나 가치관에서 취약점이 많은 우리
농협이 경험이 없는 지주회사체제를 쉽게 소화할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다. 전문가들은 협
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민간기업과의 차별화 요인인 1인 1표주의, 이용고 배당제도(출자배당
제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조합원과 임직원 그리고 소비자에게 이해시킬 것인가가 중요하
다고 한다. 협동조합 본연의 특성을 강화하여 경쟁기업과 차별화하는 전략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효과를 발휘하면 조합원은 조합 사업을 이용하고, 조합은 농협중앙회 사업을
이용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확대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한다.
조합의 상호금융과 농협중앙회(금융지주회사)의 은행 간의 경쟁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역
할 분담을 명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특히 상호금융연합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
고, 농협중앙회 은행은 민간 은행지주회사와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차별화가 필요하다.
인력의 효율적 배치와 조직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현재 은행부문은 인력충원
이 과도하였고 인력의 상위직급 편중도가 심하여 노동생산성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다. 경
제사업의 경우도 처음부터 획기적인 직원충원과 사업조직의 효율적 배치가 필요하였으나 집
행간부만 늘리고 직원은 그대로 두어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부서가 많다고 한다. 반면에 농
협중앙회는 조사, 검사, 지도기능만 있으면 가능한데도 부대적 부서를 만들어 과도한 관리비
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아울러 농협중앙회가 아무리 경제사업을 잘 하려 하여도 실제 농가 조직화 및 생산 등을 담
당하는 조합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농민을 위한 농협이라는 농협개혁의 목표는 달성
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으로 조합의 경제사업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조합이
경제사업을 중심으로 합병되고 광역화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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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균일한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별수가제 기반의 지불체계와 낮은 의료수가는 공급자
유도에 의한 서비스의 과잉공급을 초래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공급자 중심의 의료제도 하
에서 소비자의 편익과 권리는 종종 부차적인 요소로 간주되었고,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등 후
진적 관행 또한 만연하였다.

제1장

한편 경제발전과 삶의 질 향상으로 고급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고, 소비자 권리
의 신장에 따라 사회정책 전반에 걸쳐 수요자 중심의 정책 개발・추진이 강조되면서 보건의

추진 배경 및 개혁방향

료 분야에서도 변화의 요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기존의 낡은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수
요자 중심의 선진화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학계, 시민사회 등을 중심으
로 높아지고 있었다.
이 시기에 보건의료 분야에서 핵심적인 과제는 의료제도 곳곳에 산재한 낡은 관행을 타파
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었다. 인구고
령화, 만성질환 급증 등 질병구조의 변화와 국민의료비 상승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특히 민간 중심의 보건의료 체계는 이러한 변화에 더욱 취약
한 구조였으며,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보

그간 한국의 보건의료 정책을 관통하는 근본적 방향성은 ‘양적인 공급의 확대를 통한 의료

건의료 개혁의 출발점은 공급자 중심의 시각에서 탈피, 수요자 입장에서 국민들로부터 신뢰

접근성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1989년 전 국민 건강보험 실시로 국민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

받는 보건의료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었다.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공급자 중

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보편적 의료보장의 기본 틀을 완성하였다. 건강보험 제

심의 정책이 추진되고, 투입된 사회적 비용이 불법 리베이트를 통하여 낭비되어 효과를 발휘

도 하에서 보건의료 시장은 크게 성장하였으며 국민의 의료 접근성은 급속도로 개선되었다.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개혁을 위한 동력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시기에 정부는 공공병원 설립 등을 통한 직접적인 의료서비스 제공보다는 민간 중심의

이에 이명박정부는 ‘국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종합적인 보건의료

의료공급기반 확충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였고, 이에 따라 1990년대 이후 민간 병의원이

개혁에 착수하였다.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의료공급체계의 비효율과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크게 증가하여 의료공급체계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 한편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체계

보건의료 수요자의 편익 증진과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 불법 리

하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도입하고, 급격한 의료비 상승을

베이트 근절, 포괄수가제 의무시행, 건강보험 약가인하, 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

억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관리하였다.

였다.

이러한 정책을 통하여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이 평가받는 우수한 보

의・약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도를 구조적으로 제약하는 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2

건의료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2006년 Canada Conference Board가 각국의 보건의료체계의

년 약사법을 개정하여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도 가정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건

성과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 5위로 OECD 평균보다 낮은 국민의료비 부담에도 불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에 내재된 비효율과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의약품 등의 잘못된 거래관

구하고 매우 높은 건강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을 바로 잡아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편익을 소비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러한 외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내재하

2010년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을 개정하여 리베이트 쌍벌죄를 도입하였다.

고 있었다. 양적 공급 위주의 정책기조 하에서 의료기관 설립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허용한 결

또한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따르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2012년 7

과 병상 과잉공급 현상이 나타났다. 의료서비스의 질적 평가에 대한 고려 없이 단위서비스에

월부터 모든 병・의원을 대상으로 수정체수술, 편도선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맹장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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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수술, 제왕절개수술 등 7개 질병군 입원환자에 대하여 포괄수가제를 시행하였다.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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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급 이상에 대하여도 포괄수가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국민부담 경감 및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하여 2012년 1월 약가제도를 개편하여 동일
효능 의약품에 동일가격을 부여하는 원칙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2012년 4월 약
가 재평가를 통하여 제네릭과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의 가격을 특허만료 전 오리지

제2장

널 약가의 53.55%로 조정하여 약값을 평균 14% 인하하였다.
아울러 의료분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고 의료사고를 당하고도 신
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1년 3월 ‘의료사고 피해구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제도 개혁

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여 의료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였다.

제1절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
1. 제도 도입 배경 및 경과
2000년 7월 의약분업 제도 실시 이후 약국의 주요 기능이 처방에 의한 조제 중심으로 변화
하면서 약국이 병・의원 주변으로 밀집되고, 병・의원이 진료를 마치는 시간에 약국도 영업을
마치는 등 소비자들이 약국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적・지리적 여건이 크게 변화하였다.
이러한 약국 운영 방식의 변화는 국민들이 의약품을 구매하는 데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
용하였다. 안전성이 확보된 간단한 가정상비약조차도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약국이 문을 닫는 공휴일이나 심야 시간대에는 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대한약사회가 2010년 7월부터 6개월간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을 실시
하기도 하였으나 시범사업 참여 약국이 60여 개에 불과하여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12월 22일 보건복지부 2011년도 업무보고에서 “콧물이 나면
내가 아는 약을 사 먹는다. 그러면 개운해진다. 미국 같은데 나가 보면 슈퍼마켓에서 약을 사
먹는데 한국은 어떻게 하나?”라고 하며 국민 편의를 위하여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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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논의 과정을 통하여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 나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의약품을 보다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

가는 한편, 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였다. 접근성을 고려하여 24

가 확산되자 당초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던 정부도 2011년 6월 3

시간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구입 연령 제한, 소포장으로 판매, 판매자에 대한 일정 교육 등 제

일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된 일부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여 일반소매점에서 구입

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이 가능하도록 하며, 약사법상 의약외품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의 의약

약계 등은 약국 외 판매제도 도입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대부분의 국민

품은 제한적으로 일반소매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 의약품

과 전문가들은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2011년 10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가정상비

구입 불편 해소 방안’을 발표하였다.

약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정상비약을 구입할 때의 불만사항으로 ‘야간

정부 방침이 발표된 후 제도 도입을 둘러싼 많은 논쟁이 있었다. 반대론자들은 약국이 아
닌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게 됨에 따라 의약품 사용의 오남용과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

이나 공휴일에 구입이 곤란하다’는 경우가 61.4%로 가장 많았다. 가정상비약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83.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하였다. 아무리 안전성이 확보된 약이라 하더라도 부작용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으므로

정부는 약사법 개정에 앞서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던 일반의약품 중 건위・소화제, 정

약의 전문가인 약사의 관리와 복약지도가 필요하며, 의약품 판매 장소 확대로 접근성이 강화

장제, 파스, 드링크 등 48개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여 국민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도

될 경우 오남용 우려도 커진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슈퍼, 편의점 등 다양한 곳에서 판매

록 하였다. 상기 일반의약품의 의약외품 전환을 위하여 ‘의약외품 범위지정고시’를 개정

한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며, 부작용이 발생한 의약품

(2011.7.21)하는 한편, 고시 공포 후 빠른 시일 내에 소매점 등에서 제품이 원활하게 판매되도

의 회수도 어렵게 되므로 제도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한편 현재 건강보험 적

록 제조회사, 유통업체와 간담회 등을 통하여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

용이 되는 의약품을 시장에서 판매하여 보험적용을 하지 않게 됨에 따라 국민 의료비 부담이

였다.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7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약외품 약국 외 판매가 “국민 불편이 없

반면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에 찬성하는 측은 이미 오랜 기간 사용하면서 안전성이 충분

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나타내었다.

히 확보된 의약품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판매를 허용하는 것이므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초기에 의약외품 공급에 소극적이던 제약회사에 대하여 “모든 제약사가 협조, 사회적

은 매우 낮으며, 이에 비하여 국민들이 해열제, 진통제 등을 쉽게 구입하게 됨으로써 얻는 편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약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유, 휴가철에 국

익이 훨씬 크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약들은 외국에서는 가정상비약으로 집에 상시 보관하

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하였다.

고 있는 것들이며, 약국의 복약지도도 형식적인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설령 약

1단계로 일반의약품 일부의 의약외품 전환을 통한 약국 외 판매가 이루어지자 정부는 본격

값이 다소 비싸지더라도 의약품을 구하기 위하여 병의원을 방문하여 처방을 받거나 멀리 있

적으로 해열제, 진통제 등 국민들의 수요가 높은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는 약국을 찾아다니는 불편과 교통비 등을 고려할 때 국민 부담은 높아지지 않는다고 주장

개정에 착수하였다. 정부는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제도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2011

하였다.

년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011년 9월 30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정부는 3차례에 걸친 중앙약사심의위원회(6.15, 6.21, 7.1) 자문 외에도 전문가 간담회

국회에 제출된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 분류를 현행 2분류(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에서 3

(7.7, 7.11), 공청회(7.15) 등을 통하여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7월 1일 열렸던 중

분류(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약국 외 판매 의약품) 체계로 전환하고,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는 12명의 위원 중 8명의 위원이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 필요성이 있

국민들의 수요가 높고 안전성, 유효성이 확보된 가정상비약을 약국 외 판매 의약품으로 전환

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전문가 간담회, 공청회에서도 해열진통제, 감기약 등 판매 필

하여 약사의 관리 없이도 일반 국민이 편의점 등에서 구입하여 자가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

요성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소비자들이 올바르게 복용할 수 있도록 라벨링을 강화하고 정부

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 홍보 등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전문가, 시민단체 등은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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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하기 용이하되 의약품 이력추적이 가능하고 유사시 신속히 위해의약품을 회수할 수 있는

하기로 결정하였다.

곳을 판매처로 지정하고,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관련 교육을

2012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기 시작하

이수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등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과 편의성

였다. 2월 7일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법안이 상정되었고, 2월 13일에는 법안소위를

이라는 두가지 공익을 모두 충족시키고자 하였다.

개최하여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의 명칭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대한약사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약사법 개정 반대서명부 약 100만 부를 보건복
지부로 전달하는 등 반대입장을 표명하였다.
국회도 의약품 오남용과 약화사고 우려를 제기하며 약사법 개정안 처리에 소극적인 태도
를 보였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약사회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 법안 상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었다.

제시한 14가지 안전성 판단 기준을 통과한 일반의약품 중 국민적 인지도 등을 고려하여 20개
품목 이내를 지정하는 내용을 법조문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여야 간 합의에 따라 수정된
대안을 2월 2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였다.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약사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는데 또 한 번의 어려움을 겪었
다. 2012년 4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상당수 의원들이 불

정부는 일부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요구와 지지가 높은 제도개선이 더 이상 미루

참하였다. 당초 논의하기로 한 108건의 안건 중 선거구 확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58

어져서는 안되겠다는 판단하에 약사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였다. 특히 국정감사 시 국회의원

개 법안만 처리한 채 정족수 부족으로 산회가 선언된 것이었다. 약사법 외에도 시급을 다투는

들의 부작용, 오남용 등 많은 우려가 있었으나 해외사례, 주요 의약품에 대한 부작용 분석 등

많은 민생법안들이 제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으로 국회를 설득하면서 판매자 교육·등록 등 안전성 확보 방안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에

상황이었다.

대하여 적극적으로 설명하였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4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주요 민생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할 수

압도적인 국민적 여론과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 대한약사회는 2011년 11월 23일 가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 줄 것을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하는 한편, 4월 30일 라디오 연설을 통하

정상비약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하는 것에 대한 전향적 검토 입장을 발표하였다. 대한

여 약사법 등 시급한 민생 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중요하고

약사회는 “상비약 수준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고

시급한 민생법안들이 아직도 통과되지 못하여 정말 안타깝다.”고 하고, “약사법 개정안과 같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포함한 모든 대안을 두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내

이 여야가 이미 처리를 약속한 민생개혁 법안들은 여야 문제를 넘어 국민을 위한 시급한 현안

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인 만큼, 임시국회를 열어서 반드시 처리하여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국회를 직접 설

성명서 발표 이후 정부는 약사회와 수차례 회의를 통하여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기 위하여

득하였다.

노력하였다.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라는 원칙은 일관되게 유지하되, 구체적인 실행방

여기에 언론과 시민단체도 한목소리로 힘을 보태었다. 경실련은 “국회가 진정으로 민의를

안에 있어서는 약사회가 제시하는 합리적인 의견은 적극 수용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

대변하는 기관이라면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어 약사법 개정안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즉각 처

였다. 그 결과 12월 23일 약사회와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 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에

리하여 18대 국회의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할 것”이라며 법안 처리를 촉구하였다. 가정상비약시

이르렀다.

민연대, 대한노인회 등 시민사회단체도 연이어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언론 또한 국회의 책임

합의안은 첫째, ‘3분류 방안 도입’이 아닌 ‘의약품 판매장소 예외’ 방안으로 추진하고, 둘째, 국

있는 역할을 촉구하는 기사와 사설을 연일 게재하였다.

민들의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품목’으로 지정하며, 셋째, 2013년 2월까지

국회도 당초 의약품 사용상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였으나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약사법 개정 처리를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 외 약국 외 판매 의약품

을 위한 판매자 교육·관리 등의 조치가 포함된 점,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하여 약사회와 합의

의 명칭, 품목, 포장단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지속적으로 함께 검토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2012년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대한 약사회는 내부의 반대 의견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나 2012년 1월 26일 임시대의
원 총회를 개최하여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복지부와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하여 협상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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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을 통한 여야의 공감대 형성, 언론과 시민사회의 전방위적 압력 등에 힘입어 10여 년간 아
무런 진척을 보이지 못하였던 난제가 해결되는 순간이었다.

또한 의약품을 진열할 때 공산품 및 식품과 구분하여 진열하여야 하며, 음주자 등의 의약
품 복용 시 유의사항을 게시하여 안내하도록 하였다.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1회
판매량을 제한하는 한편, 아동에 대한 판매 주의 의무 부과를 통하여 오・남용 또는 약화사

2. 주요 제도개편 내용

고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이외에도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하여 판매자는 시설 및 의약품
관리, 종업원 감독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

일반의약품 중에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직접 작용하지 않는 등 약사법 상 의약외

태료가 부과된다.

품의 정의에 부합하면서 이상 반응이 경미하거나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 용량 폭이 넓은 품

체계적인 가정상비약 관리와 유사시 위해의약품의 신속한 회수를 위하여 제약회사나 의약

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였다. 의약외품으로 전환한 품목은 액상 소화제・정장제, 외용제,

품 도매상이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할 경우와 마찬가지로 편의점에 가정상비약을 공급할 경

자양강장변질제 등 48개 품목이다.

우에도 그 공급내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약국 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는 가정상비약(안전상비 의약품)은 성분, 부작용, 인지도
등을 고려하여 20개 이내의 품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안전성 확

2012년 11월부터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내 ‘의약품 신고센터(1644-6223)’을 설치・운영
하여 소비자가 의약품을 복용한 후 부작용 상담이나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를 위한 14가지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한 일반의약품 67개 품목을 선별한 후, 이 중 13개 품
목을 의・약계,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약사법 개정안 주요 내용

거쳐 가정상비약으로 우선 선정하였다. 유통 현황, 국민적 인지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이

명칭

•안전상비의약품

들 제품은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와 같이 국민들이 매우 필요로 하고, 약이 없을

의약품 분류체계

•현행 2분류 체계 유지(전문/일반), 일반의약품 중 안전상비의약품 지정

경우 불편을 겪는 효능군이 고루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이들 품목의 유통・판매 및 안전사고

대상의약품

발생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가정상비약 품목을 주기적으로

•지역 주민의 이용 편리성
판매장소

조정하여 나갈 계획이다.
가정상비약 판매 장소는 접근성과 취급의약품의 안전 관리 등을 고려하여 24시간 연중무휴

효능군

해열진통제

품목명
타이레놀정 500mg

타이레놀정 160mg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mg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부루펜시럽
감기약

등록

소화제

판피린티정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파스

제일쿨파프

신신파스아렉스

계

13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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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시·군·구청장에 등록한 이후 판매
•(사전) 사전 교육 의무
•(사후) 필요 시 교육(종업원 포함)

준수사항

•시설 및 의약품 관리, 종업원 감독, 1회 판매 수량, 연령 제한 등

표시기재

   일반(안전상비)의약품

등록취소
과태료
(100만 원 이하)

판콜에이내복액

•위해의약품 회수 용이성 등 고려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되는 곳

로 운영하며 의약품의 신속한 회수가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 가정상비약 판매자는 사전에 관
련 법령, 의약품 취급 방법 등을 교육받고 시장·군수·구청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
•해당 품목의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20개 품목 이내)

•허위 등록, 위해의약품 회수·폐기명령에 불응,판매질서 위반, 준수사항 위반 등
※ 등록취소 후 1년 이내 재등록 불가
•폐업·휴업·재개 미신고, 교육 미이수, 준수사항 위반
•현행 법률 준용
- 구분진열 등 판매질서(제47조제1항)

기타

- 약국외 판매자에 의약품 공급시 공급내역 보고(제47조의2제2항)
- 위해의약품의 회수(제39조) 및 폐기(제71조)
- 보고, 검사 명령(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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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과와 향후 계획

하지 못하였던 의료개혁 과제를 소비자의 입장에서 일관되게 추진하도록 독려하여 단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하나하나의 성공사례는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는 어

일부 일반의약품의 의약외품 전환 이후 소비자들의 편의가 크게 증진됨은 물론 의약외품
공급이 확대되면서 판매처가 확대되고 생산이 중단되었던 품목도 생산이 재개되는 등 경제적
으로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떠한 어려움도 해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일깨워 주었으며 이후의 보건의료 선진화 개혁
을 추진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그러나 아직 해결하여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다. 단기적으로는 2012년 11

또한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에 따라 국민 입장에서는 가벼운 증상이나 상처가 발생한 경

월 15일부터 시행된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

우 응급실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며, 약국 외 판매가 정착되어 본격적으로 의약품 가격경쟁이

고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가야 한다. 9월 21일 가정상비약 판매자 교육기관으로 대한약사회

일어나게 되면 약값 하락을 통한 경제적 효과를 누리게 되어 가계의료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

를 지정하여 10월 한 달 동안 1만 7,000여 개 편의점을 대상으로 집중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로 기대된다. 또한 소비자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과 구매 선택권이 크게 강화되고 간단한 증

교육과정을 주기적으로 개설하여 신규로 가정상비약 판매를 희망하는 편의점을 대상으로

상의 경우 처방 및 복약지도 없이 자가치료가 가능하게 되어 질병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향상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올바른 의약품 사용 관행이 조기에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에도 역점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미 TV, 라디오, 홍보 동영상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의 경우 1998년 드링크제에 대한 슈퍼

포스터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한편, 가정상비약을 올바르게 구입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소

판매를 허용한 이후 시장규모가 1997년 1,014억 엔에서 2005년 1,300억 엔으로 22% 증가하

비자 길라잡이를 각 편의점에 배부한 바 있다. 앞으로도 국민들이 의약품을 오남용하지 않고

는 등 제약산업의 성장에도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판매처가 2만여 개 약

주의 깊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이다.  

국에서 편의점 2만여 개를 포함한 일반 소매점으로 확대됨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할

장기적으로는 가정상비약에 대한 접근성과 안전성을 조화롭게 고려하면서 제도를 지속적

수 있다. 소매점 입장에서도 취급 품목이 다양하여져 소매산업 발전 및 경쟁력 확보에 유리한

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당초 식약청의 까다로운 안전성 기준을 통과한 13개 품목만을

측면이 있다. 특히 가정상비약을 대형마트에서는 판매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동네 상권 살

최종적으로 가정상비약으로 지정함에 따라 국민들의 의약품 선택의 폭이 아직까지는 충분히

리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장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또한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는 장소에서만 가정상비약 판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약사법 개정 과정에서 시민의식이 크게 성장하고 이후에 추

가 허용됨에 따라 이러한 시설이 없는 오벽지 등 취약지역 주민들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에

진할 선진화 개혁의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그간의 많은 시민단체의 활동은 국민들의

는 일정 정도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 시행 1년 후에는 부작용 등 모

일상생활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거대담론이나 정치적인 내용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

니터링 결과, 가정상비약으로서 소비자가 추가적으로 필요로 하는 의약품에 대한 조사 등을

다.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라는 국민의 편의 증진과 건강권 확보에 직결되는 생활 속의 이

바탕으로 현행 13개 품목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향상시키면서도 안전하

슈 해결을 위하여 80여 개의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중요 순간마다 여론 형성을 주도해 나간

게 의약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나갈 계획이다.

것은 이전에는 볼 수 없는 모습이었다. 이처럼 조직화된 시민들의 목소리는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의료선진화 개혁을 끝까지 추진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한편 보건의료 영역은 다양한 직역이 존재하며 각각의 입장이 상충하는 부분이 많아 정책
을 추진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동안 다양한 형태의 보건의료 개혁안을 마련하였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구호로만 그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현상이 반복된 결과 정
부도 민생에 도움이 되는 개혁과제를 앞장서서 과감하게 추진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명
박 대통령은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와 같이 역대 정부가 직능단체의 반발을 우려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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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임채민(보건복지부 장관)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 도입과정
- 장관 취임 시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 추진상황은 어떠하였는지?
당시 약계에서는 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곳에서 판매한다는 것에 대한 반대가 조직화되어 가고 있었다. 장관으로 취임한

제2절   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
1. 제도 도입 배경 및 경과
경제수준의 향상과 전 국민 건강보장 실현으로 의료 이용이 많아지고 의료서비스의 다양

직후 대한약사회장 및 임원진을 만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과 기대를 전달하고, 거리투쟁으로 해결

화로 환자와 의료인 사이에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

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전문가 집단으로서 약사회가 국민건강과 불편 해소라는 큰 틀에서 의지를

상 소송건수는 1989년 69건에서 2010년 871건으로 13배나 증가하였다.

가져줄 것을 설득해 나갔다.

- 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끼게 된 이유는?
심야시간이나 휴일에는 응급실을 제외한 병의원과 약국이 문을 닫아 국민들의 의료 접근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
에서 국민들이 자기 처방에 의해 안전성이 입증된 약을 스스로 복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서구

연도별 의료분쟁 건수(민사소송)
1989

2000

2005

2010

69건

519건

867건

871건

선진국에 비하여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이 많아 낮 시간에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또 1~2인 가구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가족 내 보살핌 기능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심야나 휴일에 가
까운 곳에서 긴급히 필요한 해열제나 감기약, 소화제 등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 국민들이 약을 선호하는 측면이 있어, 꼭 필요한 의약품의 접근성을 높이면서도 오남용을 막는 장치
를 마련할 필요도 있어 품목 제한, 1회 구입 수량 제한 등의 안전장치도 동시에 검토하게 되었다.

환자들은 의료에 관한 지식 및 정보가 부족하고,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없어 신속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을 무단 점거하는 등의 물리적

- 약사법 개정 등 제도 도입과정에서 힘들었던 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무엇인지?

인 방법을 구사하는 예가 많아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인 및 의료기관은 예기치

대통령이 여러 차례 약사법의 국회통과에 대하여 염려하였고, 제도 준비과정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여주었다. 그때마다

않은 의료분쟁에 대응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방어진료 및 과잉 진료를 행함에 따라 의료비의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의 뜻이니 잘 될 것이라 하였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이었다. 어려웠던 점은 국회 등의
논의과정에서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에 대하여 순수히 국민 편의 제고 차원으로 보지 않고 정치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우(종편 광고시장 확대 등)가 있어 안타까웠다. 그러나 의약품 유통 등과 관련한 통계가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어 이러
한 시각이 오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다.
약계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느낀 것은 의료계나 약계와 의견대립이 있더라도 정부가 의료 공급자인 전문가들을 직접 공
격하여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들 전문가들은 그 자신들도 기본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주어진 책임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
이며, 이를 인식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 제도 도입과
정에서도 복지부가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약계를 설득해 나간 것이 약사회를 움직이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생각된다.

상승과 의료자원을 낭비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의료의 전문적 속성으로 인하여 일반국민이 소송을 통하여 의료사고 피해 구제를 받는데
는 어려움이 많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의료분쟁 관련 민사소송의 해결기간이 제1
심 법원에서 평균 2.3년, 2심 판결에서 평균 3.9년, 3심 판결에서 평균 4.6년이 소요되어 조속
한 환자의 피해 구제가 어려운 실정은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다.
또한 의료분쟁의 적절한 조정제도 미흡은 환자 측과 의료인측간 감정대립의 격화를 초래
하여 민사사건보다 형사사건이 5~6배 높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의료사고 및 이에

- 향후 제도 발전을 위한 조언은?
현행 약사법상 20개 품목까지 가정상비약을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으며, 앞으로 국민적 수요 등 합의를 기반으
로 이를 확대하여 나갈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약을 꼭 필요한 때만 올바르게 복용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과 홍
보를 계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의약분야 등 갈등이 내재된 사안에 대하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내놓고 사회적 논의
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소모적 논쟁을 예방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따른 분쟁은 국민과 의료인 모두에게 육체적·심리적 및 금전적 피해를 초래하고, 국민의료
비 부담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환자와 의료인간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신뢰 회복을 통한 건전한 진료환경 조
성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2011년 3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12년 4월 8일 시행하게 되었다.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도입은 의료정책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계획으로 1989년 12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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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되었다. 1990년 4월에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공동으로 의료피해구제제도 도

6월에 심재철 의원 외 14인은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7

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한 바 있으며 수차례의 공청회 개최와 실무협의회 운영, 관계부처

월에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가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안)’을 청원하여

협의를 거쳐 법안 시안을 마련하고, 1994년 11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이송하였다.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었다.

국회에서는 보다 신중한 입법추진을 위하여 1995년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관으로 공

2개의 법안과 1개의 청원에서 입증책임 전환 또는 완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형사처벌

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1995년 11월부터 12월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구성하

특례 등 주요쟁점사항으로 추진에 난항을 겪었으나 관계부처 및 단체 의견수렴, 의료분쟁조

여 난동행위 등 진료방해 행위자에 대한 가중처벌 등 의료계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한 수정안

정제도 TF 운영을 통하여 제도 목적에 맞는 대안을 마련하고 정책토론회를 실시하는 등의 노

이 제시되었으나 무과실보상제의 도입 논란 등으로 성안되지 못하고 제14대 국회의원의 임

력 끝에 2009년 12월 2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안으로 의결되는 성과를 얻었다.

기가 만료됨에 따라 자동폐기 되었다.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조사와 이에 따른 적정한 배상을 함으로써

(안)’은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특수법인 형태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야기되는 정신적・물리적 고통을 해결하고 건전한 진료환경을 조성

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여 조정과 소송을 별개의 절차로 규율

할 수 있도록 1996년도에 기존 법안을 수정・보완하여 관계부처 협의・입법예고를 실시하였

하였다. 또한 보건의료인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업무상과

으나, 상설조정기구의 설치, 의료인의 형사책임 면제, 기금의 조성 및 갹출료의 부담 등의 쟁

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피해

점에 대한 다양한 이견이 제시되었다. 10월에는 국무조정실 주재로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

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형사처벌특례 조항을 포함하였다.  

원회, 법무부, 행정자치부, 법제처 등이 참석하여 관계부처 의견조정회의를 실시하였지만 의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미지급금에 대하여 조정중재원이 대신 지불하는 제도를 마련하

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부법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이 과정에서 의원입법으로 추진된

였다.

법안이 1999년 상임위를 통과하여 법사위에 계류 중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불운을 겪기도 하
였다.

당초 의료계에서는 입증책임 전환 반대, 필요적 조정전치주의의 도입, 책임공제 및 책임보
험의 의무가입, 무과실보상제도의 도입 및 재원분담주체의 다양화(의료계에서는 국가, 보건

2002년 ‘의료발전특별위원회’와 ‘의료정책전문위원회’에서 ‘의료분쟁조정법’제정(안)을 마

의료기관개설자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재정과 응급의료기금을 포함할 것을 요구), 형사처벌

련하여 의결된 안을 대통령께 건의하기도 하였다. 한편 국회 이원형 의원 외 43인은 ‘임의적

특례의 도입 등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은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대

조정전치제도’, ‘무과실보상제도 도입 및 기금 마련’, ‘형사처벌특례인정’, ‘보험공제조합 설립

신 의료사고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감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조직을 설치하고, 국

임의화 및 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의료분쟁조정법제정(안)’을 발의하였

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하여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였다. 책임보험 의무가입의 대

다. 2003년 2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검토하다가 2004년 제16

안으로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도입하고,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 국회 회기 종료로 자동폐기되었다.

형사처벌특례를 도입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20년 이상 번번이 무산되어 표류하

2005년 12월 이기우 의원 외 12인은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

던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였고, 비슷한 시기에 소비자단체 연대는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안)’을 청원하였다. 2006년

다만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

5월에 안명옥 의원 외 9인이 ‘보건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보건복

다고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하는 불가항력의

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은 입증책임 전환 등에 대한 전체회의의 재심의

료사고보상사업의 재원부담과 관련하여 의료계에서는 무과실 사고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전

결정에 따라 다시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되었다가 2008년 제17대 국회 회기 종료로 자동

적으로 부담하거나 건강보험재정 등 다양한 재원으로 마련하여야 한다는 이견을 제기하였다.

폐기되었다.
2009년 5월에 최영희 의원 외 11인은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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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하게 대응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2010년 2월에 회부되었고,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마침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절차도

2011년 3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2년 4월 8일부터 시행되었다.

의료사고발생
(진단, 검사,치료, 처방, 투약 등)

결국 인고의 입법과정을 거쳐 2011년 4월 7일 법률이 제정되었고, 조정중재원의 설립기반 구
축, 하위법령 제정 등 제도시행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1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2년 4월
8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2012년 5월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조정중재원 설립준비

조정, 중재

위원회와 설립추진단을 구성하였다. 설립준비위원은 의료계, 시민단체, 중앙부처(기획재정부,
법무부, 보건복지부)의 대표로 구성하였다. 2012년 4월까지 총 16차례의 설립준비위원회를 개
최하여 하위법령 주요쟁점에 대한 심의, 조정중재원 조직구성 및 법인화 등 법 제정에 따른 후
속조치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하였다. 또한 총 9차례의 실무검토회의를 개최하
여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및 불가항력의료사고보상제도의 시행방안에 관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12년 4월 7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였다.

2. 주요 제도개선 내용

소송(법원)

신청(환자, 의료기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특수법인)
의료분쟁조정위원회
• 조정위원: 50~100명
• 분야별 조정부(5명)
- 법조인 2명(판사 1명 포함)
- 보건의료인 1명
- 소비자단체 1명,
   교수 또는 연구원 1명

감정서 송부

의료기관

의료사고감정단

조사 • 출석의무
• 문서ㆍ물건 등의 제출의무
• 소명의무

• 감정위원: 50~100명
• 분야별 감정부(5명)
- 의사 2명
- 변호사 2명(검사1명 포함)
- 소비자단체 1명

조정안 제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
정중재원) 설립,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및 의료사고감정단 구성・운영,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불가항력

과실

절차, 적용대상, 손해배상금대불제도, 의료배상공제조합 및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
형사처벌 특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분만시 의료사고 보상

동의(재판상 화해)

부동의(→소송가능)

이 법에 따라 2012년 4월 8일 의료사고 감정과 의료분쟁 조정・중재, 손해배상금 대불 등의
기능을 담당할 조정중재원이 특수법인 형태의 독립 기구로 설립되었으며, 조정중재원 내에 의
료분쟁조정위원회 및 의료사고감정단이 구성・운영되고 있다.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당
사자인 환자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
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중재원에 통지할 때 조정절차가 개시된다. 의료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손해배상
• 자력배상(의료기관)  
• 조정중재원 대불
   (의료기관이 비용부담)
• 구상권 행사

반의사불벌
• 조정동의, 중재합의
• 조정절차 중 합의
• 처벌불원의사
   (→공소권 없음)

위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이후 조정중재원 감정부는 60일 이내에 감정서를 조정중재원의 조
정부에 송부하고 조정부는 90일 이내 감정의견을 참작하여 조정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의료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 측에서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

또한 의료분쟁의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기일 내에 손해배상금을 지급받

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에 따라 의료공급자가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으나

지 못한 경우 환자가 조정중재원에 손해배상금 대불을 청구하면 조정중재원이 환자에게 손

입증책임을 의료공급자에게 부과할 경우 방어진료나 과잉진료의 확산 등의 문제를 초래할

해배상금을 대신 지급하고 이후에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로부터 대불금을 구상하도록 함으로

수 있기 때문에 조정중재원 내에 의료사고 감정기구를 설치하여 의료사고의 과실 유무를 직

써 환자가 신속하게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권으로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입증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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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의료사고의 경우 국가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여 보상하도
록 하였다. 이는 통제가 불가능한 위험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회보장 차원의 조치로서
충분한 준비를 거쳐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1년간 시행이 유예되어 있다.

의료분쟁 중재 및 조정사례
2012년 5월 정신분열증 환자가 병원에서 투신자살한 사례에서 병원 측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조정신청 후
약 3개월 만에 3,500만 원에 합의하여 사안을 종결하였다.
또한 80대 노인이 심장 관상동맥 확장술을 받다가 사망한 사례에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시술한 점
에 대하여 1,8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사안을 종결하였다.

3. 성과와 향후 계획

이는 민사소송 등 다른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 소송제기 및 수행, 사고 감정 등에 소요되는 시간
적ㆍ경제적 비용에 비교하면 획기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분쟁상황이 종료되는 것이다.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도입은 보건의료 부문에 있어 획기적인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그것은
제도자체의 중요성뿐 아니라 국민과 국회, 정부, 관련단체 등이 2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
울여 왔던 노력의 결실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제3절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2012년 4월 8일 제도가 시행된 이후 2012년 12월 말 현재까지 503건의 조정・중재 신청이
있었다. 그 중 179건의 의료분쟁에 대하여 조정・중재절차가 진행되어 70건이 조정 성립하였

1. 제도 도입 배경 및 경과

다. 조정・중재 신청건수가 다소 적은 것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법 시행일(2012.4.8) 이후의 의료사고에 대하여만 조정・중재신청이

우리나라의 최근 10년간 1인당 의료비 증가율은 8.7%로 OECD 국가(평균 4.0%) 중 가장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의료분쟁에 대한 상담의 경우에는 조정중재원 출범한 후 1일 평균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지출도 지난 5년간 연평균 12.7%나 증가하였으

약 149여 건, 12월 말 현재까지 총 약 2만 6,000여 건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 중 외국

며, 2010년 34조 9,000억 원에서 2020년 71조 원으로 향후 10년간 1.4배 급증할 전망이다. 특

인이 상담을 요청한 것도 약 50여 건에 이른다. 조정중재원이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히 전체인구의 약 10%인 노인인구가 건강보험 총 진료비의 32%(14조 1,000억 원, 2010년)

않았으며 일부 보건의료인단체에서 절차 참여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이

를 소모하고 있어 향후 인구고령화와 함께 의료비 지출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러한 성과를 거둔 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977년 의료보험제도 도입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지불제도는 ‘행위별수가제’(Fee for

앞으로 정부는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대한 국민

Service)를 근간으로 하였다. 이는 환자가 진찰을 받으면 진찰료, 검사는 검사료, 처치는 처

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등으로 의

치료, 입원은 입원료, 약은 약값, 이렇게 따로 따로 가격을 매겨놓고, 각각의 행위(서비스)의

료계의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의료분쟁 조정·감정 외에 의료사고 예방체계 구축 등 조정중

가격을 모두 더하여 최종 병원비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재원의 기능을 강화하여 나갈 계획이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별수가제 하에서는 의사가 환자에게 진료행위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의

또한 하위법령 개정을 통하여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과 관련하여 의료사고보상심의

사의 수입도 같이 늘어나게 된다. 이 때문에 환자에게 꼭 필요한 만큼의 진료 행위량을 넘어

위원회에 의료인을 추가구성하도록 하여 보상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조정중재 신청사

서 과잉진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불필요하게 제공된 진료행위만큼 환자의 경제적

례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판결로 무과실 등이 확정된 경우에도 보상청구가 가능하도록 청구

부담이 늘어나고 건강보험 재정도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방사선을 많이 쬔다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와 관련하여 일정한 경우 개별 보건의료기관

거나 항생제를 너무 많이 복용하여 환자의 건강에도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

개설자가 부담한 대불비용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나갈

려도 제기되었다.  

계획이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거의 모든 나라의 고민이었는데 많은 의료
선진국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포괄수가제’ 라는 지불방식을 도입하여 운영하
고 있다. 포괄수가제(DRG: Diagnosis Related Group Payment System)는 치료과정이 비

516

선진화 개혁

제6편 약사법 개정: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와 보건의료 개혁

517

슷한 질병군(환자군)별로 제공된 의료서비스의 종류와 관계없이 미리 책정된 정액진료비를

함하는 포괄수가제를 확대하여 보장성을 높이고 재정소요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둘째,

지불하는 일종의 ‘입원진료비 정액제’ 이렇게 정하여진 정액진료비 전체에 건강보험이 적용되

7개 질병군은 정책효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하여 우선 확대하고 중장기 포괄수가 개선방안

어 입원환자는 진료비의 20%만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은 국민, 의료계와 공감대를 마련하여 추진하며, 세째, 의료계가 필요한 연구를 실시하되 정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및 학계에서 그동안 이 제도에 대하여 많은 연구와 논의를 하여왔다.

부가 연구비용을 지원하여 의료계가 책임감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

1994년 보사부차관과 민간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2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의료보장

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2012년 7월부터 모든 병・의원을 대상으로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고,

개혁위원회의 제도 도입 건의가 있었다. 1995년에는 ‘포괄수가제(DRG) 지불제도 도입 검토

2013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급 이상에도 당연 적용하기로 하였다.  

협의회’를 구성・운영한 바 있다. 1997년 2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5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포괄수가제를 확대 시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반대의견이 있었다. 포괄수가제를 통하여 의

한국형 포괄수가제 모형을 개발하였다. 2002년부터 8개 질병군에 대하여 요양기관에서 선택

료비를 통제하게 되면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되며, 환자들에 대한

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실시하였다. 2003년 9월 이후에는 정상분만을 제외하고

최선의 진료 대신 평준화된 진료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최신 의료기술 도입이

수정체수술, 편도선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맹장수술, 자궁수술, 제왕절개수술 등 7개 질

어려워지며 이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 국민들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라

병군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포괄수가제를 시행하였다.

는 주장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진료량에 비례하여 보상받는 행위별 수가제를 선호함에 따

의사협회 집행부는 2012년 5월 2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①준비되지 않은 포괄수가제의

라 이러한 선택참여 방식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

강제시행 반대, ②원가이하의 의료수가 현실화 및 적정진료의 통제기전 마련, ③의료의 질 저

를 위하여 현행 행위별수가 지불제도의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OECD도

하 방지를 위하여 선보완 후시행 요구, ④의사단체를 전문가 단체로 제도시행의 파트너로 인

2010년 6월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프랑스・독일・호주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포

정하고 존중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괄수가제(DRG)를 입원분야에 적용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반면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은 포괄수가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포괄수

이에 보건복지부는 행위별수가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다양한 건강보험 지불제도를 운영

가제는 진료량의 증가에 의한 경제적 이득이 없어 적정진료가 가능하며, 비급여 진료항목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를 당연적용 방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포함한 정액의 진료비를 부담하도록 하여 환자 부담이 줄어들고 건보 재정의 예측가능성도

되었다. 2002년부터 7개 질병군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포괄수가제를 시행한 결과 환자만족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청구·심사·지불절차 간소화로 행정비용이 줄어들고, 진료의

는 96%로 행위별 수가제(87%)보다 높았다. 재입원율은 행위별 수가제와 차이가 없어 의료

자율성이 확대되며, 의료인과 보험자 간 갈등이 줄어들어 의료계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의 질 저하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8월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보건의료

정부는 포괄수가제 참여 대상인 4개 진료과(외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전문가 자

개혁을 위한 10대 정책제언의 하나로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포괄수가제로 단계적으로 개편할

문회의 11회, 현장 의사들의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 20회 등 마라톤식 소통을 통하여 의료

것을 정부에 권고하였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12월 연두업무보고에서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

제를 2012년 7월부터 병의원급에 당연적용하여 확대하겠다는 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보건의

여 의료계가 포괄수가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달라고 설득하였다.

료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차질 없이 보건의료 개혁을 마무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는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에 반대하여 2012년 5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각계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

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를 선언하였다. 안과의사회는 6월 9일 1,000여 명이 참

를 구성하여 2011년 9월부터 총 7차례 회의를 개최하였다. 2012년 2월에는 건강보험과 관련

석한 가운데 포괄수가제 강제시행 반대집회를 개최하고 제도시행(7.1) 이후 1주일간 백내장

된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약칭 건정심)에서 의사협회, 병원협회가

수술을 거부할 것을 결의하였다.

참여한 가운데 포괄수가제의 확대 시행 방안과 중장기 로드맵을 심의・의결하였다.
건정심에서 의결한 포괄수가제 발전방안은 첫째, 입원환자에 대하여 비보험・비급여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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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을 수 없고, 주장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2012년 6월 13일에는
경기도 의사회가 ‘수술거부 신중’ 입장을 발표하고, 산부인과의사회는 ‘제왕절개 수술 거부

종별

환자부담금 변화

기존 행위별수가

개정 포괄수가

(급여+비급여)

전체

300,434

379,728

79,294

20.9

수정체수술

177,281

237,546

60,266

25.4

7개 질병군

없음’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어 병원협회와 전문병원협의회가 진료거부 불참을 선언하는 등
의료계 내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단위: 원)

포괄수가제 도입 이후 병・의원 수술비 변화(2012.7.1부터 적용)

병・의원
평균비용

정부는 환자의 입장에서 원칙적으로 대응하고, 진료거부 등 집단행동에 대하여 엄중 대처

본인부담 감소액

본인부담 감소율
(%)

편도수술

150,559

169,594

19,035

11.2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의료계가 진료거부에 나서지 않도록 대화와 설득을 강화하였다. 포괄

충수절제술

385,219

423,033

37,814

   8.9

수가제 참여 대상인 4개 의사회 임원들을 만나 행동자제를 요청하였고, 건강보험공단, 건강

탈장수술

213,837

292,979

79,142

27.0

보험심사평가원, 보건소 등 직원이 전체 개원의를 직접 방문하여 파업에 불참할 것을 설득하

항문수술

161,318

190,109

28,791

15.1

자궁적출술

396,910

502,386

105,476

21.0

제왕절개술

295,251

397,169

101,918

25.7

였다. 또한 보건복지부(129),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진료거부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진료거부 사례를 집중 모니터링하는 한편 불법 수술 거부자는 의료법, 국민건강보

※ 자료: 보건복지부

험법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원칙적인 대응과 언론, 시민단체 등의 비판여론 등을 고려한 끝에 의사협회
는 2012년 6월 18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일반인과 환자 각각 1,000명씩을 대상으로 설문조

이렇게 지불하는 비용에는 수술과 관련된 진료뿐만 아니라 수술로 인한 합병증이나 환자

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수술거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012년 6월 29일 여

가 입원 당시 같이 앓고 있던 질병의 치료에 대한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포괄수가제를

론조사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일반인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확대하면서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진료항목(비급여) 중 많은 부분에 대하여 건강

포괄수가제를 계획대로 실시하자는 결과(지불제도 선호: 포괄수가제 51.1% 행위별수가제

보험 혜택을 적용하여 이전보다 의료비 부담이 평균 21%나 감소하게 되었다.

23.3% 모름 25.6%, 시행시기: 계획대로 50.7% 연기 27.1% 모름 22.2%)로 나타났다. 의사

이처럼 직접적인 의료비 감소 효과 외에도 포괄수가제 하에서는 불필요한 검사를 많이 할

협회가 직접 병의원의 협조를 얻어 병의원 내원자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수록 의료기관이 손해를 보게 되므로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과잉검사나 항생제 남용

는 조사방식 등의 논란은 있었으나 시행시기를 연기하자는 의견(시행시기: 계획대로 8% 연

등을 억제하게 되어 국민건강권을 더욱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정부나 국민 입장에서도

기 70.6% 모름 21.4%)이 좀 더 많았다.  결국 2012년 6월 30일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

의료비 예측이 훨씬 수월하여져 합리적인 지출 계획을 수립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서 수술거부 입장을 공식 철회하였다.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제도 시행에 앞서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의료의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

2. 주요 제도개선 내용

련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포괄수가제 적용 대상인 7개 질병군은 상대적으로 그 시술
난이도가 높지 않고 실제 입원일수, 비용의 편차도 크지 않아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 시행하

포괄수가제 확대 실시에 따라 2012년 7월 1일부터는 총 3,282개 병·의원(2011년 말 기준)

더라도 진료의 질이 낮아질 우려는 크지 않다는 것이 보건정책 전문가들의 주된 의견이다.

에서 7개 질환군에 해당되는 환자는 사전에 정하여진 금액만을 지불하고 별도의 추가부담

그러나 만에 하나 의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과 동시에 포괄수가 적

없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입원한 기간 동안 제공

용환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질 관리를 강화하였다. 7월 1일부터 모든 병의원은 포괄수가제가

된 검사, 수술, 투약 등의 종류나 양에 상관없이 어떤 질병의 진료를 위하여 입원하였는지에

적용되는 진료환자에 대하여 의료의 질 점검표를 작성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따라 정하여진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같은 질병이라도 환자의 중증도와 의료
기관 종류에 따라 지불하는 가격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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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합의하여 7개 질병군 진료의 질 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18개 지표(수술 전 필수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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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이용률 등)를 이미 선정하였다. 이들 지표를 바탕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그 결

용 방식으로 전체 병의원에서 시행하도록 하여 그간의 과잉진료 관행을 줄이고 의료비를 절

과를 토대로 진료비 가감지급방식으로 보상하거나, 다음번 수가 계약 시에 반영하여 의료의

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은 큰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까지 제도를 확대 시행하여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2013년 7월로 예정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확대 실시를 위하여 종합병원 급 이상의 의

3. 성과와 향후 계획

료기관에서 주로 치료하는 소아백내장, 제왕절개 후 과다출혈로 자궁동맥색전술·풍선확장
술 시행하는 경우 및 중환자실 이용 환자에 대하여 추가보상체계, 적용제외, 환자분류체계

우리나라의 환자 1인당 평균 재원일수는 16.7일로 2009년 OECD국가 평균 8.7일보다 8일

조정 등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포괄수가발전협의체’ 자문 등 의료계와의 협의를

이나 많다. 이는 퇴원하여도 되는 환자가 계속 입원을 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게

통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면서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

되고 환자 본인의 의료비 부담도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포괄수가제는 이러한 구조적인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포괄수가제도의 특성을 반영하는 조정원칙, 방법, 주기, 절

과잉진료를 억제할 수 있는 제도로 주목받아 왔다.

차 등에 대한 세부방안을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화하는 것도 2013년부

이는 2000년부터 시행하여 온 의료기관 자율적 참여에 의한 포괄수가제 평가결과에서도

터 종합병원급 이상에 적용하기에 앞서 해결하여야할 시급한 과제이다.

충분히 입증된 바 있다. 포괄수가제 대상인 7개 질병군 입원환자의 내원일수는 평균 9% 감

이를 위하여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환자 중증도, 투입된 자원의 양 등을 반영한

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체 수술의 경우는 내원일수가 36.6% 감소하여  감소율이 가장

환자분류체계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원가에 기반한 수가 책정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

높았다. 감소율이 가장 낮았던 탈장 수술의 경우도 13.4%의 감소율을 보였다.  

인 수가조정을 통하여 적정 진료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임상진료지침 및 병

1인당 총약제비는 평균 45% 감소하여 입원진료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불필요한 약제와 고

원 내 임상경로 등의 개발과 교육·보급·확대 등 의료계가 자발적으로 질 향상 노력을 할 수

가약 처방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항문수술의 경우 1인당 총약제비가 76.5% 감
소하여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감소율이 가장 낮은 탈장수술도 15.5%의 감소율을 보이

포괄수가제 중장기 과제

는 등 약제비가 크게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7개 질병군 입원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9.3%로 행위별수가제 입원환자의 보장
률 61.7%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비급여, 비보험 비용까지 포괄수
가에 반영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므로 환자의 전액 본인부담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나타
난 현상이다. 아울러 2002년～2010년 기간 중 건당 진료비 연평균 증가율이 행위별 수가는

구분
질병군
환자분류체계
전면 재정비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확대

추진기한
~2013
(제도화)

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포괄수가제 도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성과들이 충분히 입증되었음에
도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여 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제도의 혜택을 국민들이 피부

개정안을 마련
(건보법 시행령에 근거 마련하여 제도화 예정)

치료방법 등을 포함하여 지침을 개발하도록 지원
(의협, 병협 매칭펀드 방식지원/매년 20억 규모)
의료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비용수집체계

원가기반 수가책정
체계 구축

~2013

한편 포괄수가제 적용 기관과 행위별수가제 적용 기관을 비교하여 볼 때 수술 전 이상소견
율과 수술후 합병증 발생률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의료의 질 저하 문제도 우

의료계가 주도하여 중증도, 연령보정, 다양한 처치 등을 반영한 전면

의료계가 주도하여 다빈도 입원질환을 우선적으로 입원적응증, 검사,
계속

3.3%였으나 7개 질병군 포괄수가는 2.7%로 나타나 건강보험 재정지출 절감에도 기여한 것
으로 평가되고 있다.

내용

(자료제공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와 수가책정기전 및 조정계수
(가칭 포괄수가용 환산지수)를 마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주

의사-병원비용의
명확한 구분
통합모형 및
운영체계 구축

의협, 병협에 연구과제를 발주하여 의사-병원비용을 명확히 구분할 수
~2014

방안을 마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주

~2016

신포괄수가에서 비포괄영역의 모형타당성, 포괄수가 모형과의 비용,
질 수준, 효율화 정도, 보장성 효과 등을 비교분석하여 통합모형안 마련

※ 자료: 보건복지부

로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포괄수가제를 병의원의 자발적 참여가 아닌 당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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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과감한 지원을 펼쳐 나가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포괄수가제

다는 보건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자사제품의 채택・처방・판매를 유도하기 위한

확대에 따른 의료의 질 관리 강화를 위하여 모니터링 및 질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급여적정성

부당판촉활동이 널리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평가 및 가감지급 등 환류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비용은 결국 최종소비자인 환자와 국민에게 전가된다. 2007

한편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가 비교적 단순한 수술에 적합한 모형으로 개발되어 암이나 중증

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약품 시장에서 발생하는 금품 또는 향응 제공 등 리베이트가 의약품

질환 등 복잡한 수술을 포함하는 전체 질병군으로 확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총매출액의 20%를 차지한다고 보고 2006년 시장규모 10조 5,000억 원을 기준으로 소비자

위한 노력의 하나로 2009년 4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행

피해액을 약 2조 1,800억 원으로 추정한 바 있다.

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가 병행되어 적용되는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리베이트에 의한 의약품 사용 및 거래가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종전에는 이를 처

1차 시범사업은 2010년 6월까지 척추수술 등 20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차 시

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였다. 특히 리베이트를 수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비

범사업은 2010년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입원환자에 대하여 76개 질병군을 대

하여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가 어려웠다. 형법의 배임수재죄는 의료기관 개

상으로 실시하였다. 3차 시범사업은 2011년 7월부터 실시하였다. 일산병원에 대하여 553개

설자나 약국개설자에게 적용되지 못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

질병군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부산의료원・대구의료원・남원의료원에 대하여 76개 질

정 거래행위로서 제재 대상이 되려면 리베이트 제공 강요가 있어야 하나 이를 입증하기 곤란

병군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어 2012년 7월부터는 일산병원과 전국의 40개 공공병원에서

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법령상의 공백으로 실효성 있는 규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리베이

전체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550개 질병군(입원환자의 약 93% 적용)에 대하여 4차 시범사업

트를 주고받는 데 대한 의약품 거래 당사자의 문제의식 약화 등 불법 리베이트를 통한 의약품

을 실시하고 있다.

거래 관행은 더욱 심화되었다.

또한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하여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함과 아울러 입원영역 이외의

이와 같은 리베이트 거래 관행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신약개발을

일반화된 당일 수술과 의료급여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신질환, 혈액투석에 대하여 외래형 모

위한 제약사의 R&D 투자 등을 위축시키는 등 제약산업의 장기적 발전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델을 개발하고 있다.

영향을 미치게 된다.

향후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향후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와 신포괄수가제의 문제점을 보
완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하되 2015년까지 통합모형을 확정하여 전면 제도화할 예정이다.

2008년 국회보건의료포럼 주최의 ‘의약품 유통질서 투명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전재희 보
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제약산업을 신성장산업으로 만들기 위하여 불법 리베이트 근절 등 의
약품 유통개선을 통하여 R&D 투자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리베이트 척결을 위
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장기간 토착화된 관행을 단기간에 쉽게 바꾸기는 쉽지 않았다.

제4절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만연하여 있는 토착비리를 척결하라.”고
지시하는 등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어 2월 24일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1. 제도 도입 배경 및 경과

“우리 사회 곳곳에 여전히 제도화된 비리가 상존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여 의약품 리베이트
등 납품 관련 비리를 엄정 단속하라.”고 검찰에 지시하였으며, 이는 검찰 등 관계부처의 리베

의약품 리베이트란 의약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 판촉활동으로 제약회사 등
공급자로부터 보건의료인 등이 받는 접대성・대가성 경비를 말한다.

이트 수사 강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의약품 거래와 관련된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으나, 수수자

우리나라의 제약산업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품질 경쟁력 확보가 미흡한 상태에서 내수

에 대하여 명시적인 형사처벌의 근거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수사 강화만으로 리베이트 문제

시장 중심으로 성장하여 왔다. 제약회사들은 리스크 부담이 많은 신약 개발보다는 손쉬운 제

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의료계의 제약업계에 대한 영향력을 감안할 때,

네릭의약품 생산과 영업경쟁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가격 및 품질 경쟁보

리베이트 수수자인 의료인이 리베이트가 범죄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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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었다.

리베이트 조사 개념도

2010년 2월 16일 정부는 리베이트에 의한 거래관행을 근절시키고 국민과 환자의 약값부담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발표하고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핵심 대안으로 리베이트 처벌 강
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처벌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처
방하거나 구매하는 과정에서 제약사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형
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리베이트를 수수한 금액이나 위반횟수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도 현행
2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연장하는 것이었다. 또한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수수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을 덜어주면서 궁극적으로 ‘제약산업 발전 및 선진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의약품 거래

공정거래위원회

검찰ㆍ경찰

고발

정보공유
수사의뢰

자료분석
보건복지부

조사의뢰

고발

조사의뢰

처분의뢰

공동조사
(약사감시)

자료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청·시도

국세청

거나 거래사실, 가격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제약사, 도매업소
및 의료기관・약국에 대하여 국세청에 세무조사도 하는 등 제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의약품 거래 관련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으나, 수수자에 대하여 명
시적인 형사처벌의 근거조항이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 등에 따라 국회에서도 리

기회 및 기업의 정상적인 판촉활동은 보장하되, 거래 또는 제품 채택・처방 실적과 연관된 사
례비와 랜딩비 등은 엄격하게 제한된다.

베이트를 받는 의사・약사 등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이에 따라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시행규칙에 의사·약사에 대한 불법 리베이트 수수시

의료법・약사법 등을 개정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국민의 여론에 힘입어 보건복지

부과되는 자격정지 세부 기준과 법률에서 위임된 허용 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를 규정

위원회 상정 3개월 만인 2010년 4월 28일에 전격적으로 통과되어 2010년 5월 27일 공포(11

하게 되었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는 하위법령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리베

월 시행)되었다.

이트 예외범위 규정)을 위한 TF를 구성, 운영하였다(2010.6~7).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한
공정경쟁규약과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한국제약협회의 자율협약에서 규정한 사항 등을 토대

2. 주요 내용

로 한 논의 결과,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등 법률에서 열거한 6개 예외 항목 이외에 의약
전문서적 등 물품, 경조사비, 명절선물, 강연료, 자문료, 신용카드 포인트 등 6개 항을 허용항

리베이트 쌍벌제의 주요 내용은 약사·한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
사자는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
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목으로 새로 추가한 시행규칙안이 마련되었다.
시행규칙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논란을 거쳤다. 규제개혁위원
회는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원칙은 크게, 예외는 작게’라는 기준으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료인, 약사 등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를 부과할

로 최소한의 예외만 허용되도록 시행규칙안을 수정하여 다시 심사하기로 하였다. 최종 심사

수 있고, 불법 리베이트 제공자뿐만 아니라 수수자도 형사처벌 대상임을 명시하여 수수행위

결과, 규제개혁위원회는 법률에 열거한 6개 항목에 대하여 법률의 취지를 살려 일부 내용만

쌍방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리베이트로 받은 경제

을 수정한 채 모두 허용하되, 시행규칙에서 추가한 6개 항목에 대하여 신용카드 수수료를 제

적 이익은 전액 몰수하도록 하였다.

외하고는 모두 허용하지 않기로 하고 최종 개선 권고 결정을 내렸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카

그러나 제약업체 등의 판매촉진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고, 공

드사를 통한 우회적 리베이트 제공을 막기 위한 것으로 근거규정이 없을 경우 탈법적 리베이

식적인 의료 및 연구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단서조항

트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재심사까지 가는 치열한 논

을 통하여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경제적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범위를 시행

의 과정은 사회적 합의를 찾아 더 바람직한 규제를 마련함으로써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칙에 정하도록 하였다. 여기에 따르면 학술대회, 제품설명회 등 의료인의 의약품 정보습득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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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법령상의 정비와 함께 실제 리베이트 발생에 대한 수사・조사 등 단속도 강화되었

제5절 약제비 인하 및 약제관리체계 개선

다. 보건복지부는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국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유관기관
과 범정부적 리베이트 단속 공조체계를 구축하였다. 2011년 4월에는 연중 수시로 리베이트에

1. 제도 도입 배경 및 경과

대한 전문적이고 전방위적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정부합동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을 서울 중
앙지검 내에 설치・운영하였다. 그 결과 2011년에는 제약회사 8개, 도매상 3개 등에서 제공한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진료비·약품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건강보험 수입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하였다. 해당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 받은 의사・약사에 대하여도

구조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으므로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하여 약제비를 적

세부적인 위반행위 확인・검토 과정을 거쳐 관련 처벌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절히 관리하기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제재와 더불어 불법 리베이트가 근절될 수 있는 전환점 마련을 위한 보건의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지출 중 의약품 지출 비율은 2009년 기준 21.1%(OECD Health

료 각계의 공감과 자율적 자정노력도 뒤따랐다. 병원협회, 제약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들

Data, 2011)로 OECD 회원국의 의약품 지출수준인 14.5%(OECD Health Data, 2011)보다

은 2011년 12월 21일 의약품 거래에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큰 틀과 원칙에 합의하고

높은 수준이다. 또한 2011년 건강보험에서 지출한 약품비 규모는 약 13조 4,000억 원이며, 약

스스로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는 자정선언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보건의약 단체의

품비는 진료비 증가율(연평균 10.3%)을 훨씬 상회하여 연평균 12.2%(2002~2011)씩 지속

자정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고 보건의료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 중 특허신약은 약의 R&D 및 임상시험비용 등의 개

3. 성과와 향후 계획

발비용을 고려하여 높은 가격을 책정하고, 특허기간이 만료되면 보험에 등재되는 순서에 따
라 오리지널약 및 제네릭 가격을 체감하는 계단형 가격산정구조로 운영하였다. 문제는 특허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은 2010년도 국민과 기업이 뽑은 ‘규제개혁 Best’ 중 8위로 선정되었
다. 이는 쌍벌제 시행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2011년 말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

기간이 만료된 오리지널 및 제네릭은 개발비용이 소요되지 않고 생산원가가 저렴함에도 등
재 순서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약가를 부여 받았다. 경제수준을 감안한 구매력지수(PPP:
Purchasing Power Parity)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제네릭과 외국의 제네릭 가격을 비교하여

하면 응답자의 73.3%가 리베이트 근절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리베이트를 받는
대상인 의・약계 응답군에서 효과가 있었다는 답변이 89.2%로 높게 나타났다.
앞으로도 정부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하여 관계부처 공조를 강화하여 적발・제
재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공자・수수자에 대한 제재 수준을 높이는 등 관련 제도를 보

국내 제네릭 가격 대비 외국 약가
(가중평균가)
1.2
1.0

강하여 나가는 동시에 ‘제약산업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보건의료 분야 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도 병행하여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제약산업 발전 방안과 관련하여 2012년 8월 2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0년
세계 7대 제약강국을 향하여’라는 주제의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한국제약협회 회장은 리베
이트 감소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으며 업계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정부와
보건의료계 관련 당사자들의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의약품・의료기기 시장이 투명
하여지면서 제약사의 R&D 투자 여건이 개선되고, 미래 신성장동력으로서 제약산업의 발전

0.8
0.6
0.4
0.2
0
한국

스웨덴

노르웨이

스페인

대만

이탈리아

일본

미국

※ 자료: 보건복지부

과 함께 보건의료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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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우리나라 제네릭 가격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생산원가 대비 약값이 높게 책정되는 제도에서 제약사는 굳이 위험부담이 큰 신약개발 보
다는 영업활동을 통하여 매출을 늘리는 쪽으로 힘써 제약산업은 영업활동 위주로 수많은 경
쟁업체가 난립하는 가운데 불공정거래행위도 관행처럼 행하여져 왔다.

약가제도 개편 주요 내용
2012.1 이전

(%)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및 제네릭의 가격을

90

인하하여 리베이트의 원천이 되는 약가거품을 제거하여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80

자 하였다. 특히 2011년 7월 22일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부담 경감 및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100

100

인하

80
68
(80*0.85)

70

61.2
(68*0.9)

를 위하여 약품비 비중을 줄일 수 있도록 약가를 인하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였다.
정부도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2011년 8월 12일 약가제도개편에 대한 방안을 발표하고, 전문가 및 각계 의견

60

55.08
(61.2*0.9)

50
오리지널

오리지널(1st 제네릭 등재 시) 1~5번째 제네릭

6번째 제네릭

7번째 제네릭

을 수렴하여 2012년 1월 약가제도를 개편하였다. 2012년 이전 등재된 의약품은 신규등재 의
약품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변경된 제도에 따라 약가를 재평가하여 약가를 인하하였다.

2012.1 이후

(%)

2. 주요 내용

100

100
90

약가제도 개편은 계단식 약가제도를 폐지하고 2012년부터 동일효능(동일제제) 의약품의
동일가격 원칙을 적용하여 보험등재 순서에 관계없이 제네릭과 오리지널 의약품 모두 특허만

80

1st 제네릭 등재시

70

70

59.5
(70*0.85)

료 전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의 53.55%로 조정하는 것이다. 또한 이미 등재되어 있는 의약품
에도 동일효능 동일가격 원칙을 적용하여 약가를 53.55%로 재평가하여 인하하였다.
그러나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및 R&D 촉진을 위하여 단독등재, 퇴장방지의약품, 기초수

60

12개월 경과

53.55
(59.5*0.9)

50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1st 등재 시 오리지널

제네릭

전체

액제 등 약가인하로 공급차질이 우려되는 필수 의약품은 인하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개량신
약, 혁신형제약기업의 제네릭・원료합성 제네릭 등도 약가를 우대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
고 제약 산업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억 원, 본인부담 5,000억 원)의 국민 부담을 감소시켰고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
하였다. 특히 경실련, 민주노총 등에서 약가인하 지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정책에 대한 사

3. 성과와 향후 계획

회적 정당성도 확보하였다.
정부는 약가인하와 더불어 약의 적정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병원이 약품비를 줄이면

정부가 약가를 큰 폭으로 떨어뜨리고자 하자 제약계는 약가인하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도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확대 실시하고, 전문가들이 만든 처방안내 지침을 마련하

하였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범부처적으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하는 한편, 제약계와

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여 약의 복용법, 약값 정보 등을 알려주는 등 과도한 약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약가를 인하할 수 있었다.

방을 줄이려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약가 재평가를 통하여 약값을 평균 14% 인하함으로써 1조 7,000억 원(건강보험 1조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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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의 경우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의 의식 변화가 수반되지 않으면
완전히 근절되기 어려운 만큼 강도 높은 적발 및 제재와 더불어 지속적인 관련자들의 자정 노
력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포괄수가제, 의료분쟁조정제도 등이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하여
의료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

제3장

이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화 노력이 필요하며, 제도 시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점은 즉각 보완하여 나가야한다. 또한 포괄수가제 종합병원급 이상 확대

향후 과제

등 예정된 제도개혁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당면한 핵심 보건의료 개혁과제를 완성하여 나가
야 할 것이다.
특히 중요한 남은 과제는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뛰어난 접근성
과 높은 질이 보장되면서도 적절한 비용으로 모든 국민이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 혜택을 누
릴 수 있는 보건의료 제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의료의 양과
비용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도입하고, 과잉진료와 짧은 진료시간으로
인하여 저하되는 의료의 질을 높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정책 전 분야에서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정책 추진을 통하여 소비자 권리

이명박정부는 그간 수요자 입장에서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보
건의료 정책을 꾸준히 펼쳐온 결과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 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 등 많

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의료공급자는 고도의 자율성과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은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포괄수가제 시행, 건강보험 약가 인하 등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이
는 친서민 정책을 시행하여 서민생활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척결
과 선진화된 유통질서 확립을 추진하여 기존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사회 구현에 일
익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개별적인 성과도 하나하나 큰 의미가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여러 이익단체들의
대립 속에서 표류하던 여러 난제들을 해결함으로써 향후 보건의료 개혁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보건의료 개혁과정을 통하여 글로벌 스탠
더드에 부합하는 선진화된 보건의료 체계 구축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 과정에서 보건의료
의 합리적 소비자로서 목소리를 강화하고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보호하겠다는 시민의식이
크게 성장하였다는 점도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가 단기적인 제도 개선을 넘어 보건의료의 새로운 문화로 조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 정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 실시는 의약품 이용에 있어 소비자 주권 강화를 위한 큰 발걸음을 떼게 한 정책이지만
아직 유통되는 품목 수의 제한, 판매 장소의 지역적 편차 등 해결하여야 할 과제도 많이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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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있는 과제  

이명박정부는 산업화, 민주화 시대를 넘어 선진화 시대를 열어가는 것을 시대적 소명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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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하고, ‘선진 일류국가’를 국정목표로 삼아 선진화 개혁에 착수하였다. 선진화 개혁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전개되었다.
우선은 시장친화적인 경제시스템을 구축하여 민간의 자율과 창의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발
전하는 활기찬 시장경제를 지향하였다. 이를 위하여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원칙으로 그동안

제1장

자율적인 경쟁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시스템을 정
비하였다. 공공부문은 기능조정을 통하여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민간에 이양하
고, 공공부문은 작지만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개선하였다.

선진화 개혁의 성과

또 다른 중요한 한 축은 급속한 산업화의 압축 성장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되었던 절
차적 정당성을 바로 세우기 위한 공정한 사회의 추진이다. 공정한 사회는 모든 국민에게 공정
한 기회를 부여하고,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면서 패자에게는 재기의 기회
를 제공함으로써 함께 잘사는 따뜻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활기찬 시장경제가 선진 경제시스템으로의 도약을 위한 과제라면, 공정한 사회는 선진국으
로 도약하기 위한 윤리적·실천적인 사회적 인프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선진화 개혁은 그동안 이해관계집단들의 조직 이기주의 때문에 실천하지 못하
였던 산업별 선진화도 적극 추진하였다. 서비스산업 선진화, 노사관계법 개정, 신용·경제 분
리를 통한 농협개혁,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 등 보건의료분야 개혁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선진화 개혁은 우리 경제·사회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선진국가로 도약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첫째, ‘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 경제시스템을 개편하고,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제약하던 각

선진화 개혁은 많은 이해관계집단의 이해가 얽혀있고, 각자의 철학과 이념에 따라 호불호가

종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활기찬 시장의 기반을 만들었다. 주요 국제기구들은 이명박정부 출범

극명히 갈리는 과제로 전반적인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고, 개혁의 성과에 대하여 논란의 소지

전 10년간 기업 투자감소에 따른 자본형성의 부진과 생산성 둔화 등으로 우리나라의 국가경

도 있는 과제이다.

쟁력이 정체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여기에서는 앞에서 기술되었던 많은 선진화 개혁 과제가 가지는 의미와 성과를 살펴보고,

이명박정부는 시장의 활력을 저해하는 덩어리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였다. 기업규제의 상

추진과정에서 아쉬웠던 부분을 점검함으로써 앞으로 보완·발전시켜나가야 할 과제를 도출

징처럼 인식되었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도록 하였

하여 본다.

고, 금산분리 완화를 통하여 금융산업의 선진화 기반을 닦아놓은 한편, 과도하고 불합리한 수
도권 규제와 토지 규제를 완화하여 외국인투자 유치 등이 활성화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시장 진입장벽을 철폐하고, 각종 인허가를 원칙허용방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창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각종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하여 시장에서의 자율
적인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였다. 이를 통하여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자율과 창의에 의
한 성장과 발전이 가능한 시장기반을 구축하였다.
둘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조직통폐합 등을 통하여 작지만 효율적
인 공공부문으로 개편하였다. 우선 정부조직은 행정환경이 융복합되는 추세에 맞추어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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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수행하는 부처를 통합함으로써 작지만 효율적이고,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하였다.

리를 지었다.
3개 정부에서 10여 년간 논의해오던 노사관계법 개정을 완료하였다. 복수노조 도입, 근로시

공공기관 선진화는 먼저 민간부문과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민간과 경합되는 기능은 민영화하

간면제제도 등 핵심쟁점에 대하여 노사 간 타협을 이끌어내고, 법 개정을 완료함으로써 과거

고, 독점의 폐해가 있는 분야는 경쟁을 도입하는 등 시장기능을 확대하였다. 공공부문에 남아있

의 투쟁적인 노사관계를 청산하고, 법과 원칙에 입각한 노사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게

는 기관은 정부조직개편방향과 같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통폐합하고, 존치되는 기관

되었다.

은 핵심역량중심의 기능개편, 인력감축 등 조직효율화를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

농협은 농업인이 주인인 조직이나 그동안 금융부문에 치중하고,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행되었다. 이를 통하여 24개 공공기관의 민영화와 지분매각, 36개 기관의 통폐합, 20개 기관의

을 위한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왔으며, 따라서 역대정부에서 신·경분리를 통한

핵심기능 조정, 가스산업과 방송광고분야의경쟁도입 등의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어 왔다.

농협개혁을 줄기차게 추진하여왔다. 하지만 전국단위 대규모 조직과 전체 농업인의 이해관계

특히 대규모 공기업인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은 많은 이해관계집단과의 지속적인 설

가 얽혀 추진이 번번이 무산되어 왔다. 이명박정부는 이러한 농업인의 바람과 많은 이해관계

득과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이루어낸 성과로서 앞으로 토지-주택 일관시스템에 의하여 서민주

집단을 적극 설득하여 결국 60년 만에 처음으로 농협의 지배구조를 신용부문과 경제부문으로

거지원 기능의 시너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분리하는 구조개혁을 성공함으로써 농협이 농업과 농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

또한 방송광고시장의 경쟁도입은 많은 중소방송사 등의 첨예한 이해관계로 많은 질곡이 있
었지만, 정부와 국회, 이해당사자들이 지혜를 모아 이루어낸 성과로 방송광고시장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공정사회라는 새로운 화두를 제시함으로써 차가운 시장경제를 보완하고, 함께 잘 사
는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전관예우 관행 개선, 공정한 납세, 공정한 병역 등은 그동안 기득권층이 누려온 불합리한 관
행을 근절함으로써 법과 원칙이 바로서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반을 마련하였다.
보건의료분야에서는 그동안 기득권의 이해관계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많은 대국민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안전상비의약품을 약국 외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 일곱 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 도입 등 기존 공급자 중심의 보건의료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였다. 리베이트 등 낡은 관행을 개선하여 약가인하를 단행함으로써
그 혜택이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하였다.
이러한 선진화 개혁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다지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

비정규직 차별개선, 학력차별 철폐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학력이나 정규직

한 과제이나 많은 이해관계집단 반발 등으로 역대정부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였던 과제이다. 이

여부에 상관없이 우리사회에서 능력에 따라 대우받는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꿈을

명박정부는 어려운 경제·사회여건 속에서도 이해관계집단의 설득과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분

가지고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사회여건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되었다. 특히 이러한 노

야별 선진화 개혁을 완수함으로써 국가 선진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력으로 최근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이 대폭 늘어나고, 기업들의 채용문화도 능
력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공정사회 추진의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산업부문에서는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 새로운 가치로써 자리잡아가고 있다. 중소기업
과의 상생·협력이 전체 국민경제는 물론 대기업에게도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중소
기업적합업종 선정, 중소기업 유통수수료 인하,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관행 개선 등 많은 개
선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불합리한
관행이 많이 사라진 것 등도 부수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역대 정부에서 산업분야별로 경쟁력 강화와 대국민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많은 이해관계집단의 반발로 계속 지연되었던 구조개혁과제를 이명박정부에서 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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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는 공공기관 선진화의 집행과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통폐합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어려운 경제여
건에서 일자리의 급격한 축소를 막기 위하여 고용을 유지한 상태에서 추진을 하여야하는 어려
움이 있었다.

제2장

더욱 어려운 것은 민영화의 추진이었다.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민영화를 추진
하다보니 제값을 받으면서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업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선진화 개혁과정에서의
미흡한 점

민영화 계획이 수립된 많은 기관이 적절한 매수처를 찾지못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
운 일이다.
셋째, 서비스산업 선진화는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는데 한계
가 있었다. 이것은 무엇보다 기득권을 가진 세력의 조직적인 반발과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었다.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와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였던 투자개방
형 의료법인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이 무산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기존 병원들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도입되면 의료보험료 상승을 가져와 서민의 의료보장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
하며 조직적으로 반발하여 결국 법 개정이 무산되었다.

선진국의 사례나 과거 우리나라의 개혁과정에서 보듯이 선진화 개혁은 노조, 지역주민, 국회

서비스산업 선진화는 시장 개방화에 대비하여 우리 서비스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

등 다양한 이해관계집단이 관여하고, 기득권 상실, 실업 등 개인의 이해와도 깊이 관여되는 문

전시키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므로 국민적인 공감대 속에

제로 추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논란이 발생한다. 이명박정부도 이러한 개혁을 추진하는 과

서 다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정에서 아쉬운 점과 미흡하였던 부분이 있었고, 이는 앞으로 개혁을 추진하는데 있어 교훈으
로 삼을 필요가 있다.

넷째, 이명박정부는 활기찬 시장을 위하여 친기업적인 정책의 선진화를 추진하였던 것은 사
실이나, 이것이 친대기업적인 정책으로 비판받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각종 규제완화와

첫째, 정치적 논리에 의하여 선진화 개혁의 본질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이 있

경쟁도입 등은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여 경쟁과 효율을 통하여 성장을 이루자는 취지이지 대기

었다. 공공기관 선진화는 시장의 활력제고와 공공부문 효율화를 위하여 포괄적이고 광범위하

업을 위한 정책은 아니었다. 시장은 창의와 자율에 의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중소기업,

게 추진되어야 하지만, 공공기관 노조 등의 조직적 반발 등으로 국민적 공감대와 강력한 추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다른 정책을 통하여 적극 추진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었다. 이

의지가 없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과제다.

에 따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 추진, 맞춤형 복지의 확대, 나눔과 봉사의 문화 확산, 공

2008년에 소고기 수입과 관련된 촛불시위는 이명박정부 초기의 국정운영에 결정적 영향을

정한 사회의 추진 등이 모두 친서민·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이었다.

미쳤고 공공기관 선진화를 추진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소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시작

결국 정치적 논리에 의하여 선진화 개혁의 취지가 왜곡되고, 추동력이 약화된 점, 어려운 경

된 집회는 100일 이상 계속되면서 쟁점이 교육, 대운하·공기업 민영화 반대 및 정권퇴진 등으

제여건으로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 이해관계집단의 조직적인 반발 등이 선진화의 추진과

로 점차 확대되었다. 게다가 촛불시위가 정치적 성격으로 변질되면서 ‘물 값이 100배 오른다’

정에서 아쉬운 점으로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식의 민영화 괴담이 퍼지게 되었고, 결국 정부는 전기·가스·수도·건강보험 등 4대 부문은 민
영화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다. 왜곡된 정보에 의한 국민의 정치적 영향력이 공공기관 선진화
추동력을 약화시킨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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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이 완료된 상태로 향후 선진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현장정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우선 농협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물리적 지배구조 개편은 이루어졌다. 앞으로
는 농협이 농업인 지원과 농업경쟁력 강화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경제사업에 주
력하면서 경영합리화와 효율화를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제3장

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 포괄수가제 등 보건의료분야 개혁과제들도 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완료하고 시행에 착수하였다. 상비의약품 판매는 농촌 등 취약지역에 대한 보완대책 등 시행과

남아있는 과제

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등에 대하여 잘 대응하면서 향후 국민편익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대상의약
품, 접근성 등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복수노조와 근로시간면제제도도 시행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상생의 노사협력관계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서비스산업은 고용없는 성장 등 경제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개방경제하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진화를 지속 추진하여야 한다. 최근 K-pop 열풍과 함께 외래관광
객 1,000만 시대 도래 등 관광활성화를 통하여 서비스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전망은 우리 서비
스산업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고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선진화 개혁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다지고, 산업구조를 개편하는 과정으로 H/W적인 개혁작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명박정부에서 추진하였던 서비스산업발전

업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혁작업이 기대한 성과를 내기 위하여 그 후속조치와 운영

기본법 제정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산업별로 시장개방·경쟁도입 등 선진화를 추진하여야할

과정에서의 개선·보완이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그동안 선진화 개혁의 성과를 가시

필요가 있다.

화하기 위하여 남겨진 과제를 살펴본다.

넷째, 공정사회의 추진은 이제 시작된 공정사회의 가치가 전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첫째, 국가 발전과 선진화를 위한 개혁방향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최근 경제민주

사회문화로 정착되도록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고졸취업 문화가 일시

화가 새로운 화두로 제시되고 있다. 어려운 경제상황과 서민생활 속에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경

적인 현상이 아니라 기업과 국민의 인식을 전환시켜 능력으로 대우받는 사회로 발전시켜나가

제민주화를 경쟁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일면 이해도 되지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

야 한다. 전관예우 개선, 공정한 납세·병역 등도 지속적인 추진을 통하여 사회전반적으로 정착

으로 하는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무엇보다 자율과 경쟁을 통한 효율성을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경제분야에서는 이제 시작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문화가 기

보장하는 시장시스템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이끌어내는

업경영의 핵심전략이 될 수 있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인식전환과 함께 공동의 이익창출

국가발전시스템에 대하여 보다 균형있는 시각과 개혁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

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로 보인다.
아울러 정권 말에 인천공항 지분매각, 수서행 KTX 경쟁도입 등에 대한 논란에서 보듯이 공
공부문이 절대 선(善)이라는 잘못된 시각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민간과 공공부문은 서로 역

선진화 개혁은 우리 경제·사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개혁과정
이나 추진과정에서 다수 이해관계집단의 설득과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과제이므로 향후에도 국
민적 공감대를 형성해나가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나가야 할 것이다.

할을 분담하여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필요한 부분은 민영화하고, 공적기능이 불가피한 부분은
공공부문이 담당하는 균형잡힌 시각이 필요하다.
둘째, 이명박정부가 추진한 개혁과제들은 대부분 선진화를 위한 하드웨어적 개편 또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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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1] 정책일지
[부록 2] 집필참여자

부록 | 정책일지

2009년
일자

부록 1

1.14

3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서비스산업 인재양성/직업훈련확대/R&D 활성화)

1.16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수도권입지규제 개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공장입지규제 개선)

정책일지

3.3

출총제 폐지 법안(공정거래법개정안) 국회통과

3.25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

4.29

산업단지 리모델링 및 관리시스템 개선 발표(제12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4.30

은행법 개정안(박종희 의원안) 국회 통과

5.8

10개 분야에 대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
(차별개선/교육/콘텐츠/IT서비스/디자인/컨설팅/의료/고용지원/물류/방송통신)

[활기찬 시장 경제]
2008년
일자

주요 정책

주요 정책

5.28

최저자본금제도 폐지 등 개정상법 시행

7.20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 공익위원 합의안 채택

7.22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정부안 및 공성진 의원 발의안 국회 통과

9.1

노후산단 재생사업 4개(대구, 대전, 전주, 부산) 우선사업지구 선정

3.13

산업단지 규제개선 방안 발표

9.16

경기회복 및 지속성장을 위한 내수기반 확충방안 발표

3.31

금산분리 규제 완화 법령정비계획 발표(금융위원회 업무보고)

9.29

1단계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개선방안 확정: 26개 과제(제17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4.14

출총제 폐지 법안(공정거래법개정안) 입법예고

9.30

대구, 구미, 포항, 광주/전남, 장항 등 5개 국가산단 지정

4.22

산업입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국회 제출

10.10

금산분리 규제 완화 등 개정 금융지주회사법 시행

4.28

1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관광/의료관광/유학연수/지식기반서비스)

12.4

전임자・복수노조 제도 개선 관련 노사정 합의

4.30

대통령 ‘기업친화적인 창업 환경 구축’ 의지 천명 (제2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12.29

노후산단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개정

7.24

출총제 폐지 법안(공정거래법개정안) 국회제출

9.6

산업입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

9.18

2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

2010년
일자

(고용서비스/방송・통신・콘텐츠/법률/IT서비스・SW/보건・외식/전문자격사)

주요 정책

10.29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 구성

1.1

노조법 개정안 국회 의결 및 공포

10.30

제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 발표

1.19

기업경쟁력지원체계 1단계 구축사업 완료

11.24

박종희 의원 금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 대표발의

2.17

기업경쟁력지원체계 2단계 구축사업 완료

공성진 의원 금융지주회사 제도 개선 관련 법안 대표발의

2.26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구성

12.3

546

산업단지 분양가 인하를 위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

금융위, ‘저축은행 PF대출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 및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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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노후산단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산입법 시행령, 시행규칙)

4.8

유망서비스분야 일자리 창출방향, 콘텐츠-미디어-3D산업 발전전략 발표

4.28

2단계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개선방안 확정 (20개 과제, 제21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5.11

근로시간면제한도 시행 관련 노사정 합의

부록

547

부록 | 정책일지

일자

주요 정책

5.14

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

5.27

사회서비스 육성 및 선진화방안 발표

6.9

서비스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발표

6.25

금융위 등 「저축은행 PF대출 문제에 대한 대책 및 감독강화 방안」발표

7.1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

7.15

관광레저산업 육성방안 발표

8.11

글로벌 교육서비스 활성화방안 발표

9.9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방안 발표

10.26

‘인허가 선진화 방안’ 보고(제2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10.27

QWL밸리 조성계획 발표(제74차 국민경제대책회의)

11.4

반월시화·남동·구미·익산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 승인

일자

2011년
일자

주요 정책

1.27

원칙허용 인허가 추진점검단 구성(국경위)

2.17

부산, 대전저축은행 영업정지조치 부과

3.9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연수시설 입지제한 완화)

3.17

금융위 등, ‘저축은행 경영건전화를 위한 감독강화 방안’ 발표

4.27

서비스산업 선진화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발표

6.30

일감몰아주기 및 MRO 대응방안 발표

7.1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시행

7.4

금융위 등, ‘하반기 상호저축은행 경영건전화 추진방향’ 발표

7.12

관광숙박시설 확충 및 중국 관광객 유치확대 방안 발표

7.21

반월시화 QWL밸리 간담회 및 현장방문(제94차 국민경제대책회의)
금융위 등,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방안’ 발표

8.4

기업규제 한시적 완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개발관련 법령 개정

8.10

서비스 선진화 방안의 주요 추진실적과 향후 과제 발표

8.1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첨단업종 범위 조정)

8.19

3단계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개선방안 확정 (19개 과제, 제26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9.14

원칙허용 인허가 전환 대상 과제 확정 및 법령별 입법(총 149건) 추진계획 수립(법제처, 국무회의 보고)

9.18

제일 등 7개 저축은행 영업정지 조치 부과

12.30

대구, 대전 노후산단 재생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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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주요 정책

1.30

원칙허용 인허가 전환 대상 과제 추진상황 보고(142건 정부입법절차 완료, 제27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22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계획 발표

3.14

성과공유제 확산 방안 발표

5.6

솔로몬, 한국, 미래, 한주저축은행 영업정지 조치 부과

6.25

전주1산단 재생사업 지구지정 고시

6.28

미니복합타운 시범사업지 12개(경기 포천, 충남 예산 등) 지구 선정

7.4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촉진방안 발표

8.17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 추진 발표(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9.7

서비스산업 차별 완화방안 발표

9.13

금융위 등, ‘저축은행 건전경영을 위한 추가 제도개선방안’ 발표

9.24

4단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확정: 20개 과제

9.28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 고시

11.13

QWL밸리 비전선포식

11.20

투자 활성화를 위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11.28

서비스분야 IT활용 촉진방안 발표

[전관예우 관행 개선]
2011년
일자
5.4

주요 정책
대통령 금융감독원 방문
저축은행 사태 등 공직사회 전관예우 부작용, 국민과 언론 우려 심각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하여 우선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할 필요

5.17

공직자 윤리성 확보를 위한 전관예우 관행 개선방안 세미나(정부중앙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 한국행정연구원)

6.3

제3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정부중앙청사 별관3층 국제회의장)
- 공정행정 구현을 위한 전관예우 근정방안
· 공직윤리제도 개선, 공직 전문성 강화 등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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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주요 정책

2009년

공직자윤리법 개정계획 수립(정부안)

6.11

일자

업무 및 행위제한제도 도입
취업심사제도 개선 보완 등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포상금 상향(5만원→50만원)

2.6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기 의원 대표발의)

6.14

- 정부안을 기초로 의원입법 발의

주요 정책

주택 월세 등 현금거래 확인신청제도 확대(소비자상대업종 → 소득공제 제외업종 외)
4.29

산업단지 리모델링 및 관리시스템 개선 발표(제12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5.6

10차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실시(전문직 등 130명)

-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

9.25

11차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실시(전문직 등 150명)

6.23

공직자윤리법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

12.18

지하경제 양성화 및 탈루소득 발굴을 위한 ‘소득지출분석시스템’ 개발

6.29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7.29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10.30 시행)

10.28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 공포

※ 종전 의원 발의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반영(25건)
공청회(국회 행정안전위원회)

6.15

2010년
일자

- 추가로 취업제한 대상 업체로 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 등 고시

주요 정책
고소득 자영업자 상시 세무조사 실시(전문직 등 451명)

1.1

- 민생관련 탈세혐의 고소득 자영업자 등 103명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2012년
일자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주요 정책

현금매출명세서・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과소제출 가산세 부과

7.1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알리미 운영

9.26

전문직・병의원 등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제도 도입

4.1

- 재산등록의무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재산신고시 즉시 취업제한제도 안내

2011년
일자

[공정납세]
1.1

주요 정책
고소득 자영업자 상시 세무조사 실시(전문직 등 596명)
- 고소득 탈세혐의자 151명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2008년
일자

주요 정책

1.10

7차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실시(전문직 등 199명)

2.22

전문직 등 사업자의 현금매출명세서 현금영수증 인정제도 도입

7.1

현금영수증 발급금액(5천원) 제한 폐지 시행

8.21

8차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실시(전문직 등 136명)

11.28

9차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실시(전문직 등 14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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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체납정리 특별전담반 조직 구성(16개팀 174명)

3.9

체납정리 특별전담반 발대식 개최

4.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가맹점 스티커 부착 의무 시행

5.2

자영업자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5.26

은닉재산 추적조사와 특별정리 사례 발표와 체납정리 특별전담반 운영 방향 제시

9.3

국세징수법 제24조 개정안(지방청장에게 체납처분 권한 부여) 제출

9.15

상반기 운영성과를 주요 사례와 함께 보도하여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방향 제시

11.5

현금영수증 부당 발급·수취 관리 시스템 구축

11.14

현금영수증 모바일 전자카드(QR코드 등) 추가

12.31

개정법률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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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009년

일자

주요 정책
고소득 자영업자 상시 세무조사 실시(전문직 등 578명)

1.1

일자
병영 내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 개시

1.1

- 사치성 업종·호화사치 생활자 40명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 불성실 신고혐의 전문직·부동산 임대업자 등 70명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 현금수입 탈루혐의·민생침해 사업자 등 173명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1.6

개정법령 관련 후속 시행령 개정

1.31

GIS활용 부동산임대업관리시스템 구축

2.2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발급 신고기한 연장(1개월⇒5년)

2.28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조직 발대(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확대하여 17개팀 192명 편성)

3.12

전통시장 등 영세사업자의 현금영수증 전화발급서비스 제공

4.16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채권 조회 서비스 시스템 개발 활용하여 고액체납자의 매출채권 조기 파악

5.8

전 대기업 사주 등 숨긴재산 징수에 따른 보도자료 발표
-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대기업 사주와 대재산가의 고의적 세금 납부

9.12

호화생활 체납자의 숨긴재산 추적 징수에 따른 보도자료 발표

10.4

체납자가 은닉한 고가 미술품 적발에 따른 보도자료 발표

주요 정책

병역심사관리대 운영(육군 4개소)
2.6

병사용진단서 발급비용 국고지원

2.16

AIDS 검사 도입

3.1

공군병 지원자 체력검정 폐지

6.9

현역복무 부적합자 보충역 편입제도 신설

7.1

부대별 ‘新인성검사’ 시행(자대 병사용)

12.1

국외여행 출국확인제도 폐지(병역법개정)

12.7

법학전문대학원생 법무사관후보생 편입대상에 포함

2010년
일자
1.1

주요 정책
국외 영주권 공익근무요원 항공료 지원
중졸학력자 특기병 지원제도 도입

[공정병역]
2008년
일자
1.1

주요 정책
유급지원병제 도입

1. 6

교육소집 제외 보충역 제도 시행

1.25

현역병 복무중인 자에 대한 예술체육요원 편입제도 도입

2.8

병적증명서 인터넷 발급 공인인증제 적용

2.17

신체등위판정 보류제도 도입

4.1

병역심사관리대 확대(공군)

7.1

부대별 ‘新인성검사’ 시행(간부용)
육군 연고지 복무제도 도입

육군 의무병 필기시험 폐지
2.14

신체등위판정기준 개선(체질량지수(BMI)를 기준으로 신장체중 신체등위판정 등)

7.16

에버랜드와 휴가장병 무료이용 협약

5.1

군 자살예방교관 양성교육

9.11

FC서울과 휴가장병 무료이용 협약

10.8

전문연구요원 전직제한 요건 완화

9.20

병역명문가 취업우대 추진(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협조)

10.17

공익근무요원 선소집 제도 실시

10.1

공익근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제도 도입

12.26

바둑특기자 편입 분야 조정(예술→체육)

10.13

KBL과 무료이용 협약

무용특기자 편입인정대회 축소(국제대회로 한정)

12.29

국립묘지 안장 신청예정자 병적자료 국가보훈처 제공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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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1년
일자

주요 정책
고령사유 병역면제 연령 상향조정(종전 36세 면제→38세 면제)

1.1

징병검사 체계 개선(신체건강자와 정밀검사자 구분 신체검사 실시)

2.22

IPTV활용, 원격진료 시범사업 시연회(21사단)

3.1

해군 동반입대병 제도 도입

3.13

군의관 진료전념여건 보장을 위하여 ‘군의(軍醫)업무훈령’ 제정

3.21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정

혼혈인 병역감면제도 폐지

장기군의관 60세 정년 보장을 위한 ‘군인사법’개정

2.28

공익근무요원 학자금 이자납부유예제도 시행

3.8

병역면탈 감시 전담조직 ‘병역조사팀’신설

3.15

현역병 입영문화제 개최(연중)

4.21

대한변호사협회 등 11개 사회단체와 공정병역 협약(MOU) 체결

5.1～9.30

군 의료개혁 관련 민・군합동위원회 활동

7.1

인권업무 훈령 제정
‘그린캠프’ 운영제대 상향 조정(사단급 → 군단급 부대)

7.4

‘병영생활행동강령’ 발령

9.3

풋살경기장 건설예산 반영(30억원)

10.10

‘2012-2016 군 의료체계 개선계획’발간

10.17

병역심사관리대 확대(해군, 해병대)

11.25

확인신체검사제도 시행

주요 정책

병역면탈 범죄자 수형 사유 병역감면 배제
11.28

‘국군 생명의 전화’ 운용 개시

11.29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 산업기능요원 우선 편입 지원

4.1

유행성이하선염 예방백신 접종대상자 확대(전 장병)

4.3

국방부-서울대학교병원 간 의료협력 MOU 체결

4.16

자살예방 세미나(국방부)

4.18

병무청직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5.10

육군훈련소 내 예방의학실 신설

6.1

부대별 ‘新인성검사 시행(훈련병용)

7.16

풋살경기장 건설 추가예산 반영(30억원)

7.31

사회복지시설 장의 직계비속 동일 복무기관 지정 제한

9.5

병영생활언어 교육프로그램 개발

9.21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10.2

인플루엔자(계절독감) 예방백신 접종대상자 확대(전 장병)

10.15

국방부-소방방재청 간 통합응급의료시스템 구축 운영 개시

10.22

국방부-대한적십자사 간 군 장병 응급처치 교육지원 MOU 체결

11.17

뇌수막염 예방백신 전 장병 대상 신규 접종 개시

11.29

63빌딩 문화시설 무료이용 협약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 산업기능요원 우선 편입 지원

2012년
일자
1.1

주요 정책
현역병 등 입영기일연기 30세 한도로 제한

[학력차별 개선]

취업사유 입영기일연기 24세까지 확대
학력 사유 병역감면 폐지(중학중퇴 이하 학력자 보충역 처분)

2008년

징병검사 4년경과자 재징병검사 실시
일자

이등병과 군의관 1:1 건강상담 의무화
국군의학연구소,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개편
1.9

모든 군병원에 ‘진료협력센터’설치 운영

1.18

국방부-소방방재청 간 응급의료체계 구축 MOU 체결

2.1

특공・수색병 모집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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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

3.31

마이스터고 도입 기획단 구성

6.13

한국형 마이스터고 도입 및 육성방안 공청회 개최

7.18

한국형 마이스터고 육성 기본 계획 수립

10.2

1차 마이스터고 9교 지정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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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09년
일자

주요 정책

2.12

2차 마이스터고 12교 지정

3.2

제6차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평생직업교육-평생취업체제 구축 방안 보고

4.19

제 1차 마이스터고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7.3

대통령 마이스터고 현장(원주의료고) 방문

10.17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특성화고・마이스터고 재직자 특별전형 제도 도입)

12.18

교과부-조선협회, 조선분야 마이스터 양성 및 취업지원 업무협약

10.24

전국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교장과의 정책간담회 개최(대통령 참석)

11.24

5차 마이스터고 5교 지정

2012년
일자

2010년
일자

주요 정책

3.1

재직자 특별전형 학생모집(3교, 중앙대・건국대・공주대)

3.2

1・2차 마이스터고(21교) 합동 개교식 개최(대통령 참석)

5.12

제5차 국가고용전략회의,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 보고

5.14

대통령, 우수 특성화고(경기 수원 삼일공업고등학교) 방문

8.27

SPC 식품과학대학(사내대학) 설치 인가

9.16

제71차 국민경제대책회의, 서민희망 3대 핵심과제 발표

10.22

3차 마이스터고 3교 지정

12.1

교과부-삼성전자, 마이스터고 교육과정 개발 및 학생 채용 업무협약

주요 정책

2.8

김황식 총리, 서울 일신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식 참석

3.1

재직자 특별전형 학생모집(23교)

3.5

3・4차 마이스터고(7교) 합동 개교식 개최(대통령 참석)

3.14

6차 마이스터고 2교 지정

4.17

교과부-고용부-중기청,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 대책 발표

4.19

제2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호. 스마트 캠퍼스 구축 방안

5.23

대통령, 고졸인재 잡콘서트 현장 방문 학생 및 관계자 격려

7.13

제29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고졸시대 정착을 위한 선취업 후진학 및 열린 고용 강화 방안 보고

9.1

고졸시대 종합정보 시스템(www.hifive.go.kr) 개통

9.5

정부부처 참여형 마이스터고 선정계획 발표

10.3

교과부-고용부, 현장맞춤형 실전・창의 인재 양성 직업교육・훈련 연계・협력 협약
사내대학 설치 인가 승인 4교(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산업은행)
7차 마이스터고 3교 지정

11.1

2011년

[고졸 출신 공무원 채용 확대]

일자

주요 정책

1.19

제24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학업・취업병행 교육체제 구축 방안 보고

3.1

재직자 특별전형 학생모집(7교, 명지대・국민대・경원대・창원대 추가)

2011년
일자

SPC식품과학대학 개교(1개학과 입학정원 25명)
3.18

4차 마이스터고 4교 지정

3.31

교과부-국민은행, 특성화고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취업매칭・멘토링 지원 업무협약

5.2

대통령, 중앙대학교 방문(방문재직자 특별전형 학생 격려)

5.6

교과부-대한상의, 현장직업교육 강화 업무협약

6.15

특성화고 체제개편 지원 방안 수립

9.2

제4차 공정사회 추진회의, 공생발전을 위한 열린 고용사회 구현 방안 보고

9.7

대통령, 광주자동화설비공고(마이스터고) 방문

556

주요 정책

선진화 개혁

주요 정책

7월 초

고졸 출신 공무원 채용 확대방안 논의 시작

9.2

대통령 주재 제4차 공정사회 추진회의(관계부처합동)

9.8

제4차 공정사회 추진회의 후속조치를 위한 관계부처회의

10.12

열린고용 추진상황 점검 1급 회의

10.18

‘공직 내 고졸채용 활성화’ 국정과제 지정

10.26

열린고용 추진상황 점검회의

11.1~19

19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대상 공직설명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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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주요 정책

11.17

제12차 채용시험 선진화 추진위원회

12.3

9급 공채 시험과목 개편계획 발표

일자

2012년
일자

주요 정책
시험과목 개편 계획 공고

1.2

2012년

시험과목 개편 관련 유관부처 간담회
1.16~17

시험과목 개편 관련 대학교수 자문회의

1.19

시험과목 개편 T/F 구성

2.2

한국행정학회 주관 정책토론회

2.16

제13차 채용시험 선진화 추진위원회

3.14~15

시험과목 개편 관련 유관부처 간담회

3.31

지역인재 9급 추천채용제 신설을 위한 ‘공무원임용령’ 개정

5.24~6.2

2012년 공직박람회 실시

6.8

한국원격대학협의회와 업무협약 체결

6.29

시험과목 개편을 위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8.28

제1회 지역인재 9급 추천채용제 선발 완료

9.28

소방공무원 시험과목 개편을 위한 ‘소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12.27

해양경찰공무원 시험과목 개편을 위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개정

12.28

경찰공무원 시험과목 개편을 위한 ‘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

주요 정책

4.2

청년취업인턴제 시행(고졸자 비중 확대)

4.17

특성화고 현장실습 개선대책 발표

5.15

한국 잡월드 개관

5.29

숙련기술장려 기본계획(2012-2016) 발표

7.13

‘선취업 후진학 및 열린 고용 강화방안’ 보고(제29차 국경위)

7.18

직업훈련생 학점인정제 개선

8.6

고졸 군전역자 맞춤형 훈련 제공계획 발표

8.21

능력중심사회 정책간담회

9.4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기능경기대회 개최

9.13

대한민국 장인작품 박람회

9.21

‘강소기업 발굴 현황 및 향후계획’ 발표

10.3

현장맞춤형 실전・창의인재 양성 직업교육・훈련 연계・협력방안(고용부・교과부 2차 MOU 체결)

10.8

‘기업대학’ 지원 방안 발표

11.2

창조캠퍼스 아이디어 어워드 개최

[비정규직 차별 개선]
2011년
일자

2012년

2011년
일자

일자

주요 정책

9.2

‘공생발전을 위한 열린 고용사회 구현방안’ 발표

10.4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18개 초・중・고와 고용부간)

10.24

고졸취업 활성화를 위한 고용부・교과부・지경부와 5개 경제단체 MOU 체결

12.8

특성화고 교원 등 현장직무연수를 위한 고용부・교과부・지경부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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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종합대책’ 수립·발표

9.9

[고졸취업]

주요 정책

선진화 개혁

주요 정책

2.1

‘비정규직 종합대책’ 관련 기간제법 및 파견법 개정

8.2

개정 기간제법 및 파견법 시행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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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일자

2008년
일자

주요 정책

주요 정책

9.29

관계부처 합동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10.27

QWL밸리 조성계획 발표(제74차 국민경제대책회의)

10.29

하도급 거래 공정화 지침에 기술자료 요구의 위법한 사례, 정당한 사례 명시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 기준 개정

11.1

2.4

정보공개서 등록제와 가맹금 예치제 등(가맹사업법 개정)

(대기업·1차 협력사 간 단가 조정이 1차·2차 간에도 조정되도록 유도,  구매담당 임원평가시 동반성장

4.29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 개최

추진 실적 유도 조치 하여  동반성장 유인 부여 등 주요 5가지 사항)

6.17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 평균 매출액, 3년간 가맹점 현황 등)

11.4

반월시화·남동·구미·익산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 승인

9.29

납품단가 조정절차 및 방법의 계약서 기재 의무화, 벌점 제도 개선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12.13

동반성장위원회 출범

14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12.31

하도급법 위반업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과징금 한도 상향 조정, 현금성 결제 우수업체 및 3대 가이

10.3

제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발표

11.28

불공정하도급거래 통합정보시스템(UnfairSubcontractInformation System)을 구축

2011년

2009년
일자

6.2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공장입지규제 개선)
3.27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4.1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하도급법 개정)

4.6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 개최

4.29

산업단지 리모델링 및 관리시스템 개선 발표(제12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6.23

5개 대형마트와 납품업체간 공정거래협약 체결

11.6

가구제조업과, 경비업 등 2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건설, 전자, 기계 등 5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
5개 TV홈쇼핑업체와 납품업체간 공정거래협약 체결

12.4

일자

주요 정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1.16

드라인 사용업체 인센티브 합리화 등 주요 3가지 사항)"

6.30

주요 정책
소프트웨어 등 4개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 개정
조합에게 납품단가 조정신청권 부여,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하도급법 개정)
일감몰아주기 및 MRO 대응방안 발표

7.21

반월시화 QWL밸리 간담회 및 현장방문(제94차 국민경제대책회의)

8.1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첨단업종 범위 조정)

9.6

11개 대형유통업체와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3-7%p 인하 합의

9.27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16개 품목)

10.27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전략 발표

10.28

대규모 유통업법 제정

11.4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25개 품목)

12.13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41개 품목)

12.28

건설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 개정

2010년
일자
1.25

주요 정책

2012년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도입,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 상습 법 위반    

일자

사업자 명단공표제도 도입 등(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3.22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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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

2.27

핫라인 구축 및 운용(중소기업 애로사항 수렴)

에게 벌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3.14

성과공유제 확산 방안 발표

하도급 대금 현금 비율 유지 의무의 ‘현금’에서 현금성 결제 배제하도록 함(하도급 거래 공정화 지침 개정)

4.9

제빵업종 모범거래기준마련

가맹사업법상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할 경우에는 법인 또는 개인

선진화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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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주요 정책

4.19

정책금융 지원의 다양화 방안 발표

5.10

동반성장지수 발표

6.11

지식경제부-대기업 성과공유제 추진 협약 체결

7.5

피자, 치킨업종 모범거래기준 마련

7.18

서비스업 적합업종 추진계획 발표

8.9

중견기업 육성 대책 발표

8.17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수질오염방지제도 개선과 병행하여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 추진 발표

11.9

중견기업 동반성장 협약 체결 절차 및 평가 기준 설명회

11.13

QWL밸리 비전선포식

2013.1.1

화학 등 5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

일자

주요 정책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1.1

[판매수수료 수준의 자율적 인하 유도]
2011년
일자

디자인 등 4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의 제정을 통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2010년
일자

2012년

주요 정책

주요 정책

2.9

11개 대형유통업체 CEO 간담회 개최

6.3

11개 대형유통업체(백화점3, 대형마트3, TV홈쇼핑5)의 판매수수료 수준 조사·분석 및 공개

9.6

11개 대형유통업체와 판매수수료 자율 인하를 골자로 하는 사회적 합의 도출

10.18

해외 명품브랜드의 판매수수료율 수준 조사·발표

10.25

중소 납품업체의 판매수수료 부담 수준 조사·발표

11.8

중기중앙회 논평

12.2

9.6 합의에 동참하지 않은 3개 백화점 수수료 인하 동참 발표

12.9

9.6 합의에 동참하지 않은 3개 대형마트 수수료 인하 동참 발표

대규모유통업 납품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박선숙 의원 대표발의)

7.13

2012년
2012년

일자

주요 정책

4.26

5개 면세점 사업자 판매수수료 자율 인하 발표

대규모소매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이사철 의원 대표발의)

7.3

11개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 인하 이행점검결과 발표

법안 공청회 개최(박선숙 의원실 주최)

8.21

11개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및 추가비용 수준 조사·발표

6.21

법안 공청회 개최(정무위원회 주최)

11.8

6개 대형유통업체(백화점3, 대형마트3)의 제2차 수수료 인하 발표

8.25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10.27

국회 법사위 통과

10.28

국회 본회의 통과(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14

공포(법률 제11086호)

일자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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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선진화]
[정부조직개편]
2008년
2008년

일자

일자

주요 정책

주요 정책

3~6월

공공기관 개혁 방안 준비

1.16

인수위원회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6.19

대통령 특별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의지 표명

1.17

정부조직법 개정(안) 부처 의견 수렴

6.25

공공기관 계약경영제 적응 대상기관을 기타공공기관 기관장까지 확대 적용

1.19~20

조직개편 관련 기능조정회의(인수위원회)

7.14

공공기관 경영평가정보시스템 구축 계획 발표

1.21

정부조직법 등 45개 법률안 국회 제출

8.11

1차 선진화 계획(주・토공 통합 등 공기업 선진화 착수) 발표

1.22

정부조직 개편에 관한 대토론회

8.26

2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공공기관 29개 통합, 3개 폐지, 7개 기능축소) 발표

1.25

정부조직법 개정안 제안 설명(국회 행정자치위원회)

10.1

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민영화, 경쟁도입, 통폐합, 기능조정 등) 발표

1.29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12.12

공공기관 운영체계 개편 방안 확정・발표

2.1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여야 3차 연석회의

12.22

4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공공기관 기능 및 정원 조정)발표

2.2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안 행정자치위원회 통과

2.5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여야 1차 연석회의

2.8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여야 2차 연석회의

2.11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여야 4차 연석회의

2.12

이경숙 인수위원장 ‘대국민담화문’ 발표

1.15

5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273개 공공기관 출자회사 선진화방안) 발표

2.22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안 법사위원회 통과

2.19

공공기관 대졸초임인하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 추진방안 발표(제8차 비상경제 대책회의)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수정 가결)

3.31

6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발표

정부조직법 개정 공포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4.3

2008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및 공시내용 확대(항목 27 → 33개, 세부항목 추가공시)

조직개편을 위한 직제 및 개별 법령 국무회의 심의・의결

11.28~29

하반기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 개최

12.29

공공기관 경영자율권 확대 기관 선정(인천공항공사, 기업은행,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2.23
2.27

2009년
일자

＊직제 48건, 개별법 시행령 44건, 법률 20건

주요 정책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시행

2.29

2010년

2009년

일자
일자

주요 정책
‘2009년 정부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 국무회의 보고

1.20

＊중앙부처 비상경제체제 구축을 위한 직제개정 추진 방향 보고
2.9

‘2009년 정부조직지침’(총리결재) 각 부처 시달

3.24~5.12

35개 부처 직제 정비(총 7회에 걸쳐 추진)
＊35개 부처 235개(본부180, 소속55) 과 감축(과당 평균인원 13.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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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

1.27

한국조세연구원 내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개소

2.3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ㆍ시행

3.9

공공기관 선진화 우수사례 워크숍 개최

4.21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시범 실시 계획 발표

5.24~25

OECD 공기업 지배구조 아시아 네트워크 회의 참석 및 한국의 공공기관 선진화 경험 전파

6.3

공공기관 간부직에 대하여 성과연봉제 실시 발표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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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주요 정책

일자

주요 정책

11.16

2011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출연기준 정비 발표

4.9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추진 발표

11.18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4.24

2012년 공공기관 비상임이사 워크숍 개최

12.22~23

2010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

7.2

제7차 OECD 아시아 네트워크 회의 참석

12.28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8.7

베트남 고위공무원 대상 공기업 관리 연수프로그램 시행

9.6

공공기관 경영평가 교육 및 워크숍 개최

9.26

2012~2016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확정 발표

10.1

관계부처 합동 공공기관 글로벌 역량 강화방안 수립

11.23~24

2012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

2011년
일자

주요 정책

1.5

경영자율권 확대 기관 선정(한국공항공사, 한국산업은행 신규 지정)

1.29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 개최(공기업・준정부기관)

3.11

공공기관의 공정한 사회 실천방안 확정

3.25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 개최(기타공공기관)

4.29

공공기관 감사 워크숍 개최

5.17~18

제6차 OECD 아시아 네트워크 회의 서울 개최

5.27

공공기관 비상임이사 워크숍 개최

6.1~2

국가R&D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

9.19

1단계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1차 입법예고

7.8

경영공시사항 추가(복수노조 출범에 따른 노조관련 사항)

12.4

이명박 대통령, 가락시장 방문 시 농협개혁 강조

7.28

공공기관 채용정보 사이트(잡-알리오) 공식 오픈

12.9

농림수산식품부, 농협개혁위원회 구성

8.26

공생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확대 계획 발표

9.15

공공기관 법인차량 주유비용 절감 유도를 위한 후속조치 발표

10.19

글로벌 경쟁력 지표 대상 공공기관 30여 개로 확대 발표

11.19

공공기관 지방이전 뒷받침을 위한 지원방안 발표

12.15

공공기관 육아휴직 대체충원제 개선 발표

1.16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2차 입법예고

12.19~20

2011 공공기관 열린채용정보박람회 개최

2.24

농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12.28

2012년도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추진계획(유연근무제 전 공공기관 확산) 발표

4.29

농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

6.8

농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 공포안 서명식

6.9

농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 개정·공포

12.6

2단계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제출

[농협개혁]
2008년
일자

주요 정책

주요 정책

1.26

열린고용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기관장 워크숍 개최(공기업・준정부기관)

2.28

공공기관의 공정사회 실천노트 발간

3.9

열린고용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기관장 워크숍 개최(기타공공기관)

4.6

2012년 공공기관 감사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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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일자

2012년
일자

주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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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1년
일자

주요 정책

3.11

농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

2.24

농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 공포안 서명식

3.31

농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 공포

7.29

농협중앙회, 경제사업활성화 계획 정부 제출 및 부족 자본금 지원 요청

주요 정책

4.28

약사법 개정안(대안) 본회의 통과

5.27

약사법 개정안 공포

11.28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2011년
일자

2012년
일자

주요 정책

2.24

경제사업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방안 확정

3.2

농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 발효(농협경제 지주회사 및 농협금융지주회사 출범)

5.29

농림수산식품부-농협간 사업구조개편 이행약정서 체결

9.18

사업구조개편 세부이행계획(경제사업활성화 세부추진계획 포함) 확정

주요 정책

3.10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안) 법사위 통과

3.11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

4.5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설치

4.7

의료분쟁조정법 공포

8.12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

8.31

보건의료미래위원회 활동보고서 ‘2020 한국 의료의 비전과 정책방향’ 채택(포괄수가제 도입 권고)

12.21

13개 보건의료단체 리베이트 근절 자정선언

12.22

포괄수가제 병의원 확대적용 방안 보고(보건복지부 연두 업무보고)

12.30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고시)’ 개정

[약사법 개정: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와 보건의료 개혁]
2012년
2009년

일자

일자

주요 정책

주요 정책

1~4

전문가 간담회 개최 등 의료계 의견수렴(총 37회)

5.22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발의(최영희 의원)

1.1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 공고

6.4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발의(심재철 의원)

2.15

포괄수가제 확대방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7.15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안) 청원(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

2.2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12.29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제정안 상임위 통과

2.27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2.29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3.14

포괄수가제 의무적용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4.1

건강보험 약가 일괄인하

4.6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4.8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2010년
일자

주요 정책

2.16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안) 법사위 상정

2.16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 발표

4.23

약사법 개정안(대안) 상임위 통과

6.1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공포

4.27

약사법 개정안(대안) 법사위 통과

7.1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전체 병의원 확대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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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부처 관계자

집필참여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종룡 국무총리 실장

손경식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외부전문가
대통령실

박길성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고상두 연세대 지역학협동과정 교수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김대기 정책실장 겸 경제수석

노연홍 고용복지수석

이두원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이달곤 정무수석

이동우 기획관리실장

박성재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최원목 경제금융비서관 겸 국정과제1비서관

강남훈 지식경제비서관

정병윤 국토해양비서관

오경태 농림수산식품비서관

최영현 보건복지비서관
김종열 국정과제1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최승현 행정자치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고재신 국정과제1비서관실 행정관

황원철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

김정욱 농림수산식품비서관실 행정관

정통령 보건복지비서관실 행정관

윤종원 前 경제금융비서관

윤한홍 前 행정자치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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