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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곧 시작됩니다. 국정감사는 짧은
기간 내에 국정의 전반을 세밀하게 검증하고 평가하는 것이어
서 준비의 부담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는
코로나19가 여전히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우리를 둘러싼 국제
정세의 변화가 긴박한 상황에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큽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하여 의원님의 국정감
사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2009년 처음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발간한 이래로 매년 국정감사 대비 종합보고서를 발간해 온 경험과 국정 전반에 걸친
입법･정책 종합연구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2020년 국정감사에서 다
루어야 할 핵심적인 이슈를 선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16개 상임위원회의 이슈를 9권에 나누어 담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0 국정감사 정책자료’와 ‘2019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를 순차적으로
실었습니다. 정책자료는 2020년 국정감사에서 점검해야 할 주제를 제시한 것이며,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는 전년도 국감에서 제기된 주요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를 평가한 것입니다.
특히 후속조치 평가를 통해서 국정감사가 형식적이고 일회적인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진지한 후속조치까지 촉구하는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상임위원회는 전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해서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가 누락되었습니다. 국정감사를 준비했던 의원실과 시정 및 처리를
추진한 정부 부처의 노력을 온전히 담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선거가 의회정치의 꽃이라면 국정감사는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얼마나 충실한지는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의원님의 노력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우리 국회입법조사처는 그
노력에 힘을 보태고자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와
관련된 의원님의 조사요구에 대해서도 그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무쪼록 국회입법조사처의 모든 구성원들이 열심히 준비한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가 의원님이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데 소중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2020년 8월 10일
국회입법조사처장 김 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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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기구와 소비자보호기구의 분리 관련 쟁점 및 과제
1

현황 및 문제점
현행 체계에서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감독업
무 수행을 통하여, ‘건전성 감독’ 기능과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모두 담당하고 있음
◦ 현재는 금융감독원 내에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설치되어 있음

지난 제20대국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 2021. 3. 25.)되었으나,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신설 등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못하였음
◦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신설과 관련하여, 금융행위 감독기관과 별개로 독립된 기관을

설치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개정안(의안번호 제
2002895호[박선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06653호[이종걸의원 대표발의])
및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신설하되 금융감독원 내 의사결정기구로서 금융소비자위
원회를 두자는 개정안(의안번호 제2006092호[최운열의원 대표발의])이 있었음
금융감독기능과 별개의 금융소비자보호 기관을 설립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쌍봉형”1)을 주장
하는 측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는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신뢰성에 영향을 줌으로써 중･장기
적으로 금융산업의 성장･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 건전성 감독
과 금융소비자 보호는 그 업무의 지향점이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고 있음2)

1)

소비자보호 감독은 건전성 감독(금융기관의 자기자본 비율 준수 등)과는 목표가 서로 상충될 수 있으므로, 각각 별개 기구
가 소관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임

2)

윤석헌,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의 개선」, 『한국증권학회 발표자료』, 2013, p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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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하여, 하나의 감독기관이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
이 적절하다는 이른바 “단봉형”3)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각각 지향하는 감독목표가 상이한 2
개 기관이 동일 사안에 대하여 다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규제혼선 및 중복규제를 초래할 가
능성이 있고, 정보공유 및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우려4)도 있으며, 결국 금융회사의 규제
준수 비용의 증가로 시장 전체로도 비효율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음5)
해외에서도 건전성 감독 등과 별개로 독립된 형태의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음6)
◦ 영국은 건전성 감독(담당기구 PRA7))과 영업행위8) 감독(담당기구 FCA9))을 분리하

여 운용하면서, 영업행위 규제･감독기구가 금융소비자 관련 규제･감독을 담당하고
있음
◦ 미국은 연방준비제도(FRS10)), 통화감독청(OCC11)) 등이 영업행위, 건전성 감독 및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융정책 전반을 관장하고 있는 체계를 취하고 있으며, FRS 내
독립기관 형태로 소비자보호국(CFPB12))이 설립되어 있음

2

개선방안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 및 ‘감독’을 통할하면서, 때
로는 금융산업 육성을 위하여 때로는 금융회사들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 문
제를 후순위로 두는 경향이 있었다고 평가되었음13)

3)

감독기능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통합된 단일감독기구에서 맡도록 하는 것임

4)

예를 들어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대출을 해 줄 때 결정하는 금리가 적정하지 않을 경우, 건전성 측면에서 규제를 하여야 하
는지 소비자보호기구가 규제를 해제하여야 하는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임

5)

이종한 외 5인,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12, pp.37~38.

6)

한국금융연구원, 『금융감독체계 해외 주요국 현황 조사 연구』, 금융위원회 연구용역, 2014. 4. 및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2013. 7. 23. 참고자료 참조

7)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는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의 자회사이나, 운영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기구임

8)

허위공시 등

9)

Financial Conduct Authority로, 특히 금융교육과 자문은 MAS(Money Advice Service)라는 기구에서 담당함

10)

Federal Reserve System

11)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12)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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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점에 대한 문제의식 하에 지난 제20대국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는 하였으나, 그간 금융행정･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문제되었
던 사항인 금융정책 수립기관과 감독기관의 분리 여부, 감독기관 구성에서 건전성
규제와 영업행위 규제의 분리 여부 및 ‘소비자보호기구를 독립기관으로 설치할 것인
지 여부’에 대한 사항은 제정 법률에 반영되지 않았음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독립된 기구의 설치 여부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조

직개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소비자원과의 관계 등도 고려하
여, 향후 지속적 논의를 통하여 법률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재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내의 금융소비자보호

처가 설립취지를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지에 관한 성과 분석을 기초로, 금융소비
자 보호기능을 실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함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조 서 연 ☎ : 02-6788-4585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 : 02-2100-2633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 : 02-3145-5249

13)

윤석헌 외 5인, 「금융감독체계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금융연구』 제27권제3호, 2013. 7., pp.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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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의 보안정책
1

현황 및 문제점
2011. 3. DDos14) 공격･농협 전산망 해킹 등 금융전산에 대한 신종 사이버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13. 7. 금융회사 전산센터의 물리적 망 분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
전산 보안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2013. 12. 금융위원회 고시인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013-39호)에 망 분리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였음

제15조(해킹 등 방지대책)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은 인터넷(무선통신망 포함)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 및 접
속 금지(단, 업무상 불가피하여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내부통신망에서의 파일 배포기능은 통합 및 최소화하여 운영하고, 이를 배포할 경우에는 무결성 검증을
수행할 것
5.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할 것

이러한 망 분리는 업무망(내부망)과 인터넷망(외부망)을 분리시킴으로써 내부 정보 유출 및
외부에서의 해킹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강력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해킹에 의한 고객정보 유출, 불법 자금이체 등 금융보안 관련 사고는 국민의 재산적

피해와 직결되고,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에 해를 끼친다는 점에서 보안이 매우
중요함
그러나, 최근 디지털 금융에 기반하여 오픈뱅킹 등 금융혁신서비스가 발달하고, 클라우드 활
용, 언택트 활성화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경직적인 망 분리 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
이 제기되고 있음15)

14)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분산 서비스거부 공격) : 악성코드에 감염된 PC를 통하여 일시에 집중적인 접속을 시도
하여 전산망을 마비시키는 공격 기법임

15)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주최, 「핀테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망분리 감독규정 개정방안」 토론회, 2019. 8. 19. 및 이상
민 의원실･이용우 의원실･한국정보보호학회･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스타트업 얼라이언스 공동주최, 「포스트 코로나 시
대의 스타트업: 디지털 뉴딜과 보안 패러다임」 세미나, 2020.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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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을 위한 망 분리가 모든 산업에서 획일적으로 사용될 경우 오히려 새로운 보안

기술의 등장을 막아 혁신기술에 대한 적정한 보안대응을 저해한다는 측면도 있음
즉, 현재까지 금융 보안에 관한 사항을 규제 중심으로만 접근함으로써, 금융혁신에 적절히 대
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해외의 경우 업무망, 인터넷망을 나누는 영역(도메인) 중심 분리가 아니라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 기밀자료 유통망과 일반 업무자료 유통망(인터넷)을 나눔으로써 기밀자료 유통망은 분
리하되 일반 업무자료는 스마트기기나 클라우드와 연결하여 운용하고 있음16)

2

개선방안
망 분리를 통한 보안 강화 효과를 살리면서도,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금융의 네트워크 연결성
증대, 금융권 클라우드 활성화 등 새로운 환경에 부합하도록 데이터 중심의 망 분리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분야별로 관리하는 데이터 전반의 파악 및 분류체계 작업 등이 선행되어야 하고, 유

형별･상황별･속성별 기준에 따라 데이터의 중요도 파악 후 특히 더 강하게 보호되어
야 하는 정보를 구별하여 보호와 활용의 합리적 영역을 설계하여야 함17)
궁극적으로 금융보안 체계 개선을 ‘비용과 규제’의 관점이 아닌 ‘혁신을 위한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18) 새로운 보안기술 개발 등 보안 시스템의 고도화 또한 유도할 수 있을 것임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조 서 연 ☎ : 02-6788-4585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 : 02-2100-2973

16)

김승주, 「코로나로 인한 보안 패러다임의 변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스타트업: 디지털 뉴딜과 보안 패러다임」 세미나
발표자료, 2020. 6. 15.

17)

권헌영, 「코로나로 인한 보안 패러다임의 변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스타트업: 디지털 뉴딜과 보안 패러다임」 세미나
발표자료, 2020. 6. 15.

18)

손병두(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보안과 지속가능한 금융혁신」, 금융보안원 금융정보보호컨퍼런스, 2019.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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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빅데이터 활용의 활성화 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빅데이터는 기존의 일반적인 기술로는 저장･관리･분석이 어려울 정도로 큰 규모의 데이터셋
을 뜻하는바,19) 특히 금융분야에서 빅데이터는 내･외부 데이터의 유입을 통하여 양이 방대
하고 정확도 또한 높은 편으로 평가되어 큰 잠재가치를 가진 자원이라 할 수 있음20)
◦ 2018년 기준 전세계적으로 금융권에 축적된 데이터는 전체 데이터 규모의 약 50%

수준이라고 보고됨21)
◦ 빅데이터는 금융산업의 1) 상품개발 면에서 고객 관련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

상품 개발, 서비스 개선을 도모할 수 있고, 2) 위험관리 면에서 빅데이터에 기반하여
신용평가 모델을 개발하며, 3) 마케팅 면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고객관리 등에
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됨22)
해외 주요국의 경우 금융분야 데이터가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국내 금융권의 데
이터 활용은 아직 크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됨
◦ 미국의 경우 IBM 슈퍼컴퓨터 ‘왓슨’을 이용하여 저신용자의 대출심사의 정확도를

제고하였고, 보험회사가 자동차 운행정보를 활용한 보험료 산정 시스템을 도입하였
으며, 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핀테크기업이 통신기록이나 인성검사결과 등을 활용하
여 개인신용평가 모델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데이터 분석･활용이 이루어지고 있고,
후발주자였던 중국 또한 알리바바 계열의 마이뱅크에서 통신･온라인쇼핑 정보 등을
활용하여 금융거래정보가 부족한 소비자 대상 중금리 대출상품을 개발하기도 하였음23)

19)

김종현, 「국내외 금융권 빅데이터 활용사례 및 도입 활성화를 위한 선결과제」, 『금융연구』 2013-03호, 우리금융경영연
구소, 2013. 6., p.8.

20)

안미소, 「금융권의 빅데이터 활용 동향」, 『월간 SW중심사회』,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2018. 4. 30. p. 39.

21)

금융위원회,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 2018. 3, p.2.

22)

안미소, 앞의 글, p. 40.

23)

금융위원회, 앞의 자료(각주 21),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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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사태 등으로 인하여 금융권의 데이터

활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낮은 편이었고24), 신용정보업
(CB : Credit Bureau) 시장이 NICE와 KCB 등 사실상 독과점 구조로 운영되어 왔
다는 등의 이유로 금융권 빅데이터 활용도가 높지 않았음25)
- 다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20. 2. 4. 개정(2020. 8. 5. 시

행)되어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26) 비금융전문CB, 개인사
업자CB 등도 신설함으로써 이용 활성화를 꾀하고자 시도하고 있음

2

개선방안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신용평가 등을 위한 데이터 확충

이 기대되고 있음
◦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원 내 금융 빅데이터를 ‘개방’하여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교

육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는 ‘CreDB’ 구축 계획 및 금융 데이터 거래소의 운영, 데
이터 전문기관의 출범 등도 밝힌바 있음27)
데이터 활용과 보안･정보보호의 균형있는 고려도 필요할 것임
◦ 빅데이터 거래 등을 위해서는 안전한 활용에 대한 신뢰가 필수적이므로, 전문성에

기반한 정보보안 체계를 갖출 것이 요구됨
24)

금융연구원, 『금융소비자 인식 설문조사』, 2015. 12.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세부과제 중 ‘금융소비자 개
인정보 보호 강화’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음(p.11.)

25)

안미소, 앞의 글, p.42.

26)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한 ‘가명정보’는 통계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연구(산업적 목적 포함),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으로 동의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됨
개념

27)

활용가능 범위

개인정보

특정 개인에 대한 정보,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정보

사전적･구체적 동의 받은 범위 내

가명정보

추가정보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

① 통계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② 연구(산업적 연구 포함)
③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등에 동의 없이 활용 가능

익명정보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복원 불가능) 조치한 정보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자유롭게 활용

금융위원회, 「안전한 데이터 활용과 디지털 경쟁･혁신을 위한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방안」, 201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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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함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조 서 연 ☎ : 02-6788-4585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 : 02-2100-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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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 통합감독 법안 관련
1

현황 및 문제점
최근 금융산업의 대형화･겸업화 확대로 금융계열사 간 자기자본 중복 계상, 대형화된 금융회
사 간 내부거래 증가 등으로 금융계열사 간 위험 전이나 동반 부실화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에
도,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자산총액 5천억 이상의 금융지주회사로 하여금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율하는 「금융지주회사법」 외에는 금융 업종별로만 감독체계가 구축되어 있어
금융그룹에 대한 체계적･통합적인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2012년 국제금융감독협의회(Joint Forum)28)가 제시한 ‘금융그룹 감독원칙’에 근거
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복합금융그룹(financial conglomerates)29)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하
여 대표회사를 중심으로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금융그룹 전체의 건전성(자본적정성, 내
부거래･집중위험, 동반부실위험 등)을 관리하도록 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의 도입 및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30)
◦ ‘금융그룹 감독원칙’은 감독자의 권한, 감독자의 책임, 지배구조, 자본적정성･유동

성, 리스크 관리 등 5개 부문으로 구성됨
- (감독자의 권한) 효과적인 감독을 위하여 감독자에게 그룹감독에 필요한 권한과 수

단을 부여하는 명확한 법적 틀이 필요함
- (감독자의 책임) 감독자간 조정･협력 및 정보교환과 이를 촉진하고 조정할 그룹감독

자의 중요성을 강조함
- (지배구조) 금융그룹의 경영･지배와 관련된 임원 등의 적격성과 지배구조 범위를 그

룹범위로 확대함

28)

국제금융감독협의회(Joint Forum)는 1996년 3대 국제금융기구(바젤은행감독위원회, 국제증권관리위원회. 국제보험감
독기관협회) 및 각국 금융감독기관이 공통사항과 복합금융이슈 등을 다루기 위해 공동으로 설립한 기구로, 2018년 11월
기준 15개국 31개 회원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음

29)

여･수신, 보험, 금융투자업 등 2개 이상의 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내에 금융업을 영위하는 2 이상의 금융회사 소속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들로 구성된 집단을 의미함)임

30)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방안」, 2018. 2.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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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적정성 및 유동성) 그룹 전반의 리스크에 주목하여 비규제기업을 포함한 그룹

단위 자본적정성 평가를 강조함
- (위험관리) 그룹단위 리스크 집중과 내부거래 관리･보고를 위한 시스템과 절차 등

통합적 위험관리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함
제20대국회에서 법안이 발의31)되었으나 금융계열사를 둔 대기업집단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
는 주장 등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이견이 있어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제21대국회에서 정부
안으로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을 밝힘(2020. 6. 8.)
2018. 7.부터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을 시범운영하고 있음
◦ 모범규준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 중 감독실익이 있는 금융그룹을 대

상으로, 금융그룹 내 대표회사를 선정하고 그 회사가 위험관리정책 수립 등 금융그
룹 건전성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그러한 대표회사 중심의 관리 체계를 통하여
금융그룹 차원의 자본적정성, 내부거래, 비금융회사로부터의 위험전이 등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당초 삼성, 한화, 미래에셋, 현대차, DB, 롯데의 7개 그룹을 대상 금융그룹으로 지정하였으나, 롯데는
2019. 12. 제외됨

◦ 법제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위 모범규준의 지속적 연장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임
※ 2018. 7. 모범규준 제정 후 2019. 6. 개정으로 적용시한을 1년 연장하였고, 2020. 4. 29. 다시 1년간
(2021. 4. 30.까지) 연장 시행하기로 함

2

개선방안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32)
◦ 입법에 찬성하는 입장은 기업집단 내 금융계열사와 비금융계열사가 공존하는 우리

나라 특유의 그룹 지배구조 체계 하에서 그룹 단위의 금융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
리･감독할 필요가 있는 점, 그동안 비금융계열사의 위험이 금융회사로 전이됨에 따
라 발생했던 그룹 동반부실과 이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함
31)

의안번호 제2014125호(박선숙의원 대표발의), 제2016663호(이학영의원 대표발의)

32)

국회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의안번호 제2016663호), 2018. 12.,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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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에 반대하는 입장은 기존 개별 금융업법상의 건전성 규제와의 중복, 그룹 위험

관리체계를 운영함에 있어 대표회사와 소속 금융회사 간의 이해상충 가능성, 건전성
평가(자본적정성에 필요한 최소자본, 내부거래에 따른 손실허용한도, 비금융계열사
등의 재무위험 전이) 시 업권별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적정한 감독체계를 구축하는
것의 어려움 등을 근거로 들고 있음
해외 사례33)
◦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국제금융감독협의회가 ‘금융그룹 감독원칙’을 제시한 이후,

EU에서는 2002년 「복합금융그룹 감독지침」(Financial Conglomerates Directive)
을 제정하여 2005년부터 독일, 영국 등 각국에서 그를 기초로 법제화가 이루어졌음.
또한, 일본에서도 2006년부터 금융청의 감독지침을 시행하고 있음
향후 전망
◦ 감독대상 금융그룹을 총괄하는 대표회사 선정에 관하여, 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가 수

직적 관계가 아닌 경우 금융그룹 내에 통합감독을 위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대표
회사를 선정하는 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음34)
◦ 적정한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대표회사의 위험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 부여 방식을

좀더 면밀히 설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금융그룹의 건전성 관리에 관한 구체적 항목은 자본적정성 관리, 내부거래･위험집

중 관리, 동반부실위험 관리(비금융회사로부터의 위험 전이) 등으로 나뉘는바, 그 평
가의 기준 및 위험평가모델에 관하여도 보다 면밀히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조 서 연 ☎ : 02-6788-4585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 02-2100-2825
금융감독원 금융그룹감독실
☎ : 02-3145-8200

33)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방안」, 2018. 2. 1. p.1.

34)

이재연, 「통합감독의 기대효과 및 발전방향」,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정안 토론회 자료집』,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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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문 면책제도
1

현황 및 문제점
금융위원회는 2020. 2. 17.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2020년
업무보고’를 통하여, 부동산에 치중되어 있는 자금을 혁신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
로 돌리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대출･금융서비스에 관하여 문제가 발생할지라도 고
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금융사 임직원의 책임을 면제하여 준다는 안을 발표하였음
특히 2020년 1월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제의 위기 및 금융시장 불안정이 이어지면
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또는 혁신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공급 등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
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는 2020. 4. 6. 금융사 임직원들이 제재에 대한 과도한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을 발표하
고, 이를 금융위원회 고시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하 「제재규정」)에 반영
(2020. 4. 16. 개정･시행)하였음
◦ 위 「제재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금융업 관련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검사의 방법, 검사결과의 처리 및 제재 등을 정하고 있음
(「제재규정」 제1조)
◦ 기존 「제재규정」 제27조에서도 면책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제27조의2를 신설하여

1)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 시 피해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 2) 동산담보대
출, 여신･투자･핀테크 등 다양한 혁신금융 업무 등을 면책대상으로 확대함
제27조

(신설) 제27조의2

제27조(여신업무 관련 제재 운영) 금융기관의 여신업
무(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재하지 아니한다. 여
신이 부실화되거나 증권 관련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
우에도 또한 같다.
1.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신용조사･사업성검토 및 사

제27조 --------------------------------------------------------------------------------------------------------------------------------------------------------------------------------------.
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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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신설) 제27조의2

후관리를 부실하게 한 경우
3. 금품 또는 이익의 제공･약속 등의 부정한 청탁에
따른 여신의 경우
<신 설>

제27조의2(면책특례) ① 금융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하지 아니한
다. 여신이 부실화되거나 증권 관련 투자손실이 발
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상황에
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금융시장 안정 등을 목적으로 정부와 협의
를 거쳐 시행한 대출, 보증, 투자, 상환기한의 연
기 등 금융지원 업무
2.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
산･채권･지식재산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
3. 기업의 기술력･미래성장성에 대한 평가를 기반
으로 하는 중소기업대출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등에
대한 직접적･간접적 투자, 인수･합병 관련 업무
5.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관련 업무
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산업정책의 방
향, 업무의 혁신성･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면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업무

면책의 적용범위 확대 외에 면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재규정」에 다음과 같은 내
용을 신설하였음
◦ 금융기관 임직원이 사전적으로 특정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사후적으로 제재절차에 들어간 금융기관 임직원
이 직접 면책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도 규정함(제27조의2제4항부터 제6항35))
35)

제27조의2(면책특례) ④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특정 업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을 신청하고
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회신
에 필요하여 신청인에게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
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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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 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금융위원장의 자문기구로서 면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제27조의3, 제27조의4),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제재면책심의의원
회를 신설함(제27조의5)36)
이후 2020. 7. 이후 금융사별로도 자체적으로 면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방안이 추진 중임

2

개선방안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에 대응한 금융기관의 적극적 역할을 유인하고,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조달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개정 「제재규정」과 같이 면책의 범위를 넓히고 실질화
하는 것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면책이 배제되는 고의･중과실의 기준을 설정하거나
해석을 운용함에 있어 보다 면밀하고 정교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임
금융업권 및 각 금융사의 규모나 특성이 다른 만큼 면책심의위원회의 구성이나 운영방식 등
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금융당국의 면책 판단 기준과 금융사 자체 면책 판단 기준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

록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등으로
구성된 TF에서 ‘모범규준’을 마련하는 작업을 추진 중임
◦ 모범규준을 토대로, 각 금융업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이고 세밀한 면책제도가 설계

되어야 할 것임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조 서 연 ☎ : 02-6788-4585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 02-2100-2830
금융감독원 제재심의국
☎ : 02-3145-7801

⑥ 제27조 및 이 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재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에게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 구
체적인 신청방법은 감독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6)

제27조의3에 따른 면책심의위원회는 사전적･제도 전반에 대한 심의를 수행하고, 제27조의5에 따른 제재면책심의위원회
는 사후적･개별 제재건에 대한 심의를 수행함

18

정무위원회

마이페이먼트의 활성화 관련 쟁점
1

현황 및 문제점
마이페이먼트(My Payment), 즉 ‘지급지시서비스업’은 결제 자금을 보유하지 않고도 지급
지시이체 API37)를 통하여 로그인 한 번으로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모든 계좌정보를 이용하
여 결제･송금 등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임
◦ 제20대국회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본인의 신용정보

를 일정한 방식으로 통합하여 그 본인에게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자산관리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의 마이데이터(My Data : 본인신용정보관리업)가 도입되었음
- 정보 주체인 개인이 ‘정보 이동권(Right to Data Portability)에 근거하여 본인 데

이터에 대한 개방을 요청할 경우,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요청자 또는 요청자가 지
정한 제3자에게 개방하도록 하는 것임
◦ 이러한 마이데이터와 연결되는 마이페이먼트가 활성화될 경우 전표 매입 단계에서

부터 카드사, 은행과 연결되었던 기존 지급 결제구조에서 벗어나, ‘지급결제지시서
비스 사업자’(PISP38))를 통하여 소비자가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됨
- 즉, 기존에는 소비자가 송금을 하거나 물건을 구입할 때 은행망을 활용하거나 카드

사의 여신 기능을 이용하면서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였으나, 개방형 금융결제망(오
픈뱅킹)에 기초한 PISP 이용으로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을 것임

37)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s는 소프트웨어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인터페이스임

38)

Payment Initiation Service Prov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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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김용덕, 「마이페이먼트(My Payment)의 도입에 따른 지급 결제 생태계의 변화」, koscom39) opinion 2019. 7. 30.

◦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현재의 신용결제 방식보다 저렴하고, 소비자는 모든

계좌를 통하여 직접 결제가 가능해지며, 가맹점들은 카드사에 지불했던 각종 수수료
를 줄일 수 있다는 효과가 기대됨
그러나, 마이페이먼트의 도입으로 카드사의 수수료 수입은 줄어들고, 기존 은행들 역시 결
제･송금 기능을 마이페이먼트 사업자에게 빼앗기고 여･수신만 담당하는 기관이 될 수도 있다
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새롭게 도입되는 PISP가 예금 수취를 제외하고 은행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

기 때문에, 비금융사업자의 금융업 진출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음

2

개선방안
기존 신용카드 중심 결제 시스템에서 마이페이먼트에 기반한 간편결제 서비스로의 전환방식
등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마이페이먼트 서비스의 연착륙을 꾀하여야 할 것임
◦ 그동안 정부가 다양한 세제 혜택, 부가서비스를 통하여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해온

바, 그러한 시스템을 단기간에 바꾸려 할 경우 카드사에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궁극
적으로 소비자에게도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39)

(구) 한국증권전산(증권 및 파생상품 시장과 증권회사를 비롯한 금융업계의 각종 전산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운용
하는 전산전문회사로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는 증권유관기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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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상황에서는 핀테크 기업의 마이페이먼트 참여가 중점적으로 논해지고 있는 바,

신용카드사나 은행 등도 기존에 보유한 인프라를 새로운 지급결제 시스템에서 어떻
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기초로 마이페이먼트 서비스에서의 역할을 찾아야
할 것임
데이터 및 금융기능의 집중 현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기존 지급결제 시장은 은행과 신용카드사의 독과점 구조였던 것으로 평가되는데, 마

이페이먼트 서비스를 통하여 금융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을 독점하는 구조로 치환될
우려도 있음
◦ 데이터 집중으로 인하여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이나 인증

시스템의 정비도 필요할 것임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조 서 연 ☎ : 02-6788-4585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 : 02-2100-2530

21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예금보호한도 상향 관련 쟁점
1

현황 및 문제점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제도는 예금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것으로,
보장되는 보험금의 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함(「예금자보호법」 제32조제2항)
◦ 대통령령에서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보험금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정하고 있음

2001년 이후 1인당 국내총생산액40), 예금규모 등의 변동이 계속 있었음에도 보호되는 예금
한도가 5,00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예금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에 따라, 지난 제20대국회에서는 1) 금융업권별로 예금보험한도를 구분하여 정하게 하거나,
2)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주기적으로(5년)마다 보험금 한도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개
정안들이 발의41)된바 있음
보험금 한도의 변경 내역42)
보호금 한도 변경 내역
구분
’97.11.18.
이전
’97.11.19.~
’98.7.31.
’98.8.1.~
’00.12.31.
’01.1.1.~
’03.12.31.
’04.1.1.~
현재

은행

보험

증권

종합
금융

저축
은행

신협

비고

2천만원 5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 업권별 보호기구가 각각 보호
외환위기로 인한 금융시장 불
안 해소

전액 보호

- ’98.8. 이전 가입 : 전액 보호
금융시장 불안 진정 및 전액 보
- ’98.8. 이후 가입 : 원금 2천만원 이하 시 원리금 2천만원까
호에 따른 도덕적 해이 해소
지 보호, 원금 2천만원 초과 시 원금만 전액 보호
전액보호의 도덕적 해이 해소
를 위해 부분보호제 시행

5천만원
5천만원

제외

부보금융기관(附保金融機關)
에서 신협 제외

40)

1인당 GDP는 2001년 1,452.7만 원에서 2018년 3,451.7만 원으로 증가하였음

41)

의안번호 제2004854호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예금보호한도를 업권별로 구분하는 내용 및 보호한도의 5년 주기 검토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고, 의안번호 제2018856호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보험금 한도의 5년 주기 검토를 주요 내용으로 함

42)

자료 : 금융위원회(국회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 8. p.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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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등은 금융업권별 특성을 고려하여 예금보호한도를 구분하

여 규정하고 있음43)
구분
보호한도
미국

일본

손해보험

증권

25만＄

대부분 50＄

대부분 전액
(주마다 상이)

50만＄

각 주 생명보험
보호기구

각 주 손해보험
보호기구

SIPC
(Securities
Investor
Protection
Corporation)

전액

전액

5만£

8.5만£

FSCS
(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

보호기구
보호한도

캐나다

생명보험

FDIC
(Federal Deposit
보호기구
Insurance
Corporation)
보호한도

영국

은행

1만 CAD

CDIC
(Canada Deposit
보호기구
Insurance
Corporation)

20만 CAD 또는
85% 중 높은 금액

30만 CAD

100만 CAD

ASSURIS
(민간 비영리 단체)

PACICC
(Properties and
Casualty
Insurance
Compensation
Corporation)

CIPF
(Canadian
Investor
Protection Fund)

보호한도

1,000만¥

90%

전액

1,000만¥

보호기구

예금보험기구

생명보험계약자
보호기구

손해보험계약자
보호기구

일본투자자보호기금

◦ 보험금 한도의 주기적 검토에 관해서는 미국과 EU에서 5년 주기 검토제도를 두고

있고, 영국, 캐나다, 일본은 주기적 검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미국 FDI Act. [SEC 11.] INSURANCE FUNDS
“By April 1 of 2010, and the 1st day of each subsequent 5-year period,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 National Credit Union Administration Board shall jointly consider the factors
set forth underclause (v), and, upon determining that an inflation adjustment is appropriate,
shall jointly prescribe the amount by which the standard maximum deposit insurance
amount.”
EU The Directive on Deposit Guarantee Schemes[Article 6.]
“The amount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be reviewed periodically by the Commission and
at least once every five years. If appropriate, the Commission shall submit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o the Council a proposal for a Directive to adjust the amount referred to in
paragraph 1, taking account in particular of developments in the banking sector and the
economic and monetary situation in the Union. The first review shall not take place before 3
July 2020 unless unforeseen events necessitate an earlier review.”
43)

자료 : 국회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 3,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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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선방안
예금보호한도를 업권별로 달리 정할 것인지, 통합하여 정할 것인지의 문제 및 예금보호한도의
조정은 경제규모, 금융시장 상황 등과 연계되는 문제로 경제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안임
◦ 특히 예금보호한도 상향의 경우 시장의 자금들이 예금보호한도가 상향되는 은행, 보

험, 퇴직금 등으로 이동하여 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고, 예금보험료율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음
◦ 이와 같은 점에 기초하여 금융위원회는 제20대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에 포함된 예

금보호한도의 조정 내용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음
경제성장 상황, 시중자금의 이동 추이 등을 고려하여 예금자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호한도의 조정을 보다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조 서 연 ☎ : 02-6788-4585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
☎ : 02-2100-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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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피해 구제를 통한 예금자보호 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최근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인
의 계좌번호, 수취금융회사, 송금액 등이 잘못 입력되어 송금되는 “착오송금” 거래건수가 증
가하는 추세임
구분
반환청구

2017년

2018년

2019년

건수(건)

92,749

106,262

127,517

금액(억원)

2,398

2,392

2,565

자료 : 금융위원회

착오송금으로 인한 송금액은 부당이득으로서 송금인에게 반환되어야 하나 수취인이 자발적
으로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소송으로 반환받으려 할 경우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되어 실
효적인 구제책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고, 그를 반영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제
20대국회(의안번호 제2017313호 : 민병두의원 대표발의) 및 제21대국회(의안번호 제
2100335호 : 양경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1447호 : 김병욱의원 대표발의, 의안번
호 제2101745호 : 양정숙의원 대표발의)에서 발의된바 있음
◦ 위 개정안들은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착오송금 구제계정 운영, 착오송금 관련 부당

이득 반환채권의 매입･회수 및 이를 위한 관계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등 자료제출요
구 등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다만, 제21대국회 개정안 중 일부(의안번호 제2100335호, 제2101447호)에서는

제20대국회에서의 개정안과 달리, 착오송금 구제계정의 재원에서 정부 및 금융회
사 등의 출연금을 제외하였고, 정부출연금은 제외하였으나 금융회사의 출연금은 포
함시킨 개정안(의안번호 제2101745호)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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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개정안들에 따른 착오송금 반환 체계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음

자료 : 금융위원회 (2019. 3.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p.9에서 재인용)

제20대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에 대해서는 1) 피해구제 대상과 관련하여 착오송금으로 인한
송금액의 반환채권은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므로 이에 대한 규율은 민사법에 맡기
는 것이 원칙인바, 공적 기관이 개입하여 특별히 다른 채권에 비하여 강한 보호를 할 필요성
이 있는지, 2) 피해구제 재원과 관련하여 정부 재정 및 금융회사의 비용 투입을 상정하고 있
는 것이 적절한지, 3) 예금보험공사가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하여 「민법」상 채권의 양수인과
달리 수취인의 개인정보 등 자료제출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정한지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진바 있음44)

2

개선방안
민사적 부당이득반환 관계에 대하여 정부의 재정을 투입하여 해결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민사적 관계에 관하여 정부의 재정 등 공적 영역이 개입하는 경우는 송금인의 법적･

경제적 지위가 일반적으로 수취인에 비하여 열악하여 송금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등의 사유가 존재하거나 다른 구제수단을 상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사정
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
◦ 착오송금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채권자(송금인)의 착오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44)

국회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 3. pp.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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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의 설립 및 운영 목적에 비추어 착오송금 문제의 소관기관으로 적절한지에 관해
서도 더 논의가 필요함
◦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진 조직인바45), 그러한 목적에 비추어
착오송금 구제 사업을 소관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관련 채권을 매입하게 할 경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관
해서도 검토가 필요함
◦ 제20대국회에서의 개정안에서는 정부 출연금 외에 금융회사등의 출연금등을 재원

으로 하도록 하고 있었던바, 그 경우 착오송금 피해 구제를 위하여 궁극적으로 금융
회사 이용자 전체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음
◦ 정부의 재정이나 금융회사의 비용 출연 없이 회수한 착오송금액에서 회수비용을 차

감하여 송금자에게 돌려주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조 서 연 ☎ : 02-6788-4585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
☎ : 02-2100-2903

45)

「예금자보호법」 제3조(설립) 이 법에 따른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공사를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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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자 재기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1

현황 및 문제점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경제위기가 본격화되면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업 침체로 자영업자, 임시･일용직, 청년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일자리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특히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9년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자영업자 재기지원」에 이어
2020년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자영업자･소상공인 생존지원」 등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이 중 자영업자 재기지원프로그램에 해당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중 「재창업･재도전 자영업자 지원프로그램」은 3년

이내 폐업한 경험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로 사업성･성장성 심사를 통과한 자영업
자에 대해 보증비율(100%)과 보증료율(최저수준 적용), 보증기간(5년) 등을 우대 적
용함
◦ 「자영업자 재기지원」은 ‘채무조정 특례’를 마련하여 성실한 재기의지를 가진 휴･폐

업자의 경우 채무조정 직후 초기 2년간은 채무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도록 하며, ‘미
소금융 재기자금’을 통해 채무조정 확정시 심사를 거쳐 신규자금을 적시 지원하고,
대출 전후로 사전컨설팅과 멘토링을 제공함
◦ 「자영업자･소상공인 생존지원」에서는 경영상황 단계별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여 경

영상황 악화 단계에서는 생계자금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폐업단계에서는 폐업부
담 경감 및 재기기반 제공을, 재기단계에서는 채무조정, 재기자금 등을 우대 지원하
고 2조 원 규모의 개인연체채권 매입을 통한 신용회복지원, 폐업 소상공인의 임금근
로자 전환 또는 비과밀 업종 전환을 지원함
정부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정책자금을 활용하여 대출(보증 포함)을 지원하거나 기 대출채
무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업에 실패한 자영업자가 대출 이외의
방식으로 재기자금을 지원받아 재기를 도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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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선방안
주로 기업을 대상으로 운용되고 있는 성장사다리펀드의 예와 같이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 전
용 재기지원펀드를 조성하여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기존의 대출지원 방
식뿐만 아니라 투자지원 방식을 추가하여 금융지원 풀(pool)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소상공인이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 기존의 법률들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를 통･폐합하여 2020년 2월 「소상공인기본법」(법률 제16954호)
을 제정하고 2021년 2월 5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 또한 2019년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관으로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가 설치

(2019년 30개소, 2020년 30개소 예정)되어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폐업에서부터 재기 컨설팅까지 종합하여 원스톱으로 재기지원 하는 체계가 마련됨46)
◦ 이와 함께 정책 서민금융을 통합 지원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활용하여 영

세 자영업자들이 아이디어와 실력으로 투자 자본을 통해 빚 걱정 없이 재도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이 순 희 ☎ : 02-6788-4584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과
☎ : 02-2100-2611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 : 02-2100-2879

46)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폐업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재기지원 강화」, 보도자료, 2019.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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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취약계층의 채무조정 활성화
1

현황 및 문제점
정부는 대출금 상환 곤란에 빠진 채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
도록 사전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국민행복기금 등의 채무조
정제도를 통해 연체 우려가 있거나 이미 연체 중인 개인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있음
◦ 사전채무조정 및 개인워크아웃 제도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하여 체결한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신용회복제도임
◦ 국민행복기금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

터 위탁받아 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채권집중프로그램임
2018년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에 따라 연체 10년 이상 및 원금 1천만 원 이하인 국민
행복기금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를 대상으로 일괄 심사를 거쳐 46만 여명에 대해 재기 지원
을 결정하였고, 이 외에 장기소액연체에 해당하는 국민행복기금 약정자, 워크아웃 등의 약정
자, 민간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 연체 채무자를 대상으로 재기 지원을 추진함47)
또한 2019년 「채무자 부담경감 대책」에 따라 국민행복기금 채무자의 추심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지원을 강화하고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개선함48)
* 채무자가 변호사를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직접추심을 해
서는 안 되고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채권자의 범위에 대부업자 또는 유사대부
업자인 경우에만 인정하던 것을 위탁추심사까지 포함하도록 함(개정 「채권추심법」, 2020. 8. 5. 시행)

2020년 1월부터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여 비상경제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정부는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함
◦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곤란하여 연체우려가 있는

단일 개인채무자에 대해 개별 금융회사 차원의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원금 상환유예
를 지원함으로써 연체가 발생･지속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함
47)

금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추진현황」, 보도자료, 2018. 1. 29.

48)

금융위원회, 「개인 및 자영업 연체 채무자의 재기지원 강화 방안」, 보도자료, 2019.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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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 개인채무자의 경우 모든 금융권이 협약기관으로 참여 중인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원금 상환유예, 원리금 감면 및 분할상환 등의 방법으로 여러 채무를 한 번에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함
◦ 그 밖에 개별 금융회사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이 곤란한 장기 개인연체채무자를

대상으로 자산관리공사에서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조성하여 최대 2조 원(액면가)
의 채권을 매입 추진함으로써 개인연체채권이 대부업체 등에 매각되어 과잉추심에
노출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
그동안 채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채무조정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금융회사와 채무자 간에 채무조정을 유도하고, 채무조정에 실패한 장기연체채권은 공적기관
을 통해 매입･매각(또는 소각) 방식으로 개인채무자의 채무부담 경감 및 재기를 지원하는 방
법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개별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채무조정 역할은 미흡한 측면이 있음

2

개선방안
현행 신용회복위원회 중심의 개인채무조정체계를 금융회사 중심으로 전환하고 신용회복위원
회는 금융회사의 개인채무조정을 지원･보완하는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49)
◦ 채무자를 잘 알고 채무조정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개별 금융회사의 역할이 가장 중

요하므로 이들이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인채무조정의 성과를 신용회복위원
회의 성과로 평가하는 대신 해당 금융회사의 성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는 다중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참

여 금융회사는 선한 관리자라는 관점에서 동의 또는 부동의 하도록 감독하는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임
또한 금융회사에 대하여 개인연체채권을 대부업체 등에게 헐값으로 매각하기 전에 먼저 개인
채무자와 채무조정절차를 거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개별 금융회사를 통한 채무조정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금융회사들이 90일 이상 연체된 개인연체채권의 경우 채무조정절차

없이 바로 대부업체나 신용정보업체에 매각 처리하는 관행은 대출채권 보유로 자산
49)

한국금융연구원, 「사적 개인채무조정제도 개선방안」, KIF VIP 리포트 2020-04, 202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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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때문이므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개선하
는 방안을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이 순 희 ☎ : 02-6788-4584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과
☎ : 02-2100-2611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가계금융과
☎ : 02-2100-2514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중소금융과
☎ : 02-2100-2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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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
1

현황 및 문제점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인 중･저신용자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중금리(6~18%) 대출상품
으로 사잇돌대출과 민간 중금리상품이 2016년 출시되었음
◦ 2018년 중 중금리 대출은 약 6조 원으로 전년 대비 60% 증가하였는데, 이 중 서울보

증보험의 보증부 대출인 사잇돌대출은 1.8조 원이고, 민간의 중금리상품 대출은 4.2조
원이 이루어짐
- 사잇돌대출은 소득･재직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하는 상품으로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을 통해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 민간 중금리상품은 개별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중금리대 신용대출 중에서 금리 및

중･저신용자 비중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을 의미함
중금리 대출 공급규모 추이
(단위 : 억 원)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사잇돌대출

3,729

9,566

18,341

31,636

민간 중금리

9,481

27,812

41,594

78,887

합계

13,210

37,378

59,935

110,523

자료 : 금융위원회(2019)

그동안 정부는 금리단층*으로 인하여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상품이 부족한 문제점
을 개선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금공급망을 확장시키려는 「중금리 대출 확대 정책」을
2016년부터 꾸준히 실시해 오고 있음
* 은행권의 평균 4% 이상, 저축은행 등의 평균 20% 이하 금리 범위에서 대출공급이 없는 구간

◦ 2019년 7월부터는 금융업권별 대출 관련 규제상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중금리대출

의 금리요건을 업권별 비용구조 등을 감안하여 차등적으로 하향 조정(「저축은행업･
여전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2019. 7. 1. 개정)함으로써 업권별 상이한 비용구조･
상품유형 등과 관계없이 저축은행 기준 금리요건(평균금리 16.5% 이하, 최고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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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미만)을 전 업권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저축은행 외의 업권을 유인하는 요인이
미약했던 부분을 개선함
그런데 중금리대출 시장은 위의 개선된 ‘업권별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적용 전이라 하더라도
2018년 중 전체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제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8%로 크지 않고 민간
중금리대출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저축은행(43.2%)과 여신전문금융사(45.9%)의 경
우 평균금리가 20%에 근접하여 중금리대출 이용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음
업권별 민간 중금리대출 현황
(단위 : 억 원, %)

2017년
구분

공급액

2018년

가계일반신용
대출 평균금리

공급액

가계일반신용
대출 평균금리

은행

3,969

4.34

3,190

4.49

저축은행

8,905

21.81

17,974

19.66

여신금융*

13,330

16.15

19,109

14.17

상호금융

1,608

4.77

1,321

4.79

합계

27,812

-

41,594

비고

-

* 여신금융의 가계일반신용대출 평균금리는 가중평균금리로 갈음(2018년 저축은행 가중평균금리 : 14.83%)
자료 : 금융위원회(2019)의 보도자료 재구성

2

개선방안
2020년 1/4분기말 가계신용 잔액이 1,611.3조 원에 이르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황이
가중됨에 따라 중금리대출 시장의 수요는 더욱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중금리대
출 상품을 다양화하여 공급 규모를 늘리는 한편, 제2금융권의 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정책적
방안을 면밀히 준비할 필요가 있음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이 순 희 ☎ : 02-6788-4584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중소금융과
☎ : 02-2100-2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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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부업계 변화 대응
1

현황 및 문제점
등록 대부업에 대한 법정 최고금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인 2002년 연 66%로 규정된 이래 세계적인 저성장･저금리 기조를 반영하여 여러
차례 인하됨에 따라 2020년 7월 현재 연 24.0%를 유지하고 있음
대부업 이자율 법정상한 변천

2002년 10월
66%

2007년 10월 2010년 7월 2011년 6월 2014년 4월 2016년 3월 2018년 2월
49.0%

44.0%

39.0%

34.9%

27.9%

24.0%

또한 정부는 등록 및 보호 기준 요건 강화, 법인화･대형화 유도 등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
독을 강화하는 한편, 정책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꾸준히 확대하여 2015년 4.7조 원에서
2018년 7.2조 원을 공급하였음50)
대부업체는 이러한 영업환경 변화에 맞추어 영업망을 축소･대형화하고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대부업체 수는 줄고 대출잔액은 증가함
◦ 2019년 6월 말 기준 법인은 전년 대비 0.1% 증가한 반면에 개인은 0.3% 감소함
형태별, 자산규모별 대부업체 등록 현황
(단위 : 개, %)

구 분

’16.12.말

’17.12.말

’18.12.말(A) ’19.6.말(B)

증감(B-A)

증감률

법인

2,156

2,593

2,785

2,788

3

0.1

자산100억 원
이상

187

218

247

253

6

2.4

자산100억 원
미만

1,969

2,375

2,538

2,535

△3

△0.1

개인

6,498

5,491

5,525

5,506

△19

△0.3

합계

8,654

8,084

8,310

8,294

△16

△0.2

자료 : 금융위원회
50)

금융위원회, 「’19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 2019.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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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대출잔액은 2015년 대비 개인의 경우 0.7조 원에서 0.6조 원으로 13.9% 감소한

반면에, 법인의 경우 12.6조 원에서 15.9조 원으로 26.5%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3.4조 원이 늘어남
- 증가된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법인에서 신용대출 비중이 87.8%에서 65.7%로 낮

아지고 담보대출 비중이 12.2%에서 34.3%로 높아짐
- 대출 평균금리의 경우 2019년 6월말 현재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자산 100억 원 이

상 법인 21.1%, 개인 17.6%, 자산 100억 원 미만 법인 14.9% 순으로 자산 100억
원 이상 법인이 가장 높고, 담보대출 평균금리는 개인 18.3%, 자산 100억 원 미만
법인 15.5%, 자산 100억 원 이상 법인 13.8% 순으로 개인이 가장 높게 나타남
대출 유형별 대출잔액 및 금리 현황
(단위 : 억 원, %, %p)

’15.12.말
’16.12.말 ’17.12.말 ’18.12.말
(A)

구 분
법인
자산
100
억원
이상
자산
100
억원
미만

개인

합계

증감
(B-A)

증감률

신용

110,609

120,733

124,755

116,253

104,726

△5,883

△5.3

담보

15,386

18,770

33,310

49,482

54,657

39,271

255.2

신용

106,918

117,133

121,045

112,641

101,271

△5,647

△5.3

금리

30.4

25.3

24.3

22.0

21.1

△9.3

담보

10,902

11,186

21,090

33,763

38,354

27,452

금리

13.6

13.8

12.7

14.5

13.8%

△0.2

-

신용

3,691

3,600

3,710

3,612

3,455

△236

△6.3

금리

21.2

18.2

17.4

14.9

14.9

△6.3

담보

4,484

7,584

12,220

15,719

16,303

11,819

금리

20.3

17.6

17.2

15.5

15.5

△4.8

신용

1,703

1,642

1,271

1,438

1,318

△385

금리

17.4

16.5

19.2

15.7

17.6

0.2

담보

4,754

5,335

5,678

6,314

6,039

△1,285

금리

22.3

18.2

19.9

18.1

18.3

4

신용

112,312

122,375

126,026

117,691

106,044

△6,268

금리

29.9

25.0

24.0

21.7

20.8

△9.1

담보

20,140

24,105

38,988

55,796

60,696

40,556

금리

17.1

16.0

15.1

15.2

14.7

△2.4

132,452

146,480

165,014

173,487

166,740

34,288

28.0

23.5

21.9

19.6

18.6

△9.4

총대출
금리

자료 : 금융위원회(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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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말
(B)

251.8

263.5
△22.6
△27.0
△5.5
201.3
25.8
-

정무위원회

최근 몇 년간 지속적인 이자율 인하 등 변화된 영업환경에 맞추어 대부업체, 특히 전체 대출
잔액의 95.6%를 차지하는 법인이 신용대출 규모를 축소하고 담보대출 비중을 큰 폭으로 늘
리는 것은 이익 극대화를 위한 고위험 고객 회피 전략으로 보이며, 이는 고위험 저신용자들이
대부업 시장에서마저 밀려나고 있는 문제로 볼 수 있음
그리고 2019년 6월 말 기준으로 대부업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자산 100억 원 이상 되는 대
형 법인의 경우 담보대출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평균금리도 21.1%로 자산 100
억 원 미만 법인의 신용대출 평균금리 14.9%보다는 6.2%p 높고 개인 대부업자의 신용대출
평균금리 17.6%보다는 3.5%p 높아서 고금리대출을 선도하는 것으로 나타남

2

개선방안
담보력이 취약한 고위험･저신용자를 주된 고객층으로 하는 대부업 시장의 특성을 살릴 수 있
도록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대출규모별로 이자율 상한을 차등화한다든지 대부중개업 시장구조 개선을 통하여

대부업체 원가절감을 이끌어냄으로써 탄력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대부업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과 영향력 측면에서 대형 법인의 역할이 중요하므

로 우선적으로 대형 법인에 대하여 대출심사체계나 구조적인 문제점 여부 등을 점검
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이 순 희 ☎ : 02-6788-4584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가계금융과
☎ : 02-2100-2511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검사국 대부업총괄팀
☎ : 02-3145-8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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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금 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하여 민간 사업수행기관을 통한 소액금융사업, 전통시장 신용대출, 소
액보험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음
◦ 민간 사업수행기관 소액금융사업의 경우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영위하는 사업

수행기관에 사업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여 이들 기관이 저소득층 창업지원, 금융채
무불이행자 신용회복지원, 사회적기업 지원 등을 수행함
◦ 전통시장 신용대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상인회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

아 서민금융진흥원에 대상 시장을 추천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은 영세상인이 밀집한
시장에 우선적으로 지원함
◦ 소액보험사업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 저소득층의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를 지원함

휴면예금을 활용한 사업의 건전성 판단 지표의 하나로써 사업별 연체율을 살펴본 결과,
2018년 말 기준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이 직접 대출을 주관하는 일반 미소금융상품의 연체율
은 4.6%, 민간 사업수행기관 대출상품의 평균연체율은 43.1%, 전통시장 대출상품의 연체
율은 27.9%로 특히 민간 사업수행기관과 전통시장의 대출상품 연체율이 매우 높게 나타남
2018년 말 기준 휴면예금 사업 운영 실적
(단위 : 건, 억 원)

대출잔액
사업구분

미소
금융

일반 미소금융사업
민간
창업분야
사회적기업분야
사업
신용회복분야
수행
소계
기관
전통시장
합 계

자료 : 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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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88,134
734
127
7,723
8,584
5,371
102,089

연체대출
금액
7,618
92
62
104
258
237
8,113

금액
354
70
28
13
111
66
531

연체율
(대위변제율)(%)
4.6
75.4
46.0
12.7
43.1
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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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사업수행기관 사업의 창업분야와 사회적기업분야의 경우 연체율이 각각

75.4%, 46.0%에 달해 대출자 상당수가 제때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음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경우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영세한 서민을 대상으로
물적 담보 없이 부족한 신용정보를 기반으로 소액신용대출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적
으로 대출자의 상환력에 취약한 부분이 있고, 사업 수행을 민간기관이 하기 때문에 심사 기법
이나 역량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2

개선방안
지원 대상자에 대한 신용정보를 다각적으로 수집하고 시스템화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민간 사업수행기관의 금융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또한 휴면예금을 활용한 사업의 연체율 관리를 통해 대출지원 및 대출상환이 적절히 이루어
지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함으로써 확보된 재원으로 더 많은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
는 등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음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이 순 희 ☎ : 02-6788-4584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과
☎ : 02-2100-2611
서민금융진흥원 기획조정부
☎ : 02-2128-8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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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활용도 제고
1

현황 및 문제점
주택연금 제도는 55세 이상의 이용자가 소유주택에 평생 거주하면서 담보로 소유주택을 제
공하고 매월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연금방식으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
증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말함
◦ 주택은 가지고 있으나 생활비가 부족한 다수의 고령자들에게 주택을 이용해 안정적

인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2007년 7월 도입되었으며, 2020
년 3월 현재 이용자 평균 연령은 72세이며, 평균 월지급금은 102만 원임
제도 시행 당시에는 까다로운 가입요건과 주택연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아 가입자 수가
1,000명대에 불과하였으나 그동안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함께 정부의 확대정책에 힘입어
2018년 기준 6만 명 이상의 고령자가 주택연금을 이용하고 있음
주택연금 가입자 수

자료 : 주택금융공사

정부는 가입 요건과 가입 대상주택을 완화하여 부부 모두 65세 이상에서 부부 중 55세 이상
으로, 6억 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에서 9억 원 이하 일시적 2주택 소유자에게도 제한적으로
가입을 허용하는 등 주택연금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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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관련 주요 제도변화 추이
시행 시기

내 용

2007. 7. 12

주택연금 출시

2008. 10. 7.

가입대상주택 확대 (6억 원 이하→9억 원 이하, 세법상 “고가주택” 기준 변경)

2009. 4. 9.

가입연령 하향 조정 (부부 모두 65세 → 60세)

2013. 8. 1.

주택연금 가입연령 완화 (주택소유자 기준 60세)

2014. 3. 10.

일시적 2주택자에게 제한적 가입 허용
상가주택 등 복합용도 주택의 가입 허용

2014. 11. 3.

보유주택의 합산가격이 9억 원 이하인 다주택자 가입 허용

2015. 2. 1.

가입비 성격의 초기보증료 인하 (2.0%→1.5%)

2015. 9. 25.

담보주택의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시에도 계약 유지

2016. 2. 1.

주택연금 지급유형 단순화(감소형, 증가형 폐지), 지급유형간 조건변경 허용

2016. 3. 29.

주택연금 가입연령 완화 (부부 중 1인 60세)

2016. 4. 25.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

2018. 9. 28.

가입자가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계약 유지

2020. 3. 31.

주택연금 가입연령 완화(부부 중 1인 55세)

자료 : 국회 정무위원회(2017년 강효상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에 관한 검토보고서 재구성)

현재 주택연금 제도는 고령자들을 위한 중요한 노후안전망의 하나로 기능하고 있고, 여전히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노인빈곤율(2017년 43.8%, OECD 통계)과 60세 이상 노인 인구
가 1,000만 명을 상회(2018년 통계청 총인구조사)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볼 때 주택연금에
대한 수요층은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현 제도는 이를 포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현행법상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주택은 「소득세법」에 따른 고가주택(9억 원 초과)

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어야 하기 때문에 9억 원
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오피스텔 거주자는 주택연
금에 가입할 수 없음

2

개선방안
현행 주택가격의 한도를 폐지하거나 관련 조항을 재정비함으로써 소유주택을 담보로 안정적
인 노후자금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관해 논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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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주택이더라도 집 한 채만을 가진 고령층은 주택연금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

고,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주택가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주택가격의 한도를 폐지하거나 담보가치 제한을 조건으로 9억 원을 초과

하는 주택의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이 제20대 국회에서 제안된 바 있으며,
우리나라와 유사한 주택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이나 홍콩의 경우에도 가입
요건으로 주택가격을 제한하는 대신에 연금청구액에 상한을 두고 있음을 참고할 필
요가 있음
- 고가주택의 경우 주택연금지급액 상한을 제한하면 주택연금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효과를 일부 기대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연금의 가입대상 주택으로 포섭하는 방안
에 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
◦ 통계청 인구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오피스텔 거주가구는 주택연금 제도가 도

입되기 직전인 2005년 159,791가구였던 것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463,744가
구이고, 이 중 55세 이상 거주가구가 68,893가구로 증가 추세임
◦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고령층 가구의 노후불안을 해소하는 방편으로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하는 특례에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추가하려는 방안이 제20대 국
회에서 논의된 바 있는데,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에 대한 분류기준이 모호하다
는 이견이 있어 보류됨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이 순 희 ☎ : 02-6788-4584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 : 02-2100-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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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관 간 중복보증 현황 및 과제
1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라 함)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이하 “기
보”라 함)은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지역신용보증기금(이하 “지역신보”라 함)은 「지역신
용보증재단법」에 따라 각각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 신기술사업자,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지원하고 있음
2019년 감사원의 「중소기업 보증업무 지원실태」에 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신보와 기보
의 경우 2005년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양 보증기관 간 보증운용
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중복보증을 축소･관리해온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신보, 기보와 지역신보 간의 중복보증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2015년 정부는 신보, 기보와 지역신보 간에 중복보증이 증가하여 문제가 되자 보증

기관 간 역할을 특화하여 신보와 기보는 일정 수준의 기술력을 통해 기업화를 추구
하는 기업에 대한 보증을 공급하고 지역신보는 지역 내 영세한 생계형 창업(연 매출
5억 원 이하의 요식업, 이･미용업, 숙박업 등)을 중점 지원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
신보증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한 바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보, 기보는 아직까지 각각 지역신보 간에 보증 취급기준이나

관리방안을 따로 두고 있지 않아 보증기관 간 중복보증이 증가하고 있음
- 2017년 말 기준 신보의 지역신보와 중복보증잔액은 4조 3,296억 원(9.8%), 기보의

지역신보와 중복보증잔액은 1조 5,856억 원(7.4%), 지역신보의 신보･기보와 중복
보증잔액은 1조 9,599억 원(10.2%)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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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기보와 지역신보 간 연도별 중복보증 현황
(단위 : 억 원, %)

신보

기보

지역신보

구분

총보증
잔액

2003년 말

277,602

9,986

3.6 137,942

7,537

5.5

23,124

5,436

23.5

2006년 말

283,129

14,623

5.2 110,277

7,725

7.0

40,236

8,606

21.3

2015년 말

411,010

35,966

8.8 198,460

13,269

6.7 162,423

17,186

10.6

2017년 말

443,903

43,296

9.8 213,306

15,856

7.4 191,673

19,599

10.2

중복보증
잔액

총보증
잔액

비율

중복보증
잔액

총보증
잔액

비율

중복보증
잔액

비율

주 : 중복보증은 2017년 말 기준 신보와 지역신보가 동시에 보증을 취급하여 보증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보와 지
역신보가 동시에 보증을 취급하여 보증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임
자료 : 감사원

- 또한 신보, 기보와 지역신보 간 중복으로 보증을 받은 기업의 매출액 규모를 보면,

매출액 5억 원 이하인 영세 기업에 대한 신보와 지역신보 간 중복보증잔액 비중은
9.6%, 기보와 지역신보 간 중복보증잔액 비중은 11.4%이고 나머지 중복보증잔액
비중은 매출액 5억 원 초과 기업에 대한 것으로 영세 자영업에 대한 보증비율이 낮
게 나타남
중복보증 기업의 매출액 현황
(단위 : 개, 억 원, %)

매출액
구분

신보와
지역
신보간
중복
기보와
지역
신보간
중복
자료 :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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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
이하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5억 원
10억 원
초과
초과
~10억 원 ~30억 원
이하
이하

30억 원
초과

자료
미보유

계

업체 수

511

5,328

5,419

7,577

4,051

9,531

32,417

비중

1.6

16.4

16.7

23.4

12.5

29.4

-

보증잔액

510

5,080

7,187

17,578

21,012

7,069

58,436

비중

0.9

8.7

12.3

30.1

35.9

12.1

-

업체 수

332

1,368

1,214

1,675

861

2,266

7,716

비중

4.3

17.7

15.7

21.7

11.2

29.4

-

보증잔액

415

1,891

2,451

6,103

6,890

2,565

20,315

비중

2.1

9.3

12.1

30.0

33.9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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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감사결과, 지역신보가 신보, 기보의 보증 영역에 중복보증을 하면 지역신보가 주로
담당하는 지역 내 생계형 창업 등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보증공급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
을 우려가 있고, 보증기관 간 중복보증으로 말미암아 한정된 보증재원의 소수기업 편중, 보증
재원의 비효율적 배분 등으로 정책보증의 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2

개선방안
신보, 기보 및 지역신보를 각각 설립한 취지를 고려하여 보증기관 간에 역할분담을 특화하고
보증기관 간 협약체결을 통해 상호 중복보증 제한에 관한 기준, 모니터링 방법, 보증 시스템
공유 등 보증기관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한정된 보증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신보와 기보는 기업화를 추구하는 기업, 산업･경제적으로 지원효과가 큰 기업 등에

보증을 공급하고, 지역신보는 지역 내 영세한 생계형 업종에 중점 지원함으로써 보
증기관 간 역할분담을 통해 정책보증의 효과성을 높이고 보증기관 간 중복보증을 최
소화하여 중복보증으로 인한 비효율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지역신보의 보증공급력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나는 점, 보증의 성격에

따라 다른 보증기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책의 자
율성이 있는 점 등에서는 중복보증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복보증이
인정되는 영역 및 인정 기준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임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이 순 희 ☎ : 02-6788-4584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 : 02-2100-2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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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등에 대한 고령층 보호
1

현황 및 문제점
최근 고령층의 의사에 반하여 고령층의 금융자산을 빼앗거나, 금융자산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통제하는 행위(이하 ‘금융사기 등’)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노인복지법」 문언 및 보건복지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층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 및 경제적 권리 행사에 대한 의사결정권의 통제 행위는 「노
인복지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51)
고령자에 대한 금융사기 등은 타인뿐만 아니라 지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나 그 동안 지
인에 의한 금융 자산의 편취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기 못했음
◦ 보이스피싱 등 타인에 의한 자금 편취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들도 이를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으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액 환급에 관
한 특별법」 및 금융위원회의 「보이스 피싱 척결 종합방안」52)과 같이 입법적, 정책적
으로 대응수단 또한 마련되어 있음
◦ 그러나 지인에 의한 금융사기 등의 경우 고령층이 지인에 의한 금융사기 등을 당했

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원하지 않거나, 지인의 행위를 금융사기 등으로 인
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적발이 어려우며, 이에 대한 적절한 예방 및 규제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금융위원회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고령자 재산 중 특히 금융자산에 대한

편취 행위를 방지하는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53)

51)

보건복지부, 「2019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2020. 6.

52)

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 보도자료, 2020. 6.

53)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보도자료,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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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선방안
금융 당국은 금융회사의 창구 등에서 고령층에 대한 금융사기 등과 관련된 이상 징후를 파악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고령자의 경우 부당한 금융사기 등 행위가 있더라도 이를 부당한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가해자가 지인인 경우 사기 행위 등이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기 어려워하
므로 금융사기 등 발생여부는 고령자의 진술보다는 행위의 특징에 근거하여 판단해
야함
- 예를 들어 고령자의 계좌에서 빈번히 금전이 인출된다거나, 특정 계좌로 거액이 이

체되는 경우 금융사기 등에 대한 의심 징후로 볼 여지가 있음
◦ 금융 당국은 금융사기 등이 있는 경우 고령자가 흔히 보일 수 있는 행위를 유형화 하

고 해당 행위의 빈도나 고령자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금융사기 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금융 당국은 위 판단 기준에 바탕을 두어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고령층에 대한 금융사기 등 여
부를 판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하며, 해당 매뉴얼을 금융기관 창
구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하게 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금융사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 사례를 인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기계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금융회사의 직원이 고령자가 사기를 당했는지 여부
를 한번 더 확인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같은 사례를 유형화하여 향후 고령자 보호를 위
한 제도 정비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조 영 은 ☎ : 02-6788-4583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 : 02-2100-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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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 보호 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추산한 최근 5년간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생한 해킹 사건은 9건이며, 경제적 피해 규모는 약 1,266억 원이 넘음54)
◦ 총 9건의 해킹 사고 중 8건이 가상자산의 유출로 이어졌으며, 나머지 1건은 가상자

산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졌음
◦ 해킹 사고를 겪은 가상자산거래소 중 ‘야피존’과 같은 일부 거래소는 손실을 감당하

지 못하고 파산에 이르기도 하였음
해킹으로 인해 가상자산이 유출될 경우 가상자산거래소가 탈취된 가상자산을 추적하여 되찾
은 후 이를 이용자에게 반환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며, 가상자산거래소가 파산할 경우
이용자의 가상자산 등 인출권이 제한될 수 있어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 가상자산거래소 해킹 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
은 상황임

2

개선방안
가상자산거래소의 해킹 방지 대응 상황 점검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2020년 3월 개정되어 2021년 3월 시행이 예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

용 등에 관한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거래소는 업무 수행을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신고를 수리 받기 위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같은 인증기관으로부터 해킹 예방 등을 위한 정보보호관리체계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이하 ‘ISMS’) 인증을 받아야함

54)

뉴스핌, 「신용현 “가상화폐 해킹, 87%가 유출로 이어져... 최소 1200억원 피해”」, 2019.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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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전까지 가상자산거래소들은 ISMS 인증을 받아

야 할 것이나, 개정법의 시행 전에도 가상자산 거래소의 해킹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아직 ISMS 인증을 받지 않은 거래소가 해킹에 대응할 역량을 갖추었는지
점검이 필요할 것임
◦ 가령 외부에서 가상자산거래소 시스템에 부정하게 접근할 경우 이를 감지할 수 있는

장치의 존재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고, 보안 인력의 규모 및 보안에 대하여 외부
위탁을 하는 경우 외부 업체에 대한 관리 체계의 존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또한 가상자산거래소의 고객 가상자산 보관 방식에 제약을 두어 가상자산 불법 유출을 미연
에 방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일본에서는 2018년 1월 대형 가상자산거래소 Coincheck사의 가상자산 부정유출

사건을 계기로 가상자산의 부정유출 위험에 대한 대책으로 콜드월렛 방식의 비밀키
인증 관리 방식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된 바 있음55)
-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방법에는 핫월렛(Hot-Wallet) 방식과 콜드월렛(Cold-Wallet)

방식이 있는데, 핫월렛 방식은 가상자산 거래에 필요한 인증코드를 온라인 상에서
보관하는 반면, 콜드월렛 방식은 인증코드를 오프라인 상에서 보관하므로 보안의
측면에서 우수하다는 평가가 있음
- 실제로 Coincheck에 대한 해킹 당시 고객 가상자산의 유출은 모두 핫월렛 구조로

관리된 가상자산에서 발생하였으며, 콜드월렛 방식으로 관리된 경우에는 가상자산
유출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음56)
◦ 우리나라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서도 매매 및 이체의 신속성이 요청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가상자산을 콜드월렛 방식으로 보관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조 영 은 ☎ : 02-6788-4583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 : 02-2100-1751

55)

한국금융연구원, 「일본 내 가상화폐 교환업체에 대한 규제 관련 논의」, 『금융브리프』, 2019.

56)

한국금융연구원, 「일본 내 가상화폐 교환업체에 대한 규제 관련 논의」, 『금융브리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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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자문사 관련 규율
1

현황 및 문제점
의결권자문사(proxy advisory firm)는 연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의뢰
받은 회사의 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하여 의결권 행사의 방향에 대한 조언 업무를 수행하는 자
문기관을 뜻함
국내 의결권 자문서비스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관은 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이하 ‘ISS’), Glass, Lewis & Co.(이하 ‘Glass Lewis’)와 같은 외국계 기관과 한
국기업지배구조원, 대신경제연구소, 서스틴베스트 등이 있음
의결권자문사 현황
회사

서비스 개시

특징

ISS

1985

- 2천 개 이상 기관투자자 고객 , 4만 건이 넘는 주주총회 분석

Glass Lewis

2003

- 1천3백 개 이상 기관투자자 고객 , 2만 건이 넘는 주주총회 분석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12

- 3백 개 회사의 2천 건 이상의 주주총회 안건 분석
-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자문

대신경제연구소

2014

- 400여 건 이상의 주총 의안 분석, 대신금융그룹 산하

서스틴 베스트

2012

- 사회책임투자(SRI) 관련 업무 수행, 민간 의결권자문사

자료 : 각사 홈페이지

한편 2016년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스튜어드십코드가 도입됨에 따
라 대형 기관투자자의 경우 객관성 보강 및 중소 기관투자자의 경우 자체 분석 인력 부족 문
제 해소를 위해 의결권 자문사를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의결권 자문사의
영향력도 상당히 커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57)
이와 같이 의결권자문사의 영향력 증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국내 의결권자문사 업무 현황
을 파악할만한 근거 규정이 없으며, 의결권자문 내용의 공정성 및 정확성을 확보할 방안이 마
련되어 있지 않음

57)

한국경제, 「[마켓인사이트] 의결권 자문사의 ‘10만원 보고서’에 떨고 있는 상장사」, 2020.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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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의결권 자문사는 명목상 컨설팅업 또는 여론조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되

고 있을 뿐 투자자문사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
법’)의 규제를 받는 기관이 아니며, 금융당국의 모니터링이 가능한 금융 감독 대상이
아님
◦ 의결권자문사가 기관투자자에 대한 의결권 자문을 하면서 다른 금융서비스를 제공

하는 업무를 겸업하는 경우 고객간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를 방지할
만한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또한 의결권자문사가 주주총회 의안 분석 시 사용하는 데이터 및 그 데이터 처리 방

법론이 전혀 공개되어 있지 않아 기관투자자가 의안 분석의 오류 발생 여부를 확인
하기 어려움

2

개선방안
우선 국내 의결권자문 시장이 아직 성장단계라는 점을 고려하여 법령상의 규제를 도입하기에
앞서 의결권자문사가 준수해야할 최소한의 업무 지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미국에서도 주주제안 등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의결권자문사가 제공하는 의결권자문
사에 대한 규율 도입 논의가 있었으며 그 결과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2019년 8월 의결권자문사의 업무 수행에 관한 지침58)을 발표
하였음
◦ 해당 지침에서는 의결권자문사는 정확한 정보에 기반을 둔 분석을 수행해야함을 강

조하고, 의결권 자문사가 기관투자자에게 중요한 사실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을 포함
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 SEC Rule 14a-9에 따른 사기방지조항(anti-fraud rule)이
적용될 수 있음을 주지함59)

58)

SEC, Commission Guidance Regarding Proxy Voting Responsibilities of Investment Advisers, 17 CFR Parts
271, 276, 2019.

59)

안유미, 「미국 의결권 자문시에 대한 책임강화 지침의 시사점」, 자본시장포커스, 2019.

51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우리나라도 의결권자문사에 대한 자율규제 규율을 제정하되 그 내용에는 의결권자문사의 자
문 내용에 대한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 우선 의결권자문에 대한 공정성을 부여하기 위해 의결권자문사가 의결권 자문 업무

이외에 다른 금융 관련 업무를 겸업하는 경우 겸업 상황 및 이해상충 방지 정책을 공
시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다음으로 의결권자문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결권행사에 쓰일 데이터 및 분석

방법론에 대한 사전공개는 영업비밀에 대한 공개가 될 수 있으므로 의결권 자문을
마친 후 사후적으로 해당 자문건에 사용된 데이터를 및 분석방법의 대략적인 사항을
사후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마지막으로 의결권자문 내용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안분석 담당자를 공개하

고, 사후 공개된 의결권자문에 대해 기관투자자가 그 품질을 엄격히 평가하는 시스
템 도입이 필요함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조 영 은 ☎ : 02-6788-4583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 : 02-2100-2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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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화 금융투자회사 제도
1

현황 및 문제점
금융위원회는 중･소형 증권회사 중 중소기업과 관련한 기업금융업무60)에 특화된 금융투자
회사를 육성하기 위해 2016년부터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이하 ‘중기특화회사’) 제도
를 운영 중임61)
◦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2016년부

터 2년 단위로 중기특화회사를 지정하고 있음
◦ 중기특화회사의 선정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산업은행, 한국성장금융, 자본

시장연구원 소속 1인 외 민간전문가 1인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평가에 따름
중기특화회회사로 선정될 경우 정책펀드 운용사 선정 우대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대신 지
정 후 반기마다 관련 업무 실적을 점검받아야함
◦ 중기특화회사로 지정받을 경우 성장금융 등의 정책 펀드 운용사 선정 시 우대를 받

을 수 있고, P-CBO(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s) 발행 주관사 선
정 시 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증권담보대출 등 증권금융으로부터 대출 시 금리, 기
간 등에 관하여 우대를 받을 수 있음
중기특화회사는 위와 같은 인센티브를 받는 대신 코넥스 시장에서 지정자문인, 중소･벤처기
업 IPO, 비상장･코넥스 벤처기업의 유상증자지원, 비상장･코넥스 벤처기업의 채권발행 지
원, 중소･벤처기업 M&A 자문, 비상장･코넥스 벤처기업 증권의 장외거래 중개, 중소･벤처기
업에 대한 직접투자･출자, 중소･벤처기업 지원펀드 운용, 크라우드펀딩 중개 및 투자 업무를
수행해야함

6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제3호, 동법 시행령 제68조제2항에 따른 기업금융업무의 범위는 1.인수업
무, 2.모집･사모･매출의 주선업무, 3.기업의 인수 및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4.기업의 인수･합병에 관한 조언
업무, 5.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 등이 있음

61)

금융위원회,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6개사 지정」, 보도자료, 2020.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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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특화회사에 대한 주요 인센티브
관련 기관

인센티브

성장금융,
산업은행

중소･벤처기업 지원 목적으로 조성한 펀드의 운용사 선정 시 중기특화회사 우대
중기특화회사가 운용 할 수 있는 별도의 펀드 조성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P-CBO 발행 주관사 선정시 중기특화회사 우대

증권금융

증권담보대출, 신용대출 지원한도, 금리, 기간 등에 대한 우대

자료 : 금융위원회(2020)

그러나 중기투자사 제도가 중소기업 기업금융지원에 ‘특화’된 금융투자회사를 육성하려는 제
도의 취지와는 달리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62)
◦ 현재 중기특화회사가 중소기업에 제공하고 있는 금융서비스는 중기특화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들과 차별화되지 않아, 현행 중기특화회사 제도는 중소기업 기업금융에 특화
된 전문성을 가진 금융투자회사를 육성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임
중기특화회사 실적 평가대상 업무
펀드운용
자금 공급

직접투자･출자
유상증자 주관

자금조달 지원

채권발행 주관
크라우드펀딩 투자･중개
코넥스 지정자문

자금회수 지원

IPO 주관
M&A 자문
증권 장외거래 중개

자료 : 금융위원회(2020)

62)

머니투데이 더벨, 「중기특화 증권사 2기 점검: 당국평가, 단기성과 치중,,, 사업 지속성 제한」, 2019.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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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선방안
중기특화회사들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평가 방법이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중기특화회사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크게 정책펀드 운용 등을 통한 자금조달, 중소기

업 유상증자 등 자금조달 지원, 중소기업 기업공개, M&A 자문 등 자금회수 지원 업
무로 나뉨
◦ 일부 중기특화회사는 이 업무 중 특별히 일부 업무에 강점을 가질 수 있는데, 이 경

우에도 일률적으로 모든 분야에 대하여 같은 비중으로 평가를 받게 할 경우 해당 중
기특화회사는 실적 채우기에 급급하여 장점을 살리지 못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중기특화회사가 일정 기간(예 : 2년) 동안 두각을 보이는 중소기업 기업금융

분야가 있거나, 중기특화회사가 특화 분야를 신청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평가 시 별
도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방식의 평가 방식의 변경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또한 향후 금융위원회가 중기특화회사 제도를 계속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 중기특화회사 지정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2년마다 중기특화회사를 재지정하는 할 경우, 객관적 실적 평가를 통해 실적이 부진

한 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중단하고, 다른 회사에도 중기특화회사 지정 기회
를 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경우 중기특화회사 지정 회사의 업무 연속성에 대한 예
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음
◦ 특히 초기단계의 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단발성 자금 지원 보다는 기업 발굴에서

IPO에 이르기까지 장기적인 안목의 투자가 필요하므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기특
화회사에게는 다음 지정기간(2년) 까지 자동 업무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2회 이상 연속으로 중기특화회사로 지정되고, 정량적 업무실적의 최소요

건을 충족한 경우 다음 1회 자동지정이 가능하도록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조 영 은 ☎ : 02-6788-4583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 02-2100-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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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감독
1

현황 및 문제점
사모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50인 미만의 투자자
를 대상으로 청약하여 발행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펀드’)로서 그 투자자 총수가 49인 이하
인 것을 뜻하며, 해당 펀드에는 전문투자자 및 일정한 자산보유 요건을 갖춘 일반투자자(이하
‘적격투자자’)만이 투자할 수 있음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가 혁신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고 사
모펀드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하였으며, 이와 같은 규제 완화 기조 속에 2015년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어 사모펀드에 대한 진입･설립･운용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음63)
◦ 2015년 법 개정 이전 일반사모펀드, 헤지펀드, 사모투자펀드(Private Equity Fund,

이하 ‘PEF’), 기업재무안정 PEF로 구분되던 사모펀드 규제체계를 전문투자형 사모
펀드(이하 ‘전문사모’)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이원화함
◦ 전문사모 운용사에 대하여 등록만으로 시장 진입을 허용하고, 사모펀드 설립전 사전

등록제 대신 설립 후 2주 이내에 설립에 대해 사후 보고 하도록 함
◦ 모든 사모펀드에 대한 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으며 특히 전문사모에 대해서는 그

동안 투자대상별로 펀드를 설정하도록 한 규제를 완화하여 한 펀드내에서 다양한 투
자자산을 편입하는 것을 허용함
◦ 법률상 사모펀드 투자 자격을 손실 감수능력이 있는 적격투자자(전문투자자 및 최소

투자금액 기준을 충족한자)에 한하여 허용하였는데,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진
최소투자금액은 1억 원으로 기존 헤지펀드 최소투자금액인 5억 원 보다 낮게 설정
되었음
◦ 또한, 사모펀드에 대하여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운용행위 감시 규정을 배제하였으며

이에 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사모펀드 운용과 관련한 법령 위반 등
사안이 있는지 감시할 의무가 면제되었음
63)

자본시장법(법률 제13448호, 2015. 7. 24. 일부개정)의 개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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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규제 완화의 영향으로 사모펀드 시장은 그 규모 면에서 꾸준히 성장하였으며 특히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수탁고는 2015년도 기준 약 199조 8천억 원에서 2019년 기준 약
416조 4천억 원으로 약 2배 이상 늘었음
연도별 사모펀드 수탁고 변화
(단위 : 조 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경영참여형

38.4

43.6

45.5

55.7

61.7

전문투자형

199.8

250.2

289.3

330.7

416.4

합계

238.2

293.8

334.8

386.4

478.1

자료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최종안]」, 보도자료, 2020. 4. 27.

그러나 2019년도 이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erivative Linked Fund, 이하 ‘DLF’)
투자자 손실 사건, 라임 무역금융펀드 환매 중단 사건 등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사모펀드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였으며, 이에 사모펀드 관련 감독 강화 및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비판
이 제기되었음64)
◦ DLF 사건의 경우 원금손실 위험성이 있는 DLF를 담은 사모펀드 판매 시 그 위험성

에 대한 설명이 부실하였던 점이 주요 쟁점이었으며, 라임 사건의 경우 사모펀드의
운용형태나 투자구조상의 문제로 투자자에 대한 환매가 어려워진 점이 문제가 된 사
건이었음
이와 같은 비판에 직면하여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2020. 4.)하였으
나, 제도개선안이 시행되기도 전에 2020년 6월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펀드의 환매가 중단되
었고, 펀드 판매 시 투자자산을 속인 정황이 발견되어 수사가 개시되는 등 시급히 사모펀드
관련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감독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였음
◦ 이에 금융 당국은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한 사모

펀드 전수검사 및 현장검사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65)

64)

KBS, ‘사기’ 벌어져도 ‘발뺌급급’ 사모펀드 사태...가능했던 이유는?」, 2020. 7. 4.

65)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 합동회의 개최」, 보도참고자료, 2020.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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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선방안
사모펀드에 대한 적격투자자 요건을 재점검하고, 사모펀드 운용과 관련한 정보 제공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음66)
◦ 금융위원회는 2019년도에 발생한 DLF 투자자들의 손실 사건 등을 계기로 사모펀드

적격 투자자의 최소 투자금액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올렸으나67) 금전을 차입하
여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최소 투자금액이 투자자의 위험감수 능력을 반영
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적격 투자자 인정 기준으로 연간 소득, 투자경
험 등을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또한 금융위원회는 운용사에게 투자자에 대한 자산운용보고서 제공 의무를 부과하

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해당 보고서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투자대상자산, 유동성
리스크 현황 및 관리 방안을 포함한 관련 리스크 관련 정보를 폭넓게 제공할 필요가
있음
사모펀드 운용 시 법령 등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참여자들의 다자간 자율 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공적 감독 또한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자율규제 강화 방안으로 사모펀드의 수탁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수탁사와, 사모펀

드를 판매하는 판매사의 사모펀드에 대한 운용감시 및 사모펀드 운용사의 위법행위
에 대한 금융당국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금융당국은 수탁사 및 판매사의 보고사항에 대한 점검 이외에도 수시 점검을

통해 사모펀드와 관련한 위법행위를 검사할 필요가 있음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조 영 은 ☎ : 02-6788-4583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 02-2100-2666

66)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최종안]」, 보도자료, 2020. 4. 27.

67)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보도자료, 2019.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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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1

현황 및 문제점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신산업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2019. 4. 1. 「금융혁신지원 특별
법」(이하 ‘금융혁신법’)의 제정을 통해 도입되어 운영 중임
◦ 규제 샌드박스제도란 새로운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해 시험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건

(기간, 장소, 규모 등) 하에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임
◦ 금융규제 샌드박스제도의 핵심제도는 혁신금융사업자 지정제도, 규제 신속 확인 제

도, 지정대리인 제도가 있음
- (혁신금융사업자 지정제도) 금융위원회 산하 민관합동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

를 통해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받은 금융회사 등은 지정기간(최
초 2년+연장 2년까지) 동안 법령이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상의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음
- (규제 신속 확인 제도)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금융회사 등은 규제의 존부가

불확실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법령의 적용 여부를 요청할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법령
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일정 기간 안에(원칙은 30일) 회신해야함
- (지정대리인 제도)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시범운영을 위하여 금융회사의

업무위탁을 받아 처리할 핀테크 업체 등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음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새로운 혁신금융서비스를 실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장점
이 있으나,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 완화 시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여 금융소비자
가 피해를 보게 될 우려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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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선방안
금융 당국은 위와 같은 규제 완화 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 금융혁신법상 혁신금융사업자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용받는 기간 동안 신규서비

스에 내재한 위험과 편익을 사업의 진행 단계별로 금융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금융 당국을 이를 토대로 사후적인 감독 방안을 설계할 수 있음68)
◦ 그런데 이와 같은 사후적 모니터링만으로는 신기술의 활용으로 인해 금융소비자 피

해가 발생할 경우, 금융당국이 적시에 적절한 금융소비자 구제 대안을 제시하지 못
할 우려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영국의 금융 규제 당국인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는 금융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용받는 기업에 대한 전담직원(case officer)을 두어 해당 기
업과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함께 설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69)
◦ 위와 같이 맞춤형 감독을 할 경우 금융 당국은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핀

테크 기업의 개별 상황을 반영할 수 있으며, 개별 기업과의 지속적 접촉을 통해 사전
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므로, 향후 효율적이고
적절한 감독을 위해 이와 같은 감독 방안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70)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조 영 은 ☎ : 02-6788-4583
금융위원회
규제샌드박스팀
관련부처
☎ : 02-2100-2872

68)

강현구,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소비자보호」, 국회 입법조사처 세미나(규제합리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경제법의 새로운
과제)발표자료, 2019. 6. 21., p.91

69)

강현구,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소비자보호」, 국회 입법조사처 세미나(규제합리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경제법의 새로운
과제)발표자료, 2019. 6. 21., p.92

70)

강현구,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소비자보호」, 국회 입법조사처 세미나(규제합리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경제법의 새로운
과제)발표자료, 2019. 6. 21., p.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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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 소비자 보호
1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의 P2P 대출은 온라인으로 다수의 자금공급자가 자금을 모은 후 자금차입자를
통해 자금차입자에게 간접적으로 대출하는 것을 뜻함
우리나라의 P2P 시장 규모는 2015년말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 2015년말 2015년 373억 원이던 누적대출액이 2019년 말 기준으로 약 8.6조 원을

기록하였고, 업체 수 또한 2015년말 27개사에서 2019년 말 239사로 증가하였음
P2P 시장 규모
구분

2015년말

2016년말

2017년말

2018년말

2019년 말

P2P금융 업체수
(등록업체 기준)

27사

125사

183사

205사

239사

누적대출액

373억 원

6,289억 원

2.3조 원

4.8조 원

8.6조 원

대출 잔액

-

4,140억 원

7,531억 원

1.6조 원

2.38조 원

자료 : 금융감독원, 「안전한 P2P투자를 위한 투자자 유의사항-소비자경보(주의) 발령」, 보도자료, 2019. 11. 6.
금융위원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P2P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 2020. 1. 28.

P2P 대출의 이와 같은 양적 팽창을 배경으로 P2P 대출에 대한 규율 정비와 투자자 보호 필
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제20대 국회는 2019년 10월 31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
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을 제정하였으며 이는 2020년 8월경 시행 예정임
다만, 최근 P2P 대출의 연체율 상승하고 있어 투자자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2020년 8월 법률 시행 이전에도 감독 등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됨
◦ 2019년 6월말 P2P대출 차입자의 연체율은 약 5.3%로 2018년 6월말 3.1%를 기록

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음
◦ 특히 부동산관련 대출의 연체율도 1년 사이 3.2%p 증가하였는데, 2019년 6월말

P2P 대출 중 부동산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약 66%71)를 차지하는 등 부동
71)

부동산 관련 대출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40%, 부동산 담보대출 30% 등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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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자산에 대한 투자 쏠림 현상이 있어, 부동산 경기 하락 시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피해를 볼 가능성이 제기됨72)
P2P 대출 유형별 연체율 추이
(단위 : %)

대출
유형

차입자

구분

2018년 6월말(A)

2018년말

2019년 6월말(B)

증감(B-A)

전체

3.1%

3.9%

5.3%

2.2%p

부동산 관련
대출

2.3%

3.8%

5.5%

3.2%p

신용 대출

3.8%

3.8%

7.0%

3.2%p

동산 담보 등
기타

5.7%

4.9%

2.4%

△3.3%p

개 인

3.0%

2.1%

3.7%

0.7%p

자영업자

6.0%

5.0%

7.1%

1.1%p

법 인

3.0%

4.5%

5.7%

2.7%p

자료 : 금융감독원, 「안전한 P2P투자를 위한 투자자 유의사항-소비자경보(주의) 발령」, 보도자료, 2019. 11. 6.

2

개선방안
법 시행 전이라도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통해 P2P 대출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금융감독 당국의 면밀한 모니
터링이 필요함
◦ P2P 대출 시 P2P 대출중개업자는 차입자가 제공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입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하여 투자자에게 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투자자는 전적으로 P2P 대출중개업자의 판단을 토대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게 됨
◦ 따라서 P2P 대출중개업자는 차입자의 소득, 부채상황을 정확히 확인하여, 대출의

위험성을 정확히 판단해야 하며, 차입자의 신용 수준이 적정하여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더라도 그에 따른 정보를 쉬운 언어로 투자자에게 제공해야함
◦ 금융당국은 법 시행 전이라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와 같은 공시 내용의 충분성 및

정확성을 수시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72)

금융감독원, 「안전한 P2P투자를 위한 투자자 유의사항-소비자경보(주의) 발령」, 보도자료, 2019.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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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은 P2P 대출의 연체 발생 추이를 검토하고, 이 중 투자자에 대한 피해가 가시화 될
수 있는 사례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소비자경보 등을 발령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
가 있음
◦ 금융감독원은 이미 2019년 11월 7일 P2P 대출투자의 연체율 및 사기 등 범죄 증가

에 따른 투자자 피해에 대비하여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한 바 있음73)
◦ 또한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온투법 시행 전후 전체 P2P 업체(약 240

개사)를 집중점검하기로 하였는바,74) 점검 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
단될 경우 소비자경보 등을 발령하고, 부적격 업체에 대하여는 P2P 시장 진입을 제
한하는 등을 통해 P2P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조 영 은 ☎ : 02-6788-4583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 02-2100-2662
금융감독원 핀테크혁신실
☎ : 02-3145-7135

73)

금융감독원(2019)

74)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 합동회의 개최」, 보도자료, 2020.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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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내부통제
1

현황 및 문제점
내부통제 제도는 회사가 경영 관련 전략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제도화한 절차75)를 뜻하며, 이는 경영의 효율성, 회계에 대한 신뢰성,
법규에 대한 준법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구축된 회사 내부 시스템76)으로 표현할 수 있음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24조에 따르면 국내 금융회
사들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금
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 기준’)를 마련
할 의무가 있음
◦ 이와 같은 법률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할 구체적 사항들

은 동법 시행령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에 규정되어 있음
- 감독규정 제11조에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기준에 내부 고발자 보호 의무 ,신상품

개발 및 판매과정에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업무절차 등을 포함하도록 정하
고 있음
한편, 금융회사는 법령 위반 방지 및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 기준을 마
련해야하나, 내부통제규정의 미비, 내부통제규정의 내용상의 불명확성, 내부통제규정에 대한
미준수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 2019년 발생하였던 해외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Derivative Linked Fund, 이하

‘DLF’)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원금 손실77) 사건에서도 DLF 출시부터 판매 과정
전반에 걸친 펀드 판매 회사의 내부통제 기준 및 그 운영상의 문제점이 해당 사건의
원인으로 지적된 바 있음78)
75)

고영진, 「외국의 금융회사 내부통제에 관한 검토」, 『법과 기업 연구』 제4권 제1호, p.179

76)

권종호, 「기업내부통제제도의 바람직한 입법방향」, 『기업법연구』 제25권 제4호(통권 제47호), 한국기업법학회, 2011,
p.128

77)

2019. 10. 기준 손실액은 총 1,095억 원으로 손실률은 –52.7%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
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최종안]」, 보도자료, 2019.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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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출시 단계에서, 상품 출시여부를 판단하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아 위원회 구성원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었음
- 또한 상품 출시 단계에서 위원회를 열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

하지 않아 위원회 개최가 누락되거나 위원회의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있었음79)
◦ 상품 판매 과정에서도 일반투자자의 재산상황, 투자목적 등을 파악하고 투자 위험을

설명하는 등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한 내부절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준에
대한 운영이 미흡하였음80)
이와 같은 사건이 배경이 되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
성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음

2

개선방안
금융 당국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에 대한 모범규준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법률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내부통제의 구체적인 방안은 금융회사의 자율로 결정

할 수 있는 분야이므로 금융 당국이 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음
◦ 그러나 내부통제규정의 부실로 인해 소비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되고,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경우 이는 금융 회사 뿐만 아니라 금융 소비자
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관련 시장이 위축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 따라서 금융당국은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 체크 리

스트 등을 마련하여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법령 위반 등을 사전
에 예방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금융 당국은 금융회사가 스스로 건전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해당 내부통제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데 대한 감독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81)
78)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최종안], 보도자료, 2019. 12. 12.;
금융감독원,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관련 중간 검사결과」, 보도자료, 2019. 10. 2.

79)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최종안], 보도자료, 2019. 12. 12.

80)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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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의 복잡한 영업 전략에 대한 자료는 해당 회사가 보유하고 있어 금융회사의

내부 사정을 모르는 금융 감독 당국의 외부통제만으로는 금융회사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82)
◦ 따라서 금융감독당국은 금융회사가 스스로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여 스스로 자정

작용을 하게 함으로써 감독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금융감독 당국은 내부통제 모범규준 등의 준수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

고, 내부통제 운영이 우수한 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그 운영상
의 미비점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박탈하고 불이익을 주는 등 적극적･
소극적 유인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83)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조 영 은 ☎ : 02-6788-4583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은행과
☎ : 02-2100-2964

81)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혁신 보고서」, 2018.10. p.12

82)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혁신 보고서」, 2018. 10. p.12

83)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혁신 보고서」, 2018. 10. p.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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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율
1

현황 및 문제점
최근 기존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빅테크 기업 간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 제공 분야의 경
쟁이 본격화되고 있음84)
◦ 은행 등 기존 금융회사는 비금융회사와 제휴하여 개발한 여행, 자동차 등 컨텐츠를

자사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하고 있음
◦ 핀테크 기업은 IT 기술을 기반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플랫폼은 송금서비스, 기존 금융회사의 상품 비교하거나 금융
회사의 상품판매를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함
- 빅테크 기업은 검색서비스, 전자상거래 등 기존에 금융 이외의 분야에서 상당한 고

객 네트워크를 구축해온 기업으로 빅테크 기업은 기존 플랫폼을 통해 자사의 간편
결제 서비스, 기존 금융회사의 위탁에 따른 금융상품 판매 서비스를 추가하는 형태
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음
핀테크 기업이나 빅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금융 플랫폼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금융상품의 판매
등을 담당하는 플랫폼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빅테크 기업
들은 금융 이외의 분야에서 쌓은 신뢰를 기반으로 단기간에 상당한 고객을 확보할 여지가 있음
◦ 그러나, 이와 같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2020년 6월 현재 핀테크 기업 및 빅테크 기

업의 플랫폼에 대하여 어떤 금융규제가 적용될 수 있을지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금
융 소비자 보호상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며,85) 기존 금융기관과의 규제와도 형평
성 차원의 문제가 있다86)는 비판이 있음

84)

금융보안원, 「2020 디지털금융 이슈 전망」, 2019. 12.

85)

연합인포맥스, 「“플랫폼사업자 금융상품 판매에 별도규제 신설해야”」, 2020. 6. 26.

86)

한국경제, 「“핀테크 기업만 특혜” 금융사들 뿔났다」, 2020. 6. 18.; 아시아경제, 「[위기의 한국 금융]역차별･규제에 손발
묶인 카드사･저축은행」, 2020.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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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선방안
금융 당국은 핀테크 기업 및 빅테크 기업이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등을 통해 기존 금융회사의
상품 판매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영업행위의 실질을 살펴 적합한 규제가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플랫폼이 금융상품의 사실상 중개를 수행하는지, 업무 위탁 범위 내에서 제한적 역

할을 수행하는지 그 실질을 살펴 그에 적합한 금융규제가 적용되도록 규제를 재설계
할 필요가 있음
금융소비자가 금융업자로서 인가 또는 등록을 취득한 바 없는 플랫폼을 금융업자로 이해하고
거래하는 경우가 없도록 플랫폼 관련 약관 및 광고에 그 업무 범위와 책임의 한도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우선 금융 소비자에게 플랫폼을 인가받은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문구나 그림, 영상을 활용하여 광고하는 일이 없도록 광고 관련 모니터링이
필요함
◦ 다음으로, 약관에 해당 플랫폼의 업무 범위와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약관뿐만이 아닌 플랫폼 화면에 배치하여 금융 소비자가 플랫폼의 의무와 책임을 명
확히 인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빅테크 기업 및 핀테크 기업과 기존 금융회사가 수행하는 금융 서비스의 실질이 같은데
도 빅테크 기업 및 핀테크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고, 기존 금융기관에만 적용되는 규제가 있다
면 금융 당국은 금융 소비자 보호 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금융 규제
를 신속히 개선하여, 빅테크 기업 및 핀테크 기업이 플랫폼에 대한 규제 공백으로 인해 얻는
반사이익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음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조 영 은 ☎ : 02-6788-4583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 : 02-2100-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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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금 지급현황 및 해결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고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암 입원 보험금 분쟁 처리현황 자료에 따
르면 지난해 금감원의 지급 권고에 대하여 A생명은 총 296건 중 62.8%에 해당하는 186건
의 암 입원비를 전부 지급하였고, 33.1%에 해당하는 98건은 일부만 수용했으며, 4.1%인 2
건은 지급 권고를 전혀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다른 보험사는 모두 금감원의 지급 권고 전부 수용 비율이 90%를 웃돌아 B

생명과 C생명의 전부 수용 비율은 각각 90.9%와 95.5%를 기록했고. D생명･E생
명･F생명･G라이프･H생명 등 다른 생보사들은 모두 금융당국의 암 입원비 지급 권
고를 100% 수용하였음
A생명과 암 환자들은 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인지’를 두고 대
립하고 있는데 통상 암 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이유는 종합병원에서 암 수술이나 항
암 등 치료를 받은 후 입원을 오래할 수 없기 때문임
◦ 환자들은 ‘요양병원에 입원해 항암치료를 받는 것도 직접 치료’라고 주장하지만, A

생명은 입장이 다르며, 하급심(2심)법원은 후유증 완화 등을 위한 치료는 직접 치료
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환자들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음87)
암보험은 보험 가입 후 진단 → 수술 → 입원 → 통원 → 요양 → 사망의 모든 과정 동안 암으
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따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된 상품임
◦ 암보험 약관에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입원･요양한 경우 암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소비자와 보험회사간의 암보험 약관상 ‘직접적인 치
료’라는 규정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암보험금(수술비, 입원비 등)
을 지급하지 않는 등 암보험에 대한 민원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87)

대법원 2020다234330, 2020. 6. 9.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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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상품의 불명확한 약관규정
◦ 암보험 약관에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입원･요양한 경우에만 보험금

을 지급한다는 약관규정 자체가 구체적이고 상세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등 추상적
이고 모호하여 암보험금 분쟁을 야기하고 있는데 관련 약관상 지급기준을 보면 아래
의 표와 같음
암보험 약관규정상 보험금 지급기준
급부

지급사유

지급내용

암 입원비

암보장 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5만 원

암 수술비

암보장 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300만 원

암 요양비

암보장 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31일 이상 요양하였을 때

요양 1회당
100만 원

주 : 개별 보험사별로 암보험약관의 지급사유 및 지급내용은 약간씩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음

◦ 또한 실제로 소비자가 암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동일한 청구내용에 대하여 보험사

별로 약관 지급기준을 상이하게 해석하여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부지급하는 사
례가 발생하여 민원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음
약관해석의 원칙88)인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상 요양병원에 입원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라
는 소비자의 주장과 요양병원의 입원보험금 전액 지급은 어렵다는 A보험사의 주장이 첨예하
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해결이 요원함

2

개선방안
암보험 요양보험금 다툼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논의 필요
◦ 법원은 암보험상품 약관에 대하여 약관규정이 법률에 비추어 타당한지 여부를 해석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대법원은 ‘암 치료의 직접목적’ 여부는 ‘종양을 제거’하거나
‘종양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이나 ‘방사선치료’, ‘항종양 약물치료를 위하여

8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 ②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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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주치료병원에서 암 치료 후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
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입원은 암입원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
시함89)
◦ 특히, 판례에 근거하여 약관규정을 엄격하게 하더라도 “말기암환자, 암이 전이되거

나 재발된 경우, 암 합병증 발병 시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유지가 불가능한 경우90),
암치료 시 병실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등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의 삽입이 필요하지만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암보험 약관을 보험업계에
서 여전히 사용하고 있음
◦ 따라서 현재와 같은 다툼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금융

감독당국이 주도하여 이번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보험금에 대한 보험회사와 소비자
간의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공신력 있는 의료감정시스템 필요
◦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인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과 같은 의료심사 전문기관에 암보험 약관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암의 치료를 ‘직접
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수술･요양에 대한 의료적 판단 및 심사를 의뢰하거나91) 국
가주도의 의료규정의 판단 및 해석을 담당할 공신력 있는 의료감정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김 창 호 ☎ : 02-6788-4582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보험산업국 보험과
☎ : 02-2100-2965

89)

대법원 2008.4.24. 선고 2008다13777, 대법원 2013.5.24. 선고 2013다9444 등

90)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제2010-19호),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각 생
보사별로 약관에 대한 해석이 달라 보험금 지급시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생보사 사장단 결의로 ‘약관해석 통일시
행방안’을 만들어 1995. 10. 1.부터 시행하였는데, 위 방안에 의하면 암으로 인한 합병증 발병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생
명유지가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합병증을 수술한 경우에는 암수술비를 지급하도록 수술범위를 확대함

91)

물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같은 공공기관이 민간보험인 암보험의 심사를 하는 것은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
을 수 있으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차원에서 자동차보험 위탁심사와 같이 질병(암)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위탁을 고려해
볼 필요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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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시행 현황과 과제
1

현황 및 문제점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특별법’)92)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 특별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나가고 있으나 보험사기가 감소하기
는 커녕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음
◦ 2020년 5월 21일 금융감독원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특별법이 시행된 2016년 이후

보험사기 적발 인원과 금액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2016년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8만3,000여명, 금액규모는 7,185억 원이었지만 2019년 말 기준 9만
2,000여명, 8,809억 원으로 4년 만에 각각 10%, 22% 증가하였음
보험사기는 대부분 사고 발생 후 보험금이 지급되고 나서야 의심이나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
에 즉각적인 적발이 어려우며 보험사기 적발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벌금형에 그치는 등 처벌이 미약한 것도 경각심
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8건의 특별법 개정안은 단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는데, 보

험종사자 처벌 강화(김진태의원 대표발의), 금융위원회 자료제공 요청권 신설(김한
표의원 대표발의), 보험사 보험사기 전담조직 마련(이학영의원 대표발의) 등이 주요
내용93)임

9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2016년 3월 29일 건전한 보험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사기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사회적 손
실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93)

이밖에 보험 관련 업계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김진태의
원 대표발의, 김관영의원 대표발의), 건강보험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공･사보험의 정보교류를 통해 불법
사무장병원이나 과잉진료 유발 비급여 항목 등에 관한 정보교환을 허용(김승희의원 대표발의), 보험사에 보험사기 전담조
직을 만들고, 사기로 확정 판결을 받으면 보험사가 사기금액을 환수하도록 하고 사기가 발생한 보험계약 건을 보험사기 확
정판결 이후부터 해지 할 수 있도록 함(이학영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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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연루 보험업 관계자94) 가중처벌 기준 미비
◦ 현재의 특별법상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고, 또한 보험사기이득액에 따라 최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
벌 될 수 있음95)
◦ 보험사기는 보험계약자 외 보험업계 종사자나 보험산업 관련 업계 종사자(병의원,

정비업체)가 주도하거나 공모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들은 일반
인에 비하여 도덕적 잣대나 직업적인 윤리의식이 더 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행위는 잘못된 소명의식의 발현이기 때문임
◦ 특히 이러한 보험업 관계자의 보험사기는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거나 일반 보험계약

자의 보험사기 확산의 주요한 유인요인으로 작용하여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심각하
고 큰 피해를 발생시키며 선량한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2019년 보험사기 적발인원 중 병원종사자는 1,233명, 정비업소 종사자는 1,071명,

보험모집종사자는 1,600명 등으로 나타남96)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공영보험과 민영보험 간 보험사기 관련 자료를 공유할
필요성이 있으나 근거가 부족하여 보험사기 근절업무에 한계가 존재함
◦ 현재 공･사보험이 사회안전망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기는 건강보험

등 공영보험과 직･간접으로 연루97)되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민영보험금 누수에 따
른 보험료 인상뿐만 아니라, 공영보험(국민건강보험 등)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침98)
94)

보험회사 임직원, 보험설계사･손해사정사 등 보험업종사자, 병의원 등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자동차정비업체 종사자 등

95)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 ① 제8조 및 제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
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기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96)

금융감독원, 「2019년 보험사기 적발금액」, 보도자료, 2020. 4. 9.

97)

허위입원 등을 통해 환자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이를 편취
하고 있음

98)

보험연구원･서울대, 「공･사보험 재정누수규모 산출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201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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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현재 관련 근거가 미약하여 공･사보험 간 정보교류가 되고 있지 아니하며 각

기관별로 대응함에 따라 보험사기를 적발하는데 실효성이 저하됨

2

개선방안
보험업 관련 종사자의 보험사기시 가중처벌 규정 마련 필요
◦ 보험업계 종사자나 보험산업 관련 종사자가 보험사기를 저지른 경우, 일반 보험사기

보다 가중처벌토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자는 조

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되는데,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가 이
러한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음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④ 제3항의 행위를 알선

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3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이 경우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공
인회계사 및 변호사가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세무사법」 제22
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 이와 관련하여 제20대 국회에서는 2019. 5. 17. 김진태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사

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있었으나 제20대 국회 임기말기로 폐기된 바 있음
보험사기 조사환경을 반영하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정부･지자체･공공기관･보험사로
부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규정이 필요함
◦ 보험사기 조사환경을 반영하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가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보험사 등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권을 규정하는 한편, 보험회사 내 전담조직 및 조사
업무 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 보험회사의 위법, 부당행위를 사전에 방지

하고 위반 시 제재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명백한 보험사기 혐의자는 확실히 조사하
여 처벌하고 선량한 보험소비자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에 따라 타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 역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에 따라
타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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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하여 제20대 국회에서는 2019. 8. 22. 이학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사

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있었으나 제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김 창 호 ☎ : 02-6788-4582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보험산업국 보험과
☎ : 02-2100-2965

75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험 언택트(비대면) 서비스
1

현황 및 문제점
통상 보험은 상품 구조가 복잡해서 대면 영업이 전통적으로 주를 이루는 대표적인 금융 분야
인데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우리 사회의 언택트 비대면 서비스를 강
화하면서 디지털 보험세상으로 급속히 바꿔놓고 있음
◦ 보험사들은 보험상품의 가입과 상담에서부터, 보험료 납부까지 스마트폰으로 간편

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잇달아 선보이고 있으며, 보험가입시점의 보험 인수
(underwriting)99) 및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보험 언택트
비대면 서비스는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중임
보험업계의 이러한 언택트(비대면) 서비스 도입 현황은 다음과 같음100)
◦ 미래에셋생명은 최근 카카오톡 채팅상담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이 서비스는 고객과

미래에셋생명 상담원이 카카오톡을 활용해 보험금 청구, 대출 등 현재 콜센터 연결
과 지점 방문을 통해 상담하는 모든 업무를 채팅으로 진행하는 방식임
◦ 교보생명 역시 카카오 AI 챗봇을 활용해 고객 상담을 위한 비대면 채널 시스템을 구

축하였고 흥국화재도 챗봇 서비스 ‘흥미봇’을 활용하고 있음
◦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은 카카오페이 송금을 이용한 보험료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으며 ABL생명도 모바일과 인터넷 상에서 고객이 사고보험금 청구와 동시에 보
험금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보험금 지급서비스까지 점차적으로
언택트(비대면)서비스가 시장을 넓혀가고 있음
◦ 한편 DB손해보험은 고객 요청 시 보상전문가가 직접적인 면담 대신 영상통화를 통

해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오픈하였고, 한화손해보험은 한화다이렉트 홈페이지
99)

언더라이팅(Underwriting)이란 생명보험 계약 시 계약자가 작성한 청약서상의 고지의무 내용이나 건강진단 결과 등을 토
대로 보험계약의 인수 여부를 판단하는 최종 심사 과정을 말함

100)

차은지･윤진우, 「‘갑분언택트’시태...대면 영업하던 보험사 ‘동분서주’」, 보도자료, 한국경제신문, 2020. 6. 5.; 최선윤,
「보험사, 언택트 서비스 ‘확대일로’」, 보도자료, 2020. 5. 21.; 박종서, 「보험의 모든 것 내 손 안에 품는다」, 보도자료,
2020.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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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장분석 상담신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KB손해보험도 비대면 보장분
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이처럼 보험 언택트(비대면)서비스는 전통적인 보험영업방식인 인지(人紙)산업101)에서 벗어
나 보험을 가입하는 보험소비자에게 보험가입의 초기부터 보험인수, 보험금 청구 및 보험금
지급의 전과정에 이르러 비대면화를 가속화하는 장점이 있으나 언택트 서비스의 활성화에 따
라 다양한 문제점도 생길 수 있음
보험 언택트(비대면) 서비스 증가에 따른 영업조직의 실업 가능성
◦ 전통적으로 보험시장은 보험설계사라고 부르는 보험판매채널의 보험가입 권유 및

설명을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보
험설계사와의 직접 대면을 원하지 않는 영업환경으로 보험언택트 서비스는 점점 더
힘을 얻고 있음
인공지능 AI서비스102) 도입을 통한 보험금 지급심사 인력 감축 가능성
◦ 비단 보험가입 초기분야뿐만 아니라 보험금 인수 및 보험금 청구 그리고 보험금 지

급에 이르는 과정에서도 보험사는 블록체인, 인공지능(AI)서비스를 활용한 보험금
인수 및 지급심사제도 도입으로 과거 보험금 인수 및 지급심사에 필요한 많은 시간
과 인력을 감축할 수 있는 여력이 발생함
보험 언택트(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도입 교육 부족
◦ 보험판매조직의 감소 및 언택트 서비스 활성화에 따라 보험판매 조직이 정보화(IT)

시대에 대비하여 보조를 맞춰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보화 교육시스템 및 체계
가 부족함
◦ 점진적으로 새로운 보험상품이 출시되고 보험가입 세대는 점차 젊어지는 경향이 강

해지고 있으나 이를 판매하는 보험영업 채널인 보험설계사 및 영업교육 시스템은 과
거의 문화를 답습하는 경향이 매우 강함

101)

보험설계사(人)와 각종 안내서･청약서･약관(紙) 중심으로 영업을 하는 보험업의 특성을 일컫는 말임

102)

차재서, 「보험금 산정서 사기 예측까지…보험사, AI 장착 속도전」, 보도자료, 2020. 5. 27. https://www.zdnet.co.kr/view/
?no=20200527170025

77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2

개선방안
보험 영업조직의 실업에 대비한 대책 마련 필요
◦ 코로나19로 인한 보험영업 환경의 급속한 비대면 서비스로의 변화는 보험영업 조직

의 실업을 더욱 더 가속화시킬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보험사의 영업조직을 교육하고
정예화 시켜서 비대면 환경으로의 변화에 적응시킬 필요가 있음
블록체인, 인공지능(AI) 서비스 등을 통한 업무효율화 확대 논의
◦ 블록체인, 인공지능(AI) 서비스 도입을 통한 보험인수 및 보험금 지급심사에 소요되

는 시간과 인력을 절약하여 보험업무의 효율화를 확대하는데 보다 많은 인력과 시스
템을 투입할 필요가 있음
보험 언택트(비대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IT 교육 체계 도입 방안 필요
◦ 보험사는 새로운 보험상품과 인터넷 환경에 익숙한 보험가입 신세대를 위한 맞춤형

보험가입 시스템 및 보험언택트(비대면) 시스템을 조속히 개발하여 신세대의 눈높이
에 맞는 비대면 전산(IT)가입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법인보험대리점(GA) 보험설계사의 고령화 및 다양한 보험 상품에 따라 노트

북, 랩탑, 핸드폰 등의 정보화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보험설계사의 정보화 교육을 강
화할 필요가 있음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김 창 호 ☎ : 02-6788-4582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보험산업국 보험과
☎ : 02-2100-2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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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 가입 추진과 과제
1

현황 및 문제점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로 하고 2020년 하반기 보험설계사･골
프장캐디･학습지교사･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하여 관련 「고용보험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특수직 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 확대
를 추진하기로 하였음
◦ 또한 정부는 2022년까지 국가재정 9,000억 원을 투입해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2020년 내에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음
정부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 골프장 캐디･학습지교사･택배 노동자 등 특수직 근
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업무상 한 사업체에 속한 정도인 ‘전
속성’이 높은 특수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현재 약 77만 명에 달할 것
으로 추정되고 있음
◦ 특수직 근로자 약 77만 명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직종은 보험설계사로,

2020년 3월말에 42만5천 명에 달하는데,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고용보험법」이 개
정되면 보험회사들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음
◦ 현재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구조인데, 2018년말 기준으

로 보험설계사 약 41만 명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면 보험사에 늘어나는 비용이 연간 2
천8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103)
보험설계사의 지위
◦ 현재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와 보험모집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로

「소득세법」104)상 사업소득자로 분류하여 과세함

103)

하채림, 「보험업계 “소득낮은 보험설계사에 고용보험 적용 선택권” 대안」, 보도자료, 2020. 6. 10.

104)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제1항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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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대법원105)은 보험설계사의 지위에 대해서 지휘･감독 여부 등 종속관계에 대하

여 ① 구체적, 직접적 지휘･감독여부, ② 근무시간 및 장소 구속여부, ③ 비품･작업
도구 등 소유관계, ④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는지 여부 등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보험설계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음
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한 보험업계 의견 및 설문 결과
◦ 보험설계사는 시장 진･출입에 별다른 제약이 없고, 위탁계약이 유지되면 언제든지

경제활동이 가능하여 ‘실업’이라는 개념 적용이 어려우며, 고용보험을 통한 보호 필
요성 또한 높지 않다고 주장함
◦ 또한,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비자발적 이직에 대비한 제도로서 자발적 이직은 고용보

험 수급요건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보험설계사의 이직사유는 소득상승 등을 위한 자
발적 이직이 대부분으로 설계사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선택권 존중이 필요하다고 함
◦ 2013년 11월 고용노동부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보험설계사 중 고용보험 의무가입

을 원한다는 답변은 23%에 불과했으며, 원하는 사람만 가입해야 한다는 답변이
77%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고용보험 도입 시 희망하는 가입형태
구분

무조건 가입

원하는 사람만 가입

보험설계사

23.0%

77.0%

전체 특고직

26.9%

73.1%

자료 : 고용노동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관련 설문조사」, 2013. 11.

보험설계사의 구조조정 가능성
◦ 보험업계는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적용 시 보험설계사 채널의 관리비용 급증으로 보

험회사의 생존을 위한 비용절감 대책을 고려할 수밖에 없으며 2016년 기준 보험회
사 전속 설계사 19만2천여 명의 약 30%에 해당하는 월 소득 100만 원 이하인 저능
률 설계사 57,600여 명에 대한 구조조정 및 영업현장의 일자리 축소로 직결될 수밖
에 없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106)
105)

대법원 2000.1.28. 선고 98두92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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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보험설계사는 가정주부, 경력단절녀 등 여성 및 고령자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보험설계사 구조조정 시 이러한 계층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

2

개선방안
특수직 근로자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적 보완 논의 필요
◦ 보험설계사 등 특수직 근로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제20대 국회 이전부터 다양한 법안

이 발의 되었으나 결실을 맺지 못한 상황이 계속되었으므로 제21대 국회에서는 특
수직 근로자를 위한 입법적 보완 논의가 필요함
보험설계사의 의사 확인 절차 필요
◦ 보험업계의 주장에 의하면, 보험설계사는 산재보험보다 단체보험을 선호하고,107)

고용보험 역시 선택적 가입을 선호한다고 주장하나, 2016년 8월 한국노동연구원의
보험설계사 등 특수직 근로자 조사108)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중 74.6%가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보험사 주장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 한편 2013년 11월 고용노동부의 설문조사 결과와 2016년 8월 국책연구기관인 한

국노동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는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정부정책의 변
화로 읽을 수 있음
◦ 현재 보험설계사를 대표하는 단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4대 보험에 대한 보험설계

사의 진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으며 보험설계사들의 생각도 찬반으로 나뉘어 있는
듯 하므로 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 가입 등 4대 보험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함께 당
사자의 분명한 니즈를 확인한 후 4대 보험 확장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
로 보임
보험설계사의 실직 등 부작용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
◦ 정부가 제공하는 4대 보험 등 사회적 안전망은 정규직뿐만 아니라 보험설계사와 같

은 특수직 근로자가 실직 등 긴급한 경제적 위기를 겪을 때 최소한의 재정적 기초를
106)

김창호, 「보험설계사의 4대 보험 적용 쟁점 및 향후과제」, 이슈와논점, 제1358호, 2017. 9. 19.

107)

보험연구원,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2013. 8.

108)

2013년 11월 고용노동부의 설문조사 결과와 2016년 8월 한국노동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는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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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자는 것이 제도의 취지이며 보험업계 역시 이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고 생각됨
◦ 제도도입 초기에는 불편과 시행착오가 따르기 마련인바 정부는 보험설계사의 고용

보험 적용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및 당사자들의 명확한 입장 확인과 함께, 국회･
보험업계･학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
고, 고용시장의 균형이 붕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김 창 호 ☎ : 02-6788-4582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보험산업국 보험과
☎ : 02-2100-2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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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보험대리점(GA)
1

현황 및 문제점
과거 전통적인 보험판매 채널인 를 통한 보험가입이 최근 보험판매 채널의 구조 변화에 따라
독립법인보험대리점(이하 ‘법인대리점(GA)’이라 함)109)을 통한 보험가입으로 급속하게 변화
하는 실정임
법인대리점(GA)이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110)로서 법인대리
점(GA)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등록요건
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나 금융위원회는 생명･손해보험협회(이하 ‘보험협회’)
에 위탁하고 있음
◦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 전속여부에 따라 전속･비전속대리점으로 구분되고, 전속보

험대리점은 1개 보험회사에 종속되어 자사의 설계사를 통해 자신의 보험상품만 판
매하는 대리점을 말함
◦ 반면 비전속법인대리점(GA)은 여러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다양한 보험상품을 파

는 독립보험대리상으로 국내에는 지난 2001년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음111)
2019년 12월말 현재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는 419,375명이고, 이중 생명보험사 소속 설계
사가 91,927명, 손해보험 설계사가 94,995명인데 반해 법인대리점(GA) 소속 설계사는
232,453명으로 법인대리점(GA)소속 설계사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2017년 217,701명 →
2019년 232,453명)하고 있으며 생･손보 설계사수를 모두 합해도 법인대리점(GA) 소속 설
계사 숫자를 넘지 못하는 상황임
한편 2019년 9월 기준으로 법인대리점(GA)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4,477개 법인대리점
(GA) 중, 500인 이상 대형 법인대리점(GA)이 57개, 100인~500인 미만 대리점이 130개인
반면에 100인 미만 법인대리점(GA)은 4,290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109)

GA(General Agency)이란 특정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다수의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비교･분석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비전속법인대리점을 의미함(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제외)

110)

「보험업법」 제2조(정의) 제10호

111)

김창호, 「독립보험대리점(GA)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슈와 논점』 참조, 2017.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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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산업의 큰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법인대리점(GA)은 대규모 인수･합병 등을

통해 점차 대형화되는 추세이나 외적성장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행위
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음112)
높은 수수료 및 불완전판매비율
◦ 최근 금융감독원의 법인대리점(GA)에 대한 검사결과에 따르면113) 법인대리점(GA)

은 여전히 높은 수수료 위주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소속 설계사는 高수수료 상품위주로 계약체결을 권유하기 위해 허위계약, 부당 승환

계약,114) 타인명의 위주의 불완전 보험영업행위를 하고 있음
◦ 2018년 기준 법인대리점(GA)의 불완전판매비율은 0.21%로 전속보험채널 0.12%

에 비하여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전문성 및 배상책임제도 미흡
◦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115) 법인대리점(GA) 소속 설계사는 최적의 보험상

품을 비교분석하여 제시하지 못하며 판매상품조차 이해하지 못하여 높은 수수료 위
주의 상품만을 제시하는 실무상 관행이 여전함
◦ 소비자의 요구에 부적합한 보험상품 권유로 인한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대리점 소

속 설계사의 상품이해도 및 높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자격제도116)가 필요하
나 관련 제도가 부재함
감독당국의 제한적 감독 및 위탁업무 미부여
◦ 금융감독당국의 제한된 검사인력으로 인한 검사주기의 장기화로 전체 4,477개 법인대

리점(GA)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감독이나 위규행위 억지효과는 저조함117)

112)

금융감독원, 「2019년 법인보험대리점(GA) 영업전반에 대한 검사결과 주요 확인내용 및 시사점」, 보도자료, 2020. 1. 23.

113)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0. 1. 23.

114)

승환계약(Policy Replacement or policy Switching)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기존 계약을 부당
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고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말함

115)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0. 1. 23.

116)

고급 설계사 자격제도, 대리점 전문자격제도 등

117)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0.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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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선방안
수수료 개편, 전문자격제도 등 관련 제도 정비 필요
◦ 금융감독당국은 최근 보험상품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118) 이러한 수수료 개편은 향후 모든 판매채널의 건전한 정착을 위
한 밑거름으로 작용할 것이라 판단됨
◦ 아울러 금융감독당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속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전

속채널에 비하여 다양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법인대리점(GA) 및 소속설계사의 전
문성을 강화하는 전문자격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검토 필요
◦ 보험판매채널 구조변화로 법인대리점(GA) 채널이 성장한 바 일정 요건과 시스템을

갖춘 법인대리점(GA)119)이 보험판매전문회사120)로 전환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논
의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법인대리점(GA)을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판매조직으로 유도하고, 판매책임

과 보험모집과정에서의 불공정영업행위에 따른 소비자피해 보상에 대한 엄격한 책
임을 지우는 고민이 필요함
감독당국의 상시감독 강화 및 업무위탁 필요
◦ 최근 법인대리점(GA)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면 여전히 높은 수수료 위주의 양적성장

을 지속해 나가는 관행 및 불완전판매 등 법인대리점(GA)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상
시적이고 지속적인 금융감독당국의 검사체계 구축이 필요함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김 창 호 ☎ : 02-6788-4582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보험산업국 보험과
☎ : 02-2100-2965
118)

금융위원회, 「보험상품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불완전판매를 감소시키고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
겠습니다.」, 보도자료, 2020. 1. 15.

119)

예를 들면 1만명 이상, 일정비율 이하 불완전판매율, 보험계약 유지율, 설계사 정착률 등을 획득한 초대형대리점 우선 적용 등

120)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보험계약체결을 대리하는 GA와 달리 보험계약체결을 중개하는 회사를 의미하며, 보험상품의 원가
에 속하는 사업비를 대상으로 보험사와 인하 협상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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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생명보험 재해보험금 지급문제 및 과제
1

현황 및 문제점
2020. 1.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관련 규정이 개정되
어 시행121)됨에 따라, 세계적 유행(Pandemic) 단계에 돌입했다고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보험회사에서 그동안 판매했거나 향후 판매하게 될 보험상품에서 보
험가입자의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및 사망이 재해로 인정되는 지 여부122)에 대하여 보험실
무상 혼선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음
코로나-19는 개정법령에서 정한 법정1급 감염병에 해당하는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
되어 재해보상의 대상이라는 주장과 재해보상 면책대상인 U코드에 해당하여 재해보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 등과 의견이 상반됨
한편, 코로나-19, 사스, 메르스 등 신종위험과 기후변화 등 보험환경의 대내외적인 환경변화
에 따른 신종위험에 대비하지 못한 보험회사의 대처능력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상위법에 반하는 보험약관의 해석
◦ 법정1급 감염병에 포함된 17종의 질환이 보험약관 재해분류표 상 재해에 해당되지

만 기존의 “SARS(U04.9)”, “MERS(U19.9)”를 포함하여 “코로나-19(U07.1)”는 재
해분류표 상 면책사유(U00~09)에 포함된다고 생명보험사가 주장할 경우 보험약관
이 상위법인 「감염병예방법」 개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상황이 발생함

121)

개정 이유는 질환의 특성별 ‘군(群)’별로 구분되어 있는 현행 감염병 분류체계를 감염병의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신고
시기 등을 중심으로 한 ‘급(級)’별 분류체계로 개편하고, 감염병 위기상황 발생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긴
급상황실의 설치･운영과 감염병환자와 접촉한 자를 격리할 수 있는 접촉자격리시설의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
며,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차관에서 질병관리본부장으로 변경하는 등 감염병 발생 시 보다 효율적인 대
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감염병 관리체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22)

생명보험은 표준약관 “재해분류표”에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재해라고 정의하며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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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당국의 표준약관 개정작업 소홀
◦ 통상 보험사는 금융감독원이 보험상품의 표준약관을 개정한 후 보험회사의 개별 상

품에 대한 약관 개정작업을 진행하는데, 이번 경우는 「감염병예방법」이 개정 시행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당국이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작업을 시의적절하게 이
행하지 못하는 바람에 나타난 혼선임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실무상 혼선 초래
◦ 보험사는 신종감염병증후군과 신종인플루엔자는 특정 질병이 아닌 앞으로 새롭게

발생할 모든 신종감염병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위험률 측정이 불가능하고, 담보 범위
도 확정할 수도 없다고 주장함
◦ 이로 인하여 보험실무상 코로나-19를 법정 1급 감염병으로 인정하여 재해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보험사도 있고 불인정하겠다는 보험사도 존재하여 보험금 지급실무상
혼선이 초래되고 있음
신종위험에 대비한 상품 부족
◦ 기후변화, SARS, MERS, 코로나-19 등 예상하지 못한 신종위험 등장, 저출산･고령

화에 따른 생산성 둔화로 인한 경제성장률 하락, 저금리 기조의 장기적인 추세로 인
한 금리역마진 등 과거 보험사가 예측하지 못했던 다양한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발생
하고 있음
◦ 이러한 기후변화나 전염병과 같은 신종위험, 저출산･고령화 등 보험환경의 대내외

적인 환경변화를 대비한 보험상품의 개발 및 대처능력 향상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보험사들의 대처능력이 갈수록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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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선방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해석원칙에 따라 보험금 지급 검토 필요
◦ 생명보험 재해분류표는 「감염병예방법」 개정 전 가입한 보험약관도 보험사고 당시

기준으로 재해분류표를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감염병 관련 법률 제･개정
시 보험당시 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약관해석의 원칙인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123)상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또는 사망에 이른 보험가입자에게 재
해보험금 지급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감독당국의 적극적 보험정책 및 행정 논의 필요
◦ 우선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감독당국의 조속한 표준약관 개정 작업이 필요하며,

코로나-19 역시 질병이지만 세계적 유행단계에 돌입하는 등 페스트와 같은 재해에 준
하는 성격을 포함하고 있어 감독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재해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신종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상품 개발 방안 마련 필요
◦ 기후변화, 전염병 등과 같은 신종위험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증가 추세에 맞추어 광

범위한 손실과 규모를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한 감염병보험, 파라메트릭보
험,124) 인덱스보험125) 등과 같은 신종보험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
가 있음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김 창 호 ☎ : 02-6788-4582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보험산업국 보험과
☎ : 02-2100-2965

12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124)

실제로 발생한 손실금액을 보상하는 게 아니라 일정 조건이 되면 자동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함

125)

고객이 낸 보험료를 인덱스펀드와 주가지수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보험수익률을 주가지수에 연동시킨 상품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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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의 고지수령
1

현황 및 문제점
보험설계사는 보험영업 일선에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을 소개하고 가입을 권유하는 등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을 말하며, 고지의무126)란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보험계
약 체결시 인수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
야 하는 의무를 말하는데 이를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할 경우 ‘계약해지’ 또는 ‘보험금 지급거
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한편 보험대리점은 「상법」 제646조의2에 근거하여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고지의무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인 고지의무 수령권, 보험계약 체결권, 보험료 수
령권 등 보험계약3권을 가지고 있으나 보험설계사는 이러한 권한이 없음
◦ 그러나 보험실무상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청약서에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경우에도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
식하고 있으며, 고지의무 관련 민원127)은 2017년 14,607건, 2018년 15,724건,
2019년 21,431건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 금융당국은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간 고지의무 관련 보험금 지급 분쟁이 위와 같이

매년 증가하여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2017년 11월 28일 ‘보험설계사는 고지의무
수령권이 없다’는 유의사항 문구를 삽입하여 청약서의 질문표를 개선하였으나 민원
은 줄어들지 아니하고 여전히 증가추세에 있음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실무에서 보험을 가입시키고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 내용을 구
체적으로 설명하는 주체가 보험설계사라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 수령
권 부재는 보험영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음
◦ 또한 보험실무에서 보험계약자는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보험설계사의 소속이 어디

(보험회사인지 대리점인지, 또는 보험대리점 중에서도 체약대리점 소속인지 중개대
126)

보험가입 시에 보험회사에 피보험자(보장을 받는 사람)의 병력, 치료경력, 현재의 신체상태, 경제적 능력, 직업 등을 서면
으로 알리는 것

127)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20.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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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점인지 등)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설명도 듣지 못하고 있으며, 보험설계사
역시 자신의 소속여부에 대한 설명여부 및 고지의무 수령권 존부 여부를 모르는 문
제가 있음
한편, 보험회사가 직접 보험상품에 대하여 「상법」 및 「보험업법」에 규정된 설명의무를 이행
하지 않고, 보험설계사를 보험계약 중개자로 내세워 보험계약자에게 설명의무를 대신하고 있음
◦ 보험설계사가 법적으로 고지의무를 수령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

는 보험설계사가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보험설계사에게만 고지하고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됨으로써 향후 보험금 수취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당할 우려가 있음

2

개선방안
고지의무 수령권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 필요
◦ 지난 2011년 개정된 「보험업법시행령」을 보면,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자’의 권한 등

을 일반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할 의무를 신설하였는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설계사의 3대 권한128)의 존부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음129)
고지의무 수령권의 입법화 논의 필요
◦ 보험계약자는 보험설계사의 지위, 법적 권리나 의무를 알지 못하고, 보험설계사로부

터 설계사의 법적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은 바 없는 상태에서, 보험
회사 및 보험대리점에 소속되어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보험설계사를 신뢰하여 보험
에 가입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 수령권한을 명확하게 설
정할 필요가 있음
128)

보험료 수령권, 보험계약체결 대리권, 고지의무 수령권 등

129)

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의2(설명의무의 중요사항 등) ③ 1. 보험계약 체결 단계
가.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의 성명, 연락처 및 소속
나.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
다.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료나 고지의무사항을 보험회사를 대신하여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라. 보험계약의 승낙절차
마. 보험계약 승낙거절 시 거절 사유
바. 「상법」 제638조의3제2항에 따라 3개월 이내에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취소 절차･방법
사. 그 밖에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설명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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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수동화 관련 법안 도입 검토
◦ 프랑스, 독일, 일본 및 영국 등 선진국은 고지의무를 수동적 응답의무로 전환하는 법

개정작업을 완료하였고, 제20대 국회에서도 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 수령권 미 부여
에 대한 개선안으로 고지의무 수동화를 전제로 한 의원입법안130)이 발의되었으나
입법이 되지 아니한 바, 제21대 국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가 필요함
보험설계사에 대한 판매자책임 부여방안
◦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를 불고지 또는 부실 고지하도록 유도 및 방조하거나, 고지의

무 내용을 보험회사에 미전달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보험설계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험설계사에게 판매자의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시점이 되었음
고지의무위반 관련 금융당국의 확인･검사 등 제도개선
◦ 개선된 보험청약서 고지의무 관련 내용에 대하여 금융당국이 이를 철저하게 검사하

고,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와의 보험계약 내용에 대하여 ‘중요사항을 전부 녹
취’하도록 하거나, 모바일 청약시스템을 구축하여 노트북 또는 모바일 폰을 통한 고
지의무를 이행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보험설계사의 대리권 인정을 통한 고지의무 수령권 부여방안 검토131)
◦ 특정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라고 하더라도 보험설계사가 보험회사의 의무인 설

명의무를 대신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보험계약자로부터의 고지의무 수령권도 가
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함
◦ 따라서 보험설계사가 보험모집에 있어서 보험회사의 설명의무를 대신 이행하는 등

사실상 보험회사의 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고 보험계약자인 일반인의 인식도 동일
하므로 그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보험설계사에게 고지의무 수령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김 창 호 ☎ : 02-6788-4582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보험산업국 보험과
☎ : 02-2100-2965
130)

정운천 의원(2017. 5. 29. 7053)과 박범계 의원(2017. 6. 12. 7357);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자가 고지를 요구하는 사
항(질문표 기재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고지하면 추가적인 고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고지의무를 수동화함

131)

박기억변호사, 「전문가 간담회 발표자료」, 국회입법조사처, 2020.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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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중복가입
1

현황 및 문제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냈을 때 운전자 처벌을 강화132)하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개정안(일명 ‘민식이법’)이 지난 3월 시행되면서 운전자보험 가입 건수가 급증하고
있음
◦ 최근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기존 보험이 있음에도 추가 가입을 권유하거나 기존 운전

자보험 해지를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해 소비자가 부주의로 손해를 볼 수 있어 금융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음133)
일반적으로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형사･행정상 책
임 등의 비용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상품임
◦ 2020년 4월 운전자보험 신계약 판매건수는 2020년 1~3월 월평균 판매건수인 34

만건에 비하여 2.4배나 증가하여 4월 한 달 만에 83만 건으로 판매가 급증한 결과 4
월말 현재 운전자보험 가입건수는 총 1,254만 건으로 집계됨
운전자보험 판매현황
운전자보험 판매 건수(월평균)

운전자보험 초회보험료(월평균)

자료 : 금융감독원, 「운전자보험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 『보도참고자료』, 2020. 5. 18.

132)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
우 징역 1~15년 또는 벌금 500~3,000만원 부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 2020. 3. 25. 시행

133)

금융감독원, 「운전자보험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 『보도참고자료』, 2020.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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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운전자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임
◦ 벌금, 형사합의금 등은 여러 개를 가입해도 중복 보상 불가
-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은 2개 이상 가입해도 보험금은 중복 지
급이 되지 않고, 실제 비용만 비례 보상됨
◦ 운전자보험의 기가입자라면 벌금한도 추가 여부만 확인 필요
-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벌금 등 한도가 낮아 늘리고 싶은 경우, 특약을 추가하여 운전자보험의 벌금
한도 증액이 가능함
- 보장을 확대할 목적으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꼼꼼
히 비교･선택 필요
◦ 보장만 받기를 원하면 만기환금금이 없는 상품 선택
- 운전자보험 중 통상 환급금이 없는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2배 이상 비싼 만기환급금을 받는 상품은 보장
과 관계없는 적립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음
- 적립보험료에는 사업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고 시 보장만 받기를 원한다면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
수보장형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임
◦ 필요 특약만 신중히 가입하고 보험설계사가 보장이 많거나 한도가 높은 점만을 강조하는 경우 보험가입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운전자보험은 보험회사별로 매우 다양한 특약(선택계약)을 부가하여 판매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는 본인
에게 필요한 특약을 신중히 선택134)하여 가입할 필요
- 형사합의금135)은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 가능
◦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운전자)가 자비로 합의금을 마련할 필요 없이 보험회사가 피해자
에게 직접 보험금(합의금)을 지급
-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후 보험금 청구도 가능
◦ 음주･무면허･뺑소니로 인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음
-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중상해 및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 시 발생하는 비용손해
(벌금, 형사합의금 등)를 보장하지만 중대법규위반 중 사고 후 도주(뺑소니),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음

2

개선방안
보험사 절판마케팅의 불법 및 불완전판매에 대한 검사 및 감독강화 필요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냈을 때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일명 ‘민식이법’)이나 보험상품이 교체되는 시기가 되면 일부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사 등은 판매 중지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판매를 강
화하는 절판마케팅을 전개하면서 불법 및 불완전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음
134)

보장금액(한도), 자기부담금, 보험료 수준, 실손 여부, 보험만기 등을 확인

135)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짇접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형사합의는 피보험자와 피해자 당사자 간 진행하여야 하며 피
보험자와 피해자 모두 서면동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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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당국이 단지, 유의사항만을 보도자료로 발표하는 방법 외에 실제로 금융감

독당국이 보험상품의 절판 후 판매된 보험상품의 절판마케팅의 부작용에 대하여 모
니터링을 실시하여 보험가입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입된 사례가 없는 지 살펴볼 필요
가 있음
◦ 또한 절판된 상품에 대하여 즉각적인 사후검사를 시행하고 보험가입 시 가입전후 보

험상품에 대한 설명의무가 충실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절판을 미끼로 보험료 할
인이나 수수료 지급, 보험료 대납(代納),136) 3만 원 이상의 물품 또는 금액 제공137)
등 불법 및 불완전판매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감독을 통해 사후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자발적인 보험사의 절판마케팅 자제 필요
◦ 보험사 역시 절판마케팅은 일시적인 영업증진에는 효과가 있으나 결국 소비자의 니

즈(needs)에 맞지 않는 불완전판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절판마케팅을 자제할 필요가 있음
◦ 일부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이 절판마케팅을 위하여 각종 시상 및 시책(현금, 물품,

수당 등)을 추가로 보험설계사 등 영업조직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스스로 자제하여
건전한 보험영업 질서를 확보하는 영업행위가 필요함
보험가입자의 현명한 보험가입 필요
◦ 일시적인 보험영업조직의 시책이나 가입 권고에 흔들리지 말고 인생의 라이프사이

클(life cycle)에 맞추어 보험소비자 본인에게 필요한 보험상품만을 가입하는 현명
한 보험소비 생활을 영위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보험가입 시 필요한 유의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사전에 나에게 맞는

보험상품인지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서 가입하는 올바른 자세가 필요함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김 창 호 ☎ : 02-6788-4582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보험산업국 보험과
☎ : 02-2100-2965

136)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137)

「보험업법시행령」 제46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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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1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 국민의 3천5백만명 이상이 가입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
지 않는 치료비138)를 지급하는 보험상품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율을 보완하고 있는
제2의 국민건강보험 상품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런데 실손의료보험 청구실태를 보면 소비자가 병원에 진료비를 지급한 후, 보험금

청구서류를 작성하고 필요서류139)를 구비하여 보험사에 다시 방문하거나, 팩스, 모
바일앱 등으로 신청하고 있는 실정임
자동차보험처럼 전산화되지 않은 실손의료보험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병원과 보험사 모두에
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소비자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시 보험금액 대비 청구
액이 소액이거나, 진단서 발급비용이 많이 들거나, 청구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보험금 청
구를 포기하는 불편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제도 부재
◦ 현재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병･의원을 이용한 후 관련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는 이용한 병･의원에서 발급받은 각종 서류를 보험사에 방문접수하거나 팩스전송하
거나 모바일앱을 통해 접수하여야 함
◦ 전국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3천5백만 명이 이용하는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는

여전히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지 않은 구시대적인 청구방식을 취하고 있음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법령 미비
◦ 소비자가 전자문서로 의료비를 청구하여도 관련 법상 의료기관 및 보험사가 이에 응

할 의무가 없어 실손의료보험 청구방식의 개선이 필요함

138)

실손의료보험 보장내용 :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 비급여의료비

139)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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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로 진료기록을 송부하여

야 하나, 현행 「의료법」 제21조제2항은140) 의료인 등이 환자가 아닌 타인에게 진료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반면,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료법」 제21조제3항제9호에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보험회사에게 청구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게 청구한 수가의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규
정141)하고 있으나 실손의료보험은 예외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함
실손보험금 청구 소비자 불편 초래
◦ 지난 2016년 금융위원회는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

선방안을 시행한 바 있으나142) 동 개선방안은 개별 보험사의 모바일앱을 통한 실손
의료보험 보험금 청구시스템 개선일 뿐이며 의료계와 연계한 실손의료보험 청구간
소화제도는 아님
◦ 보험연구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

하지 않은 이유는 보험금액이 소액이라서가 90.6%, 보험금 청구절차가 번거롭기 때
문이라는 응답이 5.4% 임

2

개선방안
실손의료보험 전자청구시스템 등 간소화제도 필요
◦ 팩스나 모바일앱 등을 통한 청구 등 청구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으나

140)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②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
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41)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
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
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
사등이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

142)

금융위원회, 「금융개혁의 핵심과제인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착한 실손의료보험”을 안정적으로 공급하
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보도자료, 2016.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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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종이문서를 전제로 한 것으로, 효과가 미약하여 21세기 IT시대에 걸맞은 실손
의료보험 전자청구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소비자가 소액이라도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지 않도록 보험금 청구

의 전산화를 통해 소비자의 후생과 청구편의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실손의료보험 전자청구시스템 등 간소화를 통해 의료계와 보험업계의 사업비

경감 및 업무처리의 신속성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음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관련 법령 정비
◦ 청구전산화가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으려면 「의료법」이나 「보험업법」 등 관련법

의 개정을 통해 전국에 있는 의료기관143)이 모두 국민건강보험이나 자동차보험처럼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에 참여하도록 해야 함
◦ 아울러 의료기관이 보험사로 진료기록을 송부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

험사가 실손의료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한 의료기관에게 청구한 실손의료보험의 진료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는 것으로 「의료법」144) 을 개정하는 등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보험금청구 관련 소비자 편익 제고 필요
◦ 국민건강보험이나 자동차보험과 같이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데이터를 전송하고 보험사가 이를 심사 후 의
료기관에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보험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전문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

을 하거나 보험사들이 연합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민간
의료심사기구를 설립하는 방안도 있음
◦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편익이 제

고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14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8년 12월말 기준 요양(의료)기관종별 현황 – 89,683개

144)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②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
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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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의 청구절차 간소화 작업 필요
◦ 실손의료보험은 2009년 이전에 보험사별로 보장금액과 상품내용이 서로 다르던 실

손의료보험상품을 표준화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 2009년 실손의료보험 표준화 작업 후, 현재까지 보험회사는 보험료와 미세한 상품

의 차이는 있으나 동일한 최대 보장금액과 상품내용으로 표준화된 실손의료보험 상
품을 10년간 판매하고 있음
◦ 여러 분야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변화의 시점

을 맞이하여 이제는 실손의료보험 청구절차를 간소화하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 되
었으므로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보험금 청구간소화 작업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김 창 호 ☎ : 02-6788-4582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보험산업국 보험과
☎ : 02-2100-2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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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보험금
1

현황 및 문제점
보험업계에 따르면 2020년 3월 31일 보험개발원이 자동차보험 경상사고145) 부상자의 표준
진료비 가이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서 경미한 사고 부상자에 대한 적정한 진료권을 보장하고 보험가입자 간
분쟁을 최소화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함
◦ 이와 관련하여 2019년 상위 4개 손해보험사146)의 경상 환자 1인당 평균 지급 보험

금은 174만3,000원으로 2019년 155만9,000원 대비 11.8% 증가했으며 이는 전체
자동차보험 평균 지급 보험금 증가율 4.9%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라고 함
◦ 경상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2019년 기준 64만8,000원으로 나타났으며 양방

병원의 경우 1인당 평균 진료비가 32만2,000원에 불과하지만 한방의 경우 76만
4,000원으로 양방의 2배를 넘어 전체 진료비를 상승시키는 구조임
◦ 동일 사고 수준의 경미한 사고 환자들 간에도 진료비 편차가 크다는 것이 문제인데

범퍼 경미 손상 및 상해 14등급 내에서도 상위 20%의 평균 대인보험금은 하위 20%
의 평균 대인보험금보다 6배 이상 차이가 생김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한방진료비의 성장은 경상환자의 한방진료 선호현상이 주요 원인으로
경산환자의 한방진료 비중은 2015년 38.9%에서 2019년 66.5%로 늘어나고 있으며 또한
경상환자의 통원일수는 한방진료(7.5일)가 양방(3.7일)의 약 2배로 나타남
◦ 실제로 일부 한방병원을 통한 과잉진료 등으로 인하여 경상 환자에게 지급되는 보험

금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
◦ 또한 최근 추나요법과 도수치료 등 일부 한방의 비급여 진료 항목이 급여화되면서

한방병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이 급등했음

145)

자동차사고 상해등급 12~14급의 부상을 입은 사고를 말함

146)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KB손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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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환자에 대한 일부 한방병의원의 과잉진료 세부심사기준 부재
◦ 양방의 경우 대다수 진료가 급여항목으로 편입되어 있어 구체적인 진료횟수와 처방,

투약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한방은 비급여가 대다수를 차지하며 명확한 기준이 없이
의사의 판단에 따른 진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과다한 것이 원인으로 작용함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제도
◦ 자동차보험은 손해를 원상 복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일체를 지급하는 손해배상제

도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역시 이러한 손해배상제도의 범위 안에서 손해를 배상받
고 있으나, 일부 나일론 환자 등 경상환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과도한 보험금이 지급
되고 있음

2

개선방안
자동차보험 경상환자들의 과도한 진료행위 금지를 위한 계도 필요
◦ 자동차보험 사고 경상환자들의 과도한 진료행위는 본인을 비롯한 모든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원인임을 깨닫고 적절한 진료를 요구하는 것이 바
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보험업계 및 한방병원을 포함한 병의원 역시 적절한 의료행위를 벗어난 과도한 진료

행위는 보험사기라는 사실을 계도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자동차보험 경상환자를 위한 한방병･의원의 세부심사기준 마련
◦ 최근 일부 한방병･의원의 적절한 한도를 넘어선 일부 과잉진료행위가 언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한방과 관련한 세부심사기준이 부재한 영향이 크므로 관련
정부부처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의사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의 관련 단체들이 모
여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적절한 진료를 위한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영국의 「민사책임법」(「Civil Liability Act」)을 참조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경상환자
손해배상등급 및 배상한도제도 필요
◦ 우리나라와 같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로 골치를 앓고 있던 영국은 2021

년 4월부터 모든 경상환자의 진단서 발급을 의무화하며, 치료기간을 설정하고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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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별 배상한도를 도입하여 시행할 예정으로 이로 인하여 연간 약 10억 파운드(약
1조 5,200억 원)의 보험금 절감을 기대하고 있음147)
◦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영국의 편타손상(Whiplash Injury)과 관련한 「민사책임법」

을 참고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에서 보장하는 12~14급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고로 인한 경상환자에 대하여 상해등급에 따른 치료기간을 설정하고 치료기간에
적절한 배상한도를 설정하는 방법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김 창 호 ☎ : 02-6788-4582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보험산업국 보험과
☎ : 02-2100-2965

147)

영국 정부는 목, 등, 또는 어깨 부근 연부조직의 상해로 규정하고 있는 편타손상(whiplash Injury)과 관련한 사회적 비용
의 절감을 위해 「Civil Liability Act」 개정안을 2018년 입안하여, 2021년 4월 시행 예정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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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사기 피해와 소비자보호
1

현황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
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함(법 제2조
제1호)
◦ 즉, 전자지급거래, 전자증권거래, 전자보험거래 등 기타 전자적 수단에 의한 금융거

래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애플리케
이션(application) 서비스에 의한 송금･이체도 전자금융거래의 대표적인 예에 해당함
전자금융거래는 금융거래의 간편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고 저비용으로 금융소비자의 접근성을
제고시킨다는 점에서 그 효율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동시에 피싱･스미싱･파밍･메모리
해킹 등 신종금융사기에 노출될 위험도 다분하며 실제로 그간 많은 피해 사례들이 발생해 오
고 있음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사기 등 전자금융거래에서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아래의 요
건이 모두 충족되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제9조)
◦ 이용자가 개인 또는 소기업이어야 함
◦ 금융회사가 관리하는 기술적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접근매체의 위･변조, 거래 체결･

지시의 전송, 처리과정에서의 사고, 정보통신망 침입)여야 함
- 단, 사고가 이러한 영역에서 발생하였음을 피해자가 입증하여야 함

◦ 이용자의 무과실이거나 과실이 있더라도 경과실이어야 함
- 이용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접근매체 대여, 제공, 누설, 노출, 방치, 추가보안 조

치 거부)이 있으면 금융회사는 무과실책임을 면하게 되며(동법 시행령 제8조), 이
경우 금융회사 등이 이용자의 중과실을 입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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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점
정보통신기술의 전문성과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기술 및 정보의 열위적 지위에 있는 피해자가
금융거래 및 전자금융거래의 정보를 취득하고 분석하여 피해의 원인과 손해의 인과관계를 입
증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148)
현행법상 금융회사 등의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요건 중 하나인 ‘접근매체의
위･변조로 인한 기술적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는 전자금융거래 지시의 주체와 내용의 진실성
을 확보･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나 정보로서 전자식카드･인증서･전자서명생성정보, 생체정
보, 비밀번호(법 제2조제10호)에서 발생한 사고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새로운 전자금융사기 수법인 피싱 등으로 피해자가 과실로 계좌비밀번호･이체비밀번
호･일회용 비밀번호를 노출하는 경우에 금융회사 등은 접근매체의 위･변조에 해당하지 않아
무과실책임에서 면하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 피싱의 경우 사기전문가들이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교모 또는 심리적 궁

박 상태로 모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파밍의 경우는 고도의 기술적 수단으로 피해자
모르게 악성코드를 PC나 휴대폰에 심는 경우가 많음

3

개선방안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회사 등이 관리하는 기술적 영역
내 뿐만 아니라 그 외의 기술적 영역에서도 금융회사 등이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
는 방안과 금융회사 등이 금융사고 원인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임
◦ 이러한 방안은 이용자 보호의 강화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등의 기술적, 관리적 조치

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전자금융거래법」상 규정하고 있는 접근매체의 유형(전자식카드･인증서･전자서명생성정보,
생체정보, 비밀번호)을 열거하는 방안보다 “이용자의 계정에 접근 또는 접속하는데 필요한 일
148)

이지언, 「전자금융거래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금융브리프』, 제26권 제14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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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수단 또는 도구”로 하는 등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피싱, 파밍, 스미싱 등과 같은 전자금융
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임149)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은 이용자가 제3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전자금융사기의 수법은 이용자인 피해자도 인지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전자금융사기의 특수성이 있는 사고의 경우에는 금융회
사 등의 무과실책임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최 은 진 ☎ : 02-6788-4586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 : 02-2100-2977

149)

이지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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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 선불충전금 관련 소비자보호
1

현황
우리나라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상거래 또는 개인 간 거래 과
정 등에서 제공하는 지급 관련 서비스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 선불전자지급, 결제대금예
치, 전자고지결제, 직불전자지급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그 중 선불전자지급서비스는 미리 충전한 선불금으로 교통요금, 상거래 대금을 지급하거나
송금할 수 있도록 선불금을 발행하고 관리하는 서비스를 말함
2019년 중 선불전자지급서비스 이용실적(일평균)은 1,890만 건, 2,979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5.8%, 108.9% 증가하였음150)
선불전자지급서비스 이용 현황 (일평일 기준)
(단위 : 백만 건, 십억 원)

2017

2018

2019

이용건수

15.0

16.3

18.9

전자금융업자

14.8

16.1

18.6

교통카드

12.0

11.8

11.7

송금

0.6

1.3

2.3

금융기관

0.2

0.2

0.3

이용금액

65.9

142.6

297.9

전자금융업자

61.0

133.7

278.5

교통카드

12.7

12.3

12.4

송금

32.7

98.2

218.4

금융기관*

5.0

8.8

19.4

* 은행 및 카드사가 발행하는 각종 기프트카드, 전자지갑의 선불계정 이체 실적 및 전자화폐지급서비스 이용실적
자료 : 한국은행(2020)

150)

한국은행, 「2019년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현황」, 보도자료, 2020.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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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점
최근 간편결제의 성장과 더불어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쇼핑을 위해 미리 애
플리케이션(application)에 선불충전금(미상환잔액)을 넣어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간편결제업체의 미상환잔액은 2018년도 말 1,212억 원

에서 2019년 말 1,745억 원으로 증가하였음
간편결제의 규모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간편결제사업자는 일반 금융회사와 달리 예금
보험기금 및 여유자금의 운용 등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 간편결제사업자들이 미상
환잔액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관련하여 현행법상 운용규정이 없어 소비자들의 선불충
전금을 보호할 법적 방안이 미비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다만, 금융위원회 고시인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3조제1항제3호는 “3. 미상환잔액 대비 자
기자본 비율은 100분의 20 이상일 것(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에 한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감독규정에 불과해 법적 강제력이 없음

3

개선방안
「전자금융거래법」에 소비자들이 선불충전금으로 충전해 둔 비용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
도록 「전자금융감독규정」의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에 관한 조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간편결제사업자 등이 미상환잔액을 안전하게 운용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미상환잔
액 관련 의무 규정과 위반시 제재규정을 마련하여 강제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미상환잔액의 전액을 은행의 예･적금에 보관하도록 하거나, 간편결제사업

자를 예금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여 고객자금 보호를 할 수 있는 방안의 신설을 고
려해보아야 함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최 은 진 ☎ : 02-6788-4586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 : 02-2100-2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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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 허용
1

현황 및 문제점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CVC”)은 신규로 창업하는 기업이 성
장기반을 마련하도록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에 모 그룹의 자금과 인프라를 지원하는 계열사
를 의미함
이러한 CVC는 투자회사의 성격을 지닌 금융자회사에 해당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금융사’의 정의는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151)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사”)152) 등
의 CVC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금융투자업’(64202)으로 구분됨153)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자회사로 보유할 경우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상 금산(金産)분리 규정(제8조의2제2항제4호)에 위배될 수 있음
◦ 금산분리 규정은 고객의 자금을 운용하는 금융회사가 기업집단 내 총수일가가 지분

을 보유하고 있는 부실계열사에 대한 자금 지원창구가 되는 등 사(私)금고화되는 것
15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자본력이 미약한 중
소기업에 대해 납입자본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접 투자하는 회사를 의미함

152)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기술, 지적재산권 등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이를 응용
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융자, 경영･기술지도를 행하는 금융회사임

153)

국회 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김병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20891호)」, 2019. 11., 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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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방지하고, 부실계열사의 경영 악화 리스크가 금융계열사에 연쇄적으로 전이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되었음
◦ 특히 산업자본(일반지주회사)이 금융자본(금융･보험 자회사･손자회사 등)을 보유하

게 될 경우, 계열사 및 그 고객사에 대한 특혜 대출, 계열사의 경쟁사에 대한 여신 제
한 등의 폐해가 나타날 수 있음154)
일부에서는 대기업집단이 가진 자본･인력 등의 인프라를 활용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
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규정
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155)

2

개선방안
공정거래법상 CVC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법 개정은, CVC 투자 활성화를 통한 벤처기업의
육성･증대라는 정책적 목적과 금융･산업자본 간의 엄격한 분리를 통한 위험 전이의 차단이라
는 또 다른 정책목표 간의 우선순위에 따라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임
엄격한 금산분리 원칙이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는, 산업자본의 이해관계가 금융시
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금융고객 자산을 활용하여 대기업집단이 무분별하게 사업영역을
확장하는데 따른 우려에 초점을 두고 있음
◦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업들로서는 존립을 위한 자금 유동성 확보가 우선시 될 것인

데, 기업집단이 그러한 유동성 확보수단으로 금융계열사의 실질적 지배권을 확보하
여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다 부도사태가 날 경우 심각한 리스크 전이가 발생할 우려
가 있음156)
◦ 또한 높은 부채비율이 제도적으로 허용되는 금융회사의 특성상 대기업집단 계열사

로 존재하는 금융보험사의 자금이 사업영역을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문어발식 경영’
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존재함157)
154)

신영수, 「기업집단 규제개편 대상으로서 벤처지주회사 및 CVC 관련 쟁점과 향후 전망」, 『2018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주
요 쟁점』,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2018년도 제1차 법정책 세미나 자료집, 2018. 11. 12., 69면

155)

이태규, 「밴처캐피탈 국내외 비교 및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KERI Brief』 17-26, 한국경제연구원, 2017. 12. 27., 23면

156)

홍명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와 관련한 입법적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용역보고서, 2015, 52면

157)

전성인, 금산분리 규제의 의미와 개선과제, 『경쟁과 법』 제1호,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2013. 10., 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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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CVC에 대한 금산분리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아래
와 같은 논거를 제시하고 있음158)
◦ 예･적금 등 수신 기능이 있는 통상의 금융기관과 달리 출자･투자로 이어지는 CVC

는 불특정다수 고객의 자금을 사금고화 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음
◦ 금산분리 원칙이 공정거래법에 처음 도입된 시기에는 금융기관을 통한 자본조달에

크게 의존해야 했으나, 현재에는 사내유보금과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필요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리스크의 전이 우려가 크지 않다는 재계의 주장이 있음
한편,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게 되면, CVC의 자금이 총수일가가 높은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 벤처기업에 투자 명목으로 과도하게 유입되어 부당한 부의 이전 및 지배권 승
계에 악용될 소지 역시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기업집단은 총수일가 자녀가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사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

로 기업가치를 부풀린 후, 해당 기업을 상장시킨 다음 기업집단 지배구조에서 핵심
적인 다른 계열사와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높아진 주식가치를 통해 합병비율을
유리하게 산정 받는 방식으로 지배권을 편법 이전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 통상적인 거래관계였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계열사에 대한 비합리적(총수일가의 사

익편취 목적 등) 자금지원으로 인해 비계열사인 경쟁 벤처회사가 경쟁 초기부터 불
리한 출발선에 놓이게 된다면, 혁신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혁신기업
을 고사시키는 부정적 역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것임
◦ 편법적 부의 이전이나 지배권 승계 의혹이 있는 투자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에 대한 CVC의 투자･거래내역을 공정위에 신
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참고로 제21대국회에서는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안이 5건 발의되어 현재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임

158)

신영수(2018), 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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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 관련 의원입법안
발의안

주요 내용

김병욱 의원안159)

-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
- CVC의 투자내역, 자금대차 관계, 특수관계인과 거래내역 등을 공정위에 보고

이원욱 의원안160)

-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

송언석 의원안161)

-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

이영 의원안162)

이용우

의원안163)

-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
- 총수일가가 지분 보유한 계열사에 대한 투자 시 사익편취 금지규정 적용
-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완전자회사 형태만 허용)
- 벤처투자조합 조성은 계열사 및 자기자본 출자만 허용
- 창투사의 투자내역, 자금대차 관계, 특수관계인과 거래내역 등을 공정위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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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1

현황 및 문제점
‘전속고발제’는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등 그 주요 소관 법률164)에 대한 위반 혐의를 검찰에 고
발할 수 있는 권한을 독점적으로 갖도록 하고 공정위의 고발 없이는 검찰의 공소제기가 이루
어질 수 없도록 한 제도임(공정거래법 제71조제1항)
전속고발제가 도입된 취지는,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상 형벌규정의 범위가 매우 넓어 지나친
고소･고발로 인한 기업들의 경제활동 위축 우려가 있으므로, 경쟁당국인 공정위가 형사벌 부
과 필요성에 대한 1차적 판단을 내리도록 한 것임
◦ 공정위는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사안에 대

해 검찰에 고발할 의무가 있으며(제71조제2항), 관련 예규(고발 지침)165)를 통해 고
발 여부 판단을 위한 구체적 기준(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마련하고 있음
한편, 전속고발권을 보유하고 있는 공정위가 그동안 그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아 카
르텔 등 시장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
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공정위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가격･수량 담합, 시장분할 담합, 입찰 담합 등 시장
에 미치는 폐해가 큰 이른 바 ‘경성 담합(hardcore cartels)’에 대해 전속고발권을 부분적으
로 폐지하여 피해 사업자 등이 검찰에 직접 고소･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
정거래법 전부개정안166)을 제20대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임기만료폐기 되었음
◦ 공정위는 동일한 전속고발권 폐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제21대국

회에 다시 제출하기 위해 입법예고(2020. 6. 11.~7. 21.)하였음167)
164)

공정거래법 외에 전속고발제를 두고 있는 공정위 소관 법률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대규
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
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 있음

16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의 법률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59호, 2018. 3. 8. 개정

16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정부안)」, 의안번호 제2016942호, 2018. 11. 30. 발의

167)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경제와 혁신 성장을 위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 2020.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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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속고발제의 부분 폐지로 인해 검찰이 공정위 고발 없이 기소할 수 있게 될 경우에 대비하여
공정위와 검찰은 동일 사건에 대한 조사의 우선순위 및 리니언시 제도(Leniency Program)168)의
운용 등 여러 실무적 문제를 조율하기 위한 MOU를 체결(2018. 8. 21.)한 바 있음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하여, 검찰과의 중복조사에 따른 기업부담 가중 우려, 공정위
소관 타 법률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의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전속고발권이 부분 폐지되면 동일한 경성 담합 사건에 대해 검찰과 공정위가 동시에 수

사･조사에 착수하여 기업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과도한 중복조사를 피하기
위한 양 기관간의 조율과 기준 마련이 요구됨
◦ 또한, 기업들 간 갑을관계 문제 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이 일부 폐지될 경우 ‘갑을관계 규율 법제’인 하도
급법 및 ‘유통 3법’(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상의 전속고발제 폐지에
관한 공정위의 입장 역시 정리될 필요가 있음

2

개선방안
경성 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는 대형 담합 사
건은 검찰･공정위 모두 해당 사건의 처리에 관심을 둘 수 있는데, 조사우선권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수립되지 않으면 기업의 중복조사 부담과 함께 기관 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상존하
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요구됨
◦ 2018년 8월 양 기관이 체결한 MOU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시급성 등이 큰 사건에

대해 검찰이 우선수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모호한 기준은 각 기관
간 서로 상이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법 집행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음
◦ 조사 우선순위 기준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2019년 2월 11일 개최된 ‘공정거

래법 전부개정안 쟁점 및 대응 당정협의’에서는 공소시효가 1년 미만으로 남은 사건
(모든 유형의 경성 담합에 적용) 또는 입찰담합(공소시효 무관)에 대해 검찰이 우선
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도록 한 바 있음

168)

‘리니언시 제도(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담합 가담자가 공정위에 그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해당 사건의 조사에 유용한 정
보를 제공할 경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 공정위의 제재를 감면해주는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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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외에 하도급법과 유통 3법 등 ‘갑을관계 보호법제’에 대해서도 전속고발제를 폐지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짐
◦ 갑을관계 보호법제의 위반행위 대부분은 엄밀한 시장획정이나 경쟁제한성 평가 등

심도 있는 경제분석을 요하지 않으며, 거래내용의 불공정성 및 피해 사업자가 받은
불이익의 정도 등을 중심으로 위법성을 판단하는 유형임
◦ 공정위의 전문적인 경제분석에 따른 위법성 판단의 필요성이 전속고발제 존치론의

주요 논거 중 하나라는 점을 감안할 때, 위법성 판단에 있어 고도의 경제분석이 필요
하지 않은 갑을관계 보호법제에 대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여 형사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강지원 ☎: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02-6788-4787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
044-200-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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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배달앱에 대한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1

현황 및 문제점
인터넷･모바일 등 온라인 구매의 성장세가 급증함에 따라 온라인 채널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홍보하고 구매를 유도하고자 하는 납품･입점업체들 역시 그 수가 늘어나, 이들 업체
의 온라인 유통업체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온라인 유통업체들이 높은 거래의존도에서 오는 협상력의 우위를 악용하

여 납품･입점업체들에게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부과하거나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대규모유통업법은 계약 서면주의, 상품 대금지급일의 법정화, 공정위의 위법성 입증부담 경
감, 공정위의 수수료 실태조사･공표 권한, 일부 중대한 법 위반유형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 적용 등, 불공정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는 유통업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법보다
그 규율 강도가 강한 것이 특징임
◦ 대규모유통업법은 13개의 금지행위 유형 대부분169)에 대해 공정위가 ‘부당성’을 입

증하는 대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도록 증명책임을 전환하거나,
‘부당성’ 요건 자체를 삭제하였음
◦ 또한 동법은 공정위의 서면실태조사 근거규정(제30조)을 통해 유통업체의 판매수수

료율 등을 공정위가 조사하여 주기적으로 공표하는 등 시장감시를 통한 자정
(self-correction) 기능을 제고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공정거래법은 갑을관계를 규율하는 ‘불공정거래행위’(제23조)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3배 배상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은 반면, 대규모유통업법은 상품
대금 감액,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등 일부 중대한 법 위반행위 유형을 징벌적 손해배
상제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나타냄

169)

대규모유통업법에서 ‘부당성’ 요건을 두고 있는 금지행위 유형은 ‘배타적거래 강요행위’(제13조) 및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제14조)의 2개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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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온라인 쇼핑몰 등 일부 업종은 유통거래의 규율 강화를 위해 제정된 특별법인 대규모유
통업법의 규제대상이 되고 있는 반면, 오픈마켓이나 배달앱 등은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대상
에서 제외되어 일반법인 공정거래법에 의해서만 규율되고 있음
◦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는 ‘대규모유통업자’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은

상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자’여야 함(제2조제1호)
-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대상이 되려면 위의 정의에 따른 ‘대규모유통업자’170)인 동

시에 추가적으로, 매장면적 기준(매장면적 합계 3,000㎡ 이상) 또는 소매 매출액(전
년도 소매업종 매출액 1천억 원 이상)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온라인 쇼핑몰은 직접 상품을 매입하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자이기 때문

에 매출액 기준만 충족시키면 동법상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게 됨
◦ 그러나 오픈마켓이나 배달앱처럼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형태의

플랫폼사업자들은 입점업체로부터 상품을 ‘납품’받는다고 보기 어려우며, 직접 소비
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거래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대규모유통업자’의 정의를 충
족시키지 못함171)
◦ 즉, 현재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기존의 오프라인 유통업자들과 온라인 쇼핑몰은 대

규모유통업법의 강화된 규제를 받고 있는 반면, 오픈마켓･배달앱 등은 공정거래법
의 적용만 받는 규제의 비대칭이 나타나고 있음

2

개선방안
오픈마켓･배달앱 등의 온라인 중개플랫폼 사업자는 입점업체에 온라인상의 거래공간(online
marketplace)을 ‘임대’해 주는 것과 유사한 성격의 사업모델을 추구하고 있어, 대규모유통
업법 개정을 통해 대규모유통업자 의제규정(제2조의2)을 통해 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
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170)

‘대규모유통업자’는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로 동 조항의 매장규모 요건
또는 소매매출액 요건 중 하나를 충족시키는 사업자를 의미함(제2조제1호)

171)

온라인쇼핑몰은 자신이 직접 공급업체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판매(직매입거래)하거나, 공급업
체와의 위･수탁거래를 통해 자기의 명의와 타인의 계산으로 판매하는 등 공급업체로부터 상품을 ‘납품’받아 자신이 ‘판
매’ 행위에 종사함. 이에 반해 오픈마켓･배달앱 등은 거래중개를 위한 온라인상의 사이트를 제공하고 거래가 원활하게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할 뿐 입점업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판매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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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신설된 대규모유통업자 의제규정(제2조의2)은 형식적으로는 매장 임대사업

자라 하더라도 판매수익에 연동된 임대료를 징수하는 등 실질적으로 유통업에 가까
운 수익구조를 추구하는 복합쇼핑몰･아울렛 등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오픈마켓･배달앱 등과 거래하는 입점업체들은 광고비 및 판매수수료 과다 청구, 서면계약서
부재 등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 편인데, 이러한 온라인 중개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이 가능해지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임172)
◦ 첫 번째로, 판매수수료율 현황이 공표되고 있는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처럼 공정

위가 오픈마켓･배달앱 등의 판매수수료율이나 광고비 등의 내역을 조사하여 공표하
게 되면 불명확한 기준에 근거한 과다 수수료･광고비 부과 관행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다음으로, 오픈마켓･배달앱 등의 입점업체들은 서면계약서 교부의무(제8조), 계약

추정제도(제6조제5항), 거래관계와 관련된 서류보존 의무(제6조제8항) 등 공정거래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법적 보호를 받게 됨
또한, 공정위가 부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공정거래법과 달리, 부당성 요건을 완화･삭제한 대
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하게 되면 오픈마켓･배달앱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입증부담
이 완화되어 법 집행이 더욱 용이해질 수 있을 것임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강지원 ☎: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

172)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02-6788-4787
기업거래정책국 유통거래과
044-200-4620

강지원, 「EU의 온라인 플랫폼 규칙 시행이 유통분야에 주는 시사점」, 『온라인 유통거래의 규제 및 유통업법 집행의 실
제』, 한국유통법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020. 6. 1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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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경험 의무화
1

현황 및 문제점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설립 요건으로 직영점 운영 경험을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으
며, 다만 정보공개서에 관련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 최근 3년간 직영점 수 및 그

소재지, 해당 가맹사업 외에 가맹본부가 최근 3년간 운영하고 있는 직영점 수 등 을
기재해야 함(동법 시행령 [별표 1])
부실한 가맹본부의 진입을 제한하여 정보 열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를 투자 위험으로부터 보
호할 수 있도록, 최소 1년 이상 직영점을 운영한 뒤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음
◦ 직영점 운영경험을 의무화하고 있는 중국의 가맹사업 규율 법제인 「상업특허경영관

리조례」 제7조는 최소 2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넘게 운영한 경력을 가맹사업 등록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공정위의 ‘2019년 가맹거래 실태조사’ 결과 직영점 운영경험이 있는 가맹본부 중 직영점 운
영경험이 가맹점을 모집하거나 가맹점 모집 후 가맹점에 대한 지원･교육 등 가맹사업을 운영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93.6%로 파악되었음173)
◦ 또한 공정위가 2016~2018년까지 기간 동안의 정보공개서를 분석한 결과, 현재 직

영점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본부는 그렇지 않은 가맹본부와 비교해 가맹점당 연 평균
매출액이 약 42,474천 원(14.5%)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173)

공정거래위원회, 「직영점 운영 경험, 점주의 수익 증대에 기여」, 보도자료, 2020.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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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선방안
가맹본부가 사업 초기에 직영점･가맹점 중 어떤 사업모델에 비중을 두고 이후 직영점･가맹점
중 어떤 모델을 확장할 것인지 여부는 각 산업분야의 특성, 시장상황, 해당 가맹본부의 전략
적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직영점의 사전 운영경험을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이론･실증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 우선, 직영점을 먼저 운영했던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가 그렇지 않은 가맹본부보다

경영성과(수익성, 가맹점･직영점별 실패율,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 건수174) 등)가
우수한지 여부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가 제시되어야 할 것임
- 상기 공정위의 조사 결과는 직영점을 보유한 가맹본부가 그렇지 않은 가맹본부보다

연 평균매출액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가맹사업의 성과는 가맹본부의 사
업역량･경험뿐 아니라 독립사업자인 가맹점사업자의 역량과 노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직영점의 운영과 경영성과 간에 명확한 인과관계를 보여주
는 실증 자료로 보기는 어려움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경험과 가맹사업을 수행할 역량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견해
는 다음과 같은 점을 논거로 들고 있음175)
◦ 가맹사업은 본질적으로 가맹본부가 자신이 보유한 경영 노하우176)와 사업전략을 가

맹 브랜드와 함께 개별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사전에 직영점 운영을
통해 가맹본부가 이러한 경험과 역량을 더 많이 축적하고 있을수록 이를 전수받는
가맹점사업자 입장에서 유리할 수 있음
이에 반해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여부 및 그 비율은 초기 자금 확보의 부담, 경영실태 관리･
감독비용(monitoring cost)의 절감, 거래비용의 절감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업구조 선택의 문제이므로, 가맹사업 운영 전에 직영점
운영을 의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음177)
174)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분쟁 건수가 반드시 가맹사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가맹점
사업자가 기대수익보다 낮은 매출로 인해 가맹계약을 해지하거나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는 경영성과와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음

175)

임영균･최영홍, 『가맹사업 규제 정합성 제고에 관한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2010. 7., 7~9면

176)

가령, 직영점을 통해 신상품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여 소비자의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
며, 이러한 노하우는 가맹점 운영에 있어서도 유용한 경영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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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가맹본부의 피고용인인 직영점 점포관리자는 점포의 매출증대에 따른 수

익이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점포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직접 가
져가는 독립사업자인 가맹점사업자보다 매출증대를 위해 시간･노력을 최대치로 투
입할 경제적 유인이 상대적으로 적어 가맹본부가 그 경영실태를 직접 관리･감독할
필요성이 증가하게 됨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강지원 ☎: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

177)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02-6788-4787
기업거래정책국 가맹거래과
044-200-4943

임영균･최영홍(2010), 19~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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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프랜차이즈의 가맹점 모집 피해 방지
1

현황 및 문제점
가맹사업법은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맹점사업자(또는 가맹희망자)의 피해
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본부에 대해 정보공개서 등록･제공(제6조의2, 제7조) 및 가맹금 예치
(제6조의5)를 의무화하고 있음
◦ 정보공개서 등록･제공 의무 제도는, 가맹본부가 미리 작성해 둔 계약서를 가맹희망

자에게 제시하여 서명하는 방식으로 체결되는 가맹계약의 특성 상 정보의 비대칭화
가 큰 현실에서, 해당 가맹사업에 핵심이 되는 중요한 사업정보를 사전에 공개하여
가맹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제도임
- 가맹본부는 ▲가맹사업 현황, ▲가맹본부･임원의 법 위반 사실,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사항,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제한, ▲가맹사업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절차･
소요기간, ▲가맹본부의 지원･교육･훈련 사항 등을 기재한 정보공개서를 공정위 홈
페이지에 등록해야 하고, 내용증명･우편 등의 방법으로 가맹희망자에게 개별적으
로 제공해야 함
◦ 가맹금 예치 제도는, 가맹본부가 가맹금만 수령한 상태에서 영업 개시 전에 폐업하

여 가맹점사업자(또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
해,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지 못 하고 일정 기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였
다가 폐업 등 (가맹본부의) 일정한 채무불이행 사유 발생 시 가맹점사업자 등이 금융
기관으로부터 직접 반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178)
그러나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179)을 충족하는 소규모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동법의 적용을 제
외하고 있어, 해당 가맹사업의 가맹점사업자나 가맹희망자는 여전히 정보공개서 등록･제공
이나 가맹금 예치 제도의 수혜를 받지 못 하고 있음

178)

이한무, 『가맹사업법: 실무 및 소송의 쟁점(개정판)』, 법률정보센터, 2014, 230면

179)

가맹사업법 제3조제1항에 의해, 가맹본부가 최초 6개월 동안 수취한 가맹금 총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제1호), 연 매
출액이 2억원(직영점 운영경험 1년 이상) 또는 5천만원(직영점 운영경험 1년 미만) 미만이면서 5개 미만의 가맹점을 보
유한(제2호) 가맹본부는 동법의 적용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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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규모별 법 위반 건수
매출액 규모

정보공개서 미제공

가맹금 미예치

계

16년

17년

18년

16년

17년

18년

10억 미만

16

13

73

5

2

5

114

50억 미만

19

15

40

2

1

-

77

100억 미만

2

6

8

2

2

-

20

500억 미만

12

6

11

1

1

-

31

500억 이상

4

2

-

1

1

-

8

자료 : 국회 정무위원회(2019)180)

2

개선방안
소규모 가맹본부는 가맹거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가맹사업법은 소규모 가맹본부에 대해 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181)
◦ 다만, 기만적인 가맹점 모집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허위･과장･기만적 정보

제공(제9조) 및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사업중단 등에 따른 가맹금 반환(제10조)
등은 가맹본부의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됨
그러나 소규모 가맹사업에서도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간 정보 비대칭의 우려는 여전히 존재
한다고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형 가맹본부와 마찬가지로 가맹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므
로 가맹금 예치의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가 제기될 수 있음
◦ 상기 견해를 고려하면, 정보공개서 등록･제공이나 가맹금 예치 의무를 소규모 가맹

본부에 대해 확대 적용하여 소규모 가맹본부에 대한 기만적인 가맹점 모집 피해를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강지원 ☎: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02-6788-4787
기업거래정책국 가맹거래과
044-200-4943

180)

국회 정무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전해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827호)」,
2019. 8.

181)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보도자료, 2002. 10. 31.; 이한무(2014), 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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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관계 손해액 입증 원활화를 위한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1

현황 및 문제점
현재 하도급법 및 ‘유통 3법’(가맹･유통･대리점법) 등 이른 바 ‘갑을관계 규율 법제’에는 모두
징벌적 손해배상제(3배 배상제)가 도입되어 있으나, 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
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됨
◦ 영･미법에서 유래한 ‘징벌적 손해배상제(punitive damages)’는 사회적 해악이 큰

불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억지효과를 높이기 위해 실 손해액보다 높은 징벌적 성
격의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제도로, 우리나라 일부 개별법에는 실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3배 배상제’의 형태로 도입되어 있음
갑을관계 규율 법제 위반에 대한 징벌적 배상 인정 사례가 부재한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주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인 피고와 중소기업인 원고 간의 증거편재로 인해 손해액의 입증이 어렵
다는 점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징벌적 배상액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구체적인 손해액이 산정되어야 하는데, 가

해기업인 피고의 귀책사유나 손해액 입증에 요구되는 핵심적인 자료들은 통상 피고
의 내부문건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원고가 소송과정에서 이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제
약이 따름
◦ 현행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제’는 소송에서 상대방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문서의 제출을 강제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그 실무적 활용도가 높지
않은 편임182)
- 피고가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해당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경우 원고는 별도의 불복

절차를 진행해야 함
- 그러나 불복절차를 통해 원고의 문서제출 신청이 받아들여져 법원이 문서제출명령

을 내리더라도, 피고가 이에 불응할 경우 피고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크지 않아 거액
의 배상액이 걸린 소송에서 피고는 소송의 승패를 좌우할 핵심적인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유인을 갖게 됨
182)

이미옥, 「개정 특허법하에서 자료제출명령제도에 대한 소고」, 『지식재산연구』 제11권 제3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6. 9., 26~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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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의 문서제출명령 불응시 해당 문서의 존재 및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만 사실로 인

정될 뿐 이를 통해 원고가 증명하고자 하는 주장 사실(요증사실)까지 인정되지는 않음

2

개선방안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그 도입취지에 맞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피해기업들이 법 위
반으로 인한 손해액을 원활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손해액 입증을 위한 증거확보 능력
을 강화할 수 있도록 2016년 「특허법」에 신설된 ‘자료제출명령제’를 하도급법 및 ‘유통 3법’
에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음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제와 달리, 「특허법」 제132조의 ‘자료제출명령제’는 법원의 제
출명령에 불응한 자료의 존재･내용뿐 아니라 그 자료를 통해 입증하고자 하는 원고 주장까지
사실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 영업비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단, 자료의 열람인원･범위는 제한 가능)
동 제도를 갑을관계 규율 법제에 도입할 경우, 피고가 원고의 손해액 증명에 핵심적인 내부문
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에 불응하면 법원은 손해액 인정183)과 관련하여 원고가 해당 문서를 통
해 주장하고자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게 되며,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핵
심증거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게 되어 원고의 증거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음
공정위가 제21대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입법예고(2020. 6. 11.~7. 21.)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법률안은 담합 및 불공정거래행위(단, 부당지원행위는 제외)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
고의 손해액 입증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하도급법 및 ‘유통 3법’ 등 갑을관계 규율 법제에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하고자 한

다면, 그와 유사한 취지로 공정거래법상 갑을관계 문제를 다루고 있는 불공정거래행
위 (제23조)에도 동 제도를 도입할 실익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강지원 ☎: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
183)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02-6788-4787
기업거래정책국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611

하도급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음(손해액 인정제도). ‘유통 3법’ 역시 이와 동일한 손해액 인정제도 규정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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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단체소송제의 활용도 제고
1

현황 및 문제점
‘소비자 단체소송제’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일정한 적격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나 한국소비자원 등이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대신하여 해당 행위의 금지･중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소비자기본법」 제70조
에서 그 근거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남소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
는 단체로 제한되어 있음(「소비자기본법」 제70조제1호)
◦ 정관상 상시적으로 소비자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단체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

이면서 공정위 등록 후 3개월이 결과한 소비자단체
◦ 한국소비자원,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그 외 시행령이 정하는 전

국단위의 경제단체
◦ 50인 이상의 소비자로부터 단체소송 제기를 요청받은 5천명 이상 구성원을 가진 단체

중, 최근 3년간 소비자권익 증진활동 실적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단체
소비자 단체소송을 제기하려면 법원의 소송허가를 얻어야 하며, 소송허가신청의 기각 또는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이 날 경우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른 단체들도 소를 제기할 수 없
게됨
그러나 소비자 단체소송제는 손해배상청구가 아닌 법 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청구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입은 금전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는데 한계가 따를 뿐 아니라 소
를 제기한 단체 입장에서도 금전적 보상이 수반되지 않아 비용을 들여 소송을 제기할 실익을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는 소송을 수행할 전문성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 한 경우가 많아
단체소송을 제기할 경제적 유인이 부족한 것도 단체소송 활용도가 저조한 이유의 하나로 지목됨
◦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소송 수행을 위해서는 소비자단체가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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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외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소비
자단체에게 적지 않은 재정적 부담을 지우게 됨184)

2

개선방안
법 위반행위의 금지청구만 허용되는 현행 소비자 단체소송제의 한계를 개선하고 소비자들에
대한 금전적 구제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2단계 형태로 구성된 일본의 소비자 집단소송제를
입법모델로 참고해 볼 수 있을 것임
◦ 일본의 소비자 집단소송제는 모든 소비자계약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며, 원고적격을

갖춘 소비자단체가 법원에 제기하는 공통의무 확인소송(1단계) 및 개별 소비자들이
후속으로 제기하는 소송인 채권확정절차(2단계)로 구성됨
- 1단계 소송에서는 적격을 갖춘 소비자단체가 소송을 제기하여 가해기업이 다수 소

비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를 확인(공통의무 확인)함
- 1단계 소송에서 가해기업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면 개별 소비자들이 각자의 손해액

을 확정(채권확정)하는 2단계 절차를 거치게 됨
◦ 소비자들은 1단계 소송에서 소비자단체가 승소한 경우 2단계 소송에 자발적으로 참

여하여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으며, 1단계 소송에서 소비자단체가 패소하면 개별적
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등,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는 장점
이 있음185)
또한, 소 제기에 따른 소비자단체들의 재정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공정위가 법 위반행위
에 대해 징수하는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한 소비자 피해구제기금을 조성하여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강지원 ☎: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02-6788-4787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
044-200-4414

184)

고형석,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고적격을 중심으로」, 『경제법연구』 제18권 제1호, 한국경제법
학회, 2018, 181면

185)

강지원･조영은, 공정거래 분야의 집단소송제 도입 방안, 입법･정책보고서 제43호, 국회입법조사처, 2019. 12., 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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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약관 규제를 위한 제도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공정위는 최근 상품･서비스의 판매자와 구매자 간 거래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중개플랫폼 사
업자의 불공정약관 조사 및 시정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 왔으며, 그 주요사례는 아래와 같음
◦ 배달앱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조항, 소비자에 대한 개별 통지 없는 서비스 변경･중단

조항 등 4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시정(2020. 6.)
◦ 공연･스포츠 관람 등 티켓 양도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배송 관련 분쟁시 사업자 면

책조항, 티켓 구매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주문취소 가능 조항 등 4개 유형의 불
공정약관 시정(2020. 5.)
◦ 4개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사업자(OTA)의 부당한 가격변경 조항, 부정확한 정보

제공이나 기술적 결함에 대한 면책조항 등 7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시정 및 환불불가
조항 시정권고(2017. 11.)
◦ 3개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 사업자의 매물정보 제공 관련 면책 조항, 회원 동의

없는 매물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시정(2017. 5.)
그러나 공정위 예규인 「약관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은 플랫폼 사업자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 하고 있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 온라인 중개플랫폼의 경우 하나의 약관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이용자 등의

권리･의무를 함께 규율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통상적인 약관심사와 달리 여러 거
래당사자의 권리와 책임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수반됨186)
◦ 플랫폼마다 제공하는 서비스의 형태나 입점업체･소비자 간 거래에 개입하는 수준이

다르고, 입점업체들의 소비자 대상 약관 작성에 관여하는 정도에도 차이가 있어 「약
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및 심사지침상 플랫폼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법적책임의 한도가 명확하지 않음187)
186)

김유진,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 동향」, 『약관규제법 시행 30주년의 회고와 입법적 과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
구소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2017. 6., 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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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사업자188)가 공정위의 약관 수정･삭제･사용금지 명령 등의 시
정조치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공정위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는
등, 약관법상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범위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은 아직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
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동 사건에서 공정위는 고객의 숙박예약 취소시점에 관계없이 예약의 변경이나 환불

이 일체 불가하도록 하여 숙박대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약관조항(환불불가
조항)을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는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하여 시
정권고 하였음
◦ 이어진 행정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해당 환불불가 조항은 숙박계약의 당사자인

호텔 등의 숙박업체와 고객 간에 체결된 약관의 일부일 뿐 플랫폼 사업자의 약관규
정이 아니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을 적용할 수 없다189)고 판
단하여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취소하였음190)
- 환불불가 조항의 내용은 숙박계약의 당사자인 호텔 등의 숙박업체가 결정하는 것이

며, 플랫폼 사업자는 단지 환불불가 조항이 포함된 숙박상품 및 그 예약을 위한 서
비스를 자신의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등 거래중개의 역할만 했기 때문에 약관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음

2

개선방안
최근 온라인 중개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 사례 및 플랫폼상의 거래현실을 반영하여
공정위가 심사지침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가령 숙소 공급자(호스트)와 여행객을 연결해주는 숙박공유 플랫폼에서는 약관 작성시 플랫

폼 사업자와 개별 공급자가 함께 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호스트
와 플랫폼 사업자가 공동으로 약관 작성의 주체가 되는 것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음191)
187)

김유진(2017), 64면

188)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사업자(Online Travel Agency)는 호텔 등 숙박업체와 이용 고객을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숙박
예약계약결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함. 공정거래위원회, 「아고다･부킹닷컴･익스피디아･호텔스닷컵의 면책
조항 등 7개 유형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보도자료, 2017. 11. 14.

189)

약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약관’은 사업자가 다수의 고객과 거래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한 계약의 내용을 의미하는데, ‘사업
자’는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은 제안하는 자로 정의됨(약관법 제2조제2호)

190)

서울고등법원 2020.5.20. 선고 2019누381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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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일반적으로 오픈마켓은 단순히 온라인상의 거래공간을 제공･관리하는 수동적

인 역할에 그치지 않고, 우수한 입점업체를 다수 확보하여 더 많은 거래를 성사시키
기 위해 입점업체와 구매자 간의 거래단계 전반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192),
실질적으로 입점업체의 약관 내용 및 거래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에 따라 약관상의
면책범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임
공정위는 현재 오픈마켓 형태의 중개플랫폼에 적용될 수 있는 「전자상거래(인터넷 사이버몰)
표준약관」193)을 승인하여 공시하고 있지만, 플랫폼의 사업구조와 형태가 점차 다변화되어
감에 따라 여러 유형의 플랫폼사업자에 적용될 수 있는 표준약관194)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해 볼 수 있음
◦ 가령, 숙박공유 등 사업자가 아닌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연결해주는 공유경제 모

델의 플랫폼 사업자가 등장함에 따라 사업자와 일반 소비자의 거래를 중개하는 기존
의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거래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강지원 ☎: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02-6788-4787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
044-200-4454

191)

김유진(2017), 63면

192)

최지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아주법학』 제12권 제4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12.,
158면

193)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3호, 2015. 6. 26. 개정

194)

표준약관은 해당 업계에서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사
업자단체 등이 작성하여 공정위에서 승인･공시하여 그 사용을 권장하는 약관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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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요청권 실효성 확보
1

현황 및 문제점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결성하여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
에 관한 협의를 가맹본부에 요청할 수 있고(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 협의를 요청받은 가
맹본부로 하여금 성실하게 협의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제3항)
◦ 가맹본부가 다수 사업자단체의 과도한 협의 요청에 시달리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해,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다수의 구성원이 포함된 가맹점
사업자단체를 우선 협의의 대상으로 함(제3항)
◦ 또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협의 시 ▲가맹본부의 통일성이나 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가맹본부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부
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음(제4항)
그러나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더라도 해당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원
수를 공식적으로 확인하여 최대 다수의 구성원을 보유한 단체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는 제도
적인 방안이 현행법상 마련되지 않아 가맹본부가 협의 요청을 거절하더라도 협의 개시를 법
적으로 강제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현재는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공정위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설립 신고 또

는 등록하도록 하는 절차가 부재한 상황이며, 지자체는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전국 단
위로 구성된 조직이라는 이유로 등록 요청 등을 거부하고 있어 회원 수 등을 공식적
으로 검증할 방안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195)
또한 가맹사업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가맹본부가 ‘성실하게 협의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
면서도 협의의 성실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지 않으며, 성실 협의 의무 위반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동 규정이 선언적 규정
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있음

195)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자료, 2015. 11. 11., 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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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선방안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요청권 행사시 가맹사업법 제14조의2에 따른 요건196)을 충족시키
는지 여부를 원활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사업자단체 설립 시에 공공기관 등에 기본적인 사항
을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197)
◦ 가맹사업법의 소관 기관인 공정위가 사업자단체의 신고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

해 볼 수 있으나,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공정위 가맹거래과에서 신고 업무까지 관
리하도록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여겨짐
◦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면서, 다수의 가맹본

부가 소재한 일부 지자체에 신고업무를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음
◦ 기존에 공정위가 전담하던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의 경우도 최근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내에 소재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전
체의 68% 차지)의 등록･관리 업무를 각 지자체가 직접 담당하도록 그 권한이 일부
위임된 바 있음
또한 현행법상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을 받은 가맹본부가 이를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협의를 지연시키는 등 불성실하게 임하는 경우 법 제14조의2제3항상 ‘성실 협의 의무’를 위
반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법령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고시에 명시하고 이를 제재(시
정조치･과징금 부과 등)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볼 수 있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의 경우 원사업자는 중소기업 협

동조합으로부터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하며(제16
조의2제7항), 이를 위반할 시 시정조치･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됨

196)

복수의 영업표지(가맹 브랜드)를 보유한 가맹본부와 계약 중인 가맹점사업자는 그 중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다른
가맹점사업자들과 사업자단체를 결성한 경우에 한해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음(제14조의2제2항) 또한,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와 우선 협의권을 가짐
(동조 제3항)

197)

이하의 내용은 편의상 이미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가맹사업법을 중심으로 기술하였지만, 대리점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
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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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는 「원재료 가격 변동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가이드라인」을 제정

(2014. 1. 1. 시행)하여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 또는 게을리 했
는지’ 여부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 기준과 일부 예시를 제시하고 있음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강지원 ☎: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02-6788-4787
기업거래정책국 가맹거래과
044-200-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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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저해 여부 판단을 위한 「기업결합 심사기준」 보완
1

현황 및 문제점
2019년 2월 개정된 현행 「기업결합 심사기준」198)(이하 “심사기준”)은, 혁신 여부가 경쟁의
핵심동력이 되는 ICT, 제약 등 신산업 분야의 경쟁양상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혁
신시장’ 개념을 도입하고, 그러한 시장에서 시장집중도를 산정하고 경쟁제한효과를 평가할
기준과 고려요소를 추가하였음
◦ 개정 전 심사기준은 완제품을 판매하는 시장을 기준으로 하여 경쟁제한성을 판단하

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신산업 분야에서는 제품 출시 전 단계에서 시장 형성을 목
표로 한 연구･개발(R&D) 경쟁 등 기존의 제조･판매 시장과는 다른 양상의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완제품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전제로 한 종전의 심사 방식으로는 이러한 R&D 활

동이 경쟁의 일부로 인식되지 못하거나 과소평가 될 우려가 있었음
이에 따라 현행 심사기준(V.1.다.)은, 현 시점에서 시장에 출시된 완제품 시장에서 경쟁관계
에 있지 않더라도 동일한 성능･효능을 가진 제품을 출시하기 위한 R&D 활동에서 잠재적 경
쟁을 벌이고 있는 경우, ‘혁신시장’199)을 별도의 시장으로 구분하거나 연구･개발･제조･판매
를 통합하여 경쟁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특히 혁신시장에서는 아직 시장에 제품이 출시되기 이전이어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시장점유율 등의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R&D 지출 규모, 혁신활동에
특화된 자산･역량의 규모, 해당 분야 특허 출원 및 피인용 횟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
집중도를 파악하도록 규정함
또한 공정위는 혁신경쟁의 저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결합 당사회사가 중요한 혁신사업자
인지 여부, ▲기업결합 전 취득회사와 피취득회사 간 혁신활동의 근접･유사성, ▲당해 결합
후 혁신경쟁에 참여 가능한 사업자 수 등을 고려해야 함(심사기준 VI.2.라.)
19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9-1호, 2019. 2. 27. 개정

199)

‘혁신시장’은 “산업 특성상 연구･개발이 필수적이거나 지속적인 혁신경쟁이 이루어지고 결합 당사회사 중 하나 이상이
그 경쟁에서 중요한 사업자인 경우” 획정될 수 있으며, 그 획정 범위는 “근접한 혁신활동 분야”로 정해짐(심사기준 V.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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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행 심사기준은 여전히 ▲혁신시장의 획정방식, ▲결합 당사회사의 혁신유인 저해
판단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아 신산업 분야에서 기업결합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부족함
◦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군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식별될 수 있는 전통적인 상품시장

과 달리, 시장출시 이전의 초기 R&D 활동을 근거로 장래 혁신이 저해될 가능성을 예
측하는 것은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타당성을 갖춘 판단기준이 적시될 필요가 있음

2

개선방안
현행 심사기준은 경쟁관계에 있는 R&D 활동을 포괄하는 혁신시장의 획정기준과 방법에 대
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향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일반적인 상품시장의 경우 가격 인상에 따른 구매자들의 수요대체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추가적인 요소들을 고려해 경쟁관계를 파악하게 되며, 심사기준은 그러한 시장
획정시의 고려요소와 방법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 상용화된 제품이 존재하지 않는 R&D 단계에서는 통상적인 상품시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시장획정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혁신시장을 획정하기 위한
방법론을 심사기준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또한, 심사기준은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시 결합 당사회사가 R&D 등 혁신활동을 감소시킬
능력과 유인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혁신활동 ‘유인’의 증감
여부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추후 그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결합 당사회사가 “중요한 혁신사업자인지 여부”, “경쟁사업자와의 혁신역량 격차” 등

심사기준에 열거된 고려요소들은 결합 당사회사가 혁신활동을 감소시킬 ‘유인’보다는
‘능력’과 관련된 요소들이므로, 혁신유인의 저해와 관련된 요소들이 추가되어야 할 것임
◦ 취득회사와 피취득회사가 중첩된 R&D 활동에 대한 투자를 중단･지연할 유인이 어

느 정도인지, 그로 인해 혁신적인 신상품이 개발될 가능성이 감소될 우려나 오히려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절감함에 따라 오히려 효율성이 증대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의
고려요소를 심사기준에 추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강지원 ☎: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02-6788-4787
경쟁정책국 기업결합과
044-200-4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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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의 소비자 보호
1

현황 및 문제점
크라우드펀딩이란 군중 또는 집단을 뜻하는 크라우드(crowd)와 자금제공을 뜻하는 펀딩
(funding)이 합쳐진 용어로, 자금수요자가 인터넷 등에서 자금모집을 중개하는 자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소액의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함
◦ 크라우드펀딩은 크게 비투자형인 기부형, 보상형과 투자형인 대출형, 증권형으로 구분됨
크라우드펀딩의 유형 분류
구분

비투자형

투자형

자금조달 방식 및 반대급부

투자동기

기부형

순수 기부

공익, 예술인 후원 등

보상형

자금 지원행위에 대한 비 금전적 보상

리워드에 대한 기대

대출형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펀딩업자의 인터넷 플랫폼을 통한
당사자간 소비대차

증권형

지분투자

금전적 이익 창출
투자 이익/ 창업 지원

자료 : 박혜진･공경신(2019), 천창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시장현황과 규제 개선방향」, 국회입법조사처 전문가간담회
발표자료, 2020. 5. 재정리

현재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이 제정된 상태이나, 비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자발적 후원의 성격이 강하여 별도의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
◦ 투자형 중 증권형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출형에 대해서는 2020년 8월부터 「온라인투자
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한 규율이 이루어질 예정임
◦ 비투자형중 순수한 기부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보상형의 경우에는 자금공급자 및 펀딩 플랫폼과 소비자간 인식의 차이로 인해 소비
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임
- 소비자들은 펀딩의 대가로서 보상을 기대하는 반면 자금공급자 및 펀딩 플랫폼은

소비자에게 반드시 보상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하므로 소비자의 기대와 달리
보상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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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선방안
펀딩 플랫폼 사업자는 약관 및 펀딩 플랫폼 화면을 통해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의 법적 성격 및
투자위험을 명확히 밝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에서 보상은 펀딩의 반대급부가 아님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펀

딩이 이루어지더라도 원하는 물품을 보상으로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할 필요가 있음
또한 펀딩 플랫폼 사업자는 프로젝트를 게시하는 자금 수요자의 사업 계획에 실체가 있는지,
물품을 제작할 기술이나 역량이 있는지 등을 사업계획서를 통해 면밀히 검토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이 투자로 인정될 경우에도 자금수요자가 물품을 실제로 제작

할 의도가 없이 단순히 자금을 수취할 의도로 허위 펀딩 프로젝트를 게시할 경우 소
비자는 불측의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사업자는 펀딩 프로젝트 게시 전에 적어도 해
당 프로젝트의 실재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재 크라우드펀딩 시장은 성장 단계로, 엄격한 규제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나 비투자형 크
라우드펀딩과 관련한 분쟁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보호 및 불공정 약관에 대하여
당국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200)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조영은 ☎: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

200)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02-6788-4583
전자거래과
044-200-4471

중앙시사매거진, 「신오픈마켓으로 진화한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수요 예측, 테스트베드 역할에 대기업도 눈독」, 2020. 2. 10.

135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갑을관계의 공동행위에 관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적용
1

현황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사실을 신고한 자와 담합행위 합의입증과 관련된 증거
를 공정위에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감
경･면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고발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법 제22조의2제1항)

공정거래법 제22조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1조(是正措置)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제
22조(課徵金)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제71조(고발)에 따른 고발을 면제할 수
있다.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
2.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은 자진신고 또는 조사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 또는 협조
의 순서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의 혜택에 차이를 두고 있음
◦ 최초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 모두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

하여, 두 번째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의 50%만을 감경하고 시정조치는 임의
적으로 감경하고 있음
◦ 조사협조자에 대해서는 최초의 협조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은 면제하되 시정조치는

감경 또는 면제하고 있으며, 두 번째 조사협조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의 50%를 감경
하고 시정조치는 임의적으로 감경하도록 하고 있음
자진신고자 등 감면기준･정도
구분
조사개시
이전
조사개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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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시정조치

최초 자진신고자

필수적 면제

필수적 면제

두 번째 자진신고자

필수적 50% 감경

임의적 감경

최초 조사협조자

필수적 면제

필수적 감경･면제

두 번째 조사협조자

필수적 50% 감경

임의적 감경

정무위원회

2

문제점
담합은 대부분 은밀한 공모를 통해 이루어지는 속성이 있고, 합의서 등 문서를 남기지 않는
등 그 담합을 위한 합의의 방법도 더욱 지능화되고 있는 점에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담합
을 위한 합의의 정황을 찾아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하는 규제기관에게 담합 적발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의 하나로서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담합행위의 형성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장기간 담합을 반복해 온 사업자가 가장 먼
저 자진신고를 하여 처벌을 면제받게 되는 경우, 담합을 주도한 사업자로 인해 담합에 참여하
게 된 사업자에게만 제재를 가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음
◦ 참고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5호는 자진신고자 감면요건에 해당하더

라도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담합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경우(강요자)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담합에 소극적으로 참여한 자보다 담합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자가 위법성이 더 크다는 점에
대한 고려 없이 먼저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징금 등의 제재를 감면하
도록 하는 것은 담합에 참여한 기업들 간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음

3

개선방안
담합행위 강요자에게 자진신고로 인한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처럼, 담합행위
를 주도한 사업자와 담합행위에 참여한 사업자간 감면혜택에 관한 차별화를 둘 필요가 있음
우선 사업자가 담합행위의 실행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에 따라
‘주도자’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주도’라는 개념에 관한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는 경우, 공정위가 특정 사업

자의 담합 주도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진신고를 하는 사
업자의 입장에서는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담합행위를 주도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첫 번째로 자진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필수적
면제를 받지 못하도록 그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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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담합행위 주도자를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대상에서 완전 배제하는 경우, 본

제도로 인한 담합행위 적발의 효과를 감소시킬 우려도 고려해야 함
따라서 담합행위의 적발 효과를 유지하면서 담합행위에 참여한 사업자간 형평성을 고려해 보
았을 때, 담합행위를 주도한 사업자가 첫 번째로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과징금 일부를 감면해
주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최은진 ☎: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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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02-6788-4586
카르텔총괄과
044-200-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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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 확대
1

현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20조(통신판매중개
자의 의무와 책임)제1항은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통신판매업자)가 아
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미리 고지하도록 하
고 있음
◦ “통신판매중개”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함)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함
-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신의 명의로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수단을 제공하거

나 그 광고수단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나 청약
의 접수 등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함
또한 동법 제20조의2(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제1항은 통신판매중개
자는 동법 제20조제1항의 고지(통신판매중개자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
의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
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 “통신판매업자”란 통신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

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함

2

문제점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통신판매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기만
하면 통신판매업자에게 고의･과실이 있더라도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 손해에 대
하여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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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플랫폼 역할을 하는 통신판매중개자들이 입점 공간만을 제공하던 과거와는 달리, 시장
에서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거래에도 관여하는 형태가 증가하고 있는 바, 통신판매중개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3

개선방안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中华人民共和国電子商務法)」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
영자에게 플랫폼 내 경영자가 판매하는 상품 및 서비스가 인체･재산의 안전보장 요구에 부합
하지 않거나 기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음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할 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플랫폼 내 경영자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201)
우리나라 전자상거래법에도 통신판매중개자에게도 자신이 통신판매중개자라는 사실을 고지
하는 것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통신판매에서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위해가 발생
하는 경우 법적 책임 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그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다만, 일정규모 이상의 통신판매중개자에게만 법적 의무와 책임을 부여할 것인지,

전체 통신판매중개자에게만 법적 의무와 책임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시장경쟁에
미칠 영향, 사업자의 법적 예측가능성, 행정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
야 할 것임
◦ 통신판매중개자의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일정한 요건은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위해의 시정에 협력할 적극적인 조치와 불법적인 행
위나 정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자가 실제로 알지 못한 정황 등 소극적인 조치를
포함하는 내용이어야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고민해보아야 할 사항임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최은진 ☎: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

201)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02-6788-4586
전자거래과
044-200-4471

최은진, 「중국 전자상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이슈와논점』, 국회입법조사처,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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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확대
1

현황
전자상거래법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제1항은 통신판매업자가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포함),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
넷도메인이름 등에 관한 사항을 공정위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전자상거래법은 별도로 판매가 가능한 업종･업태나 품목 등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
나, 일부 개별 법령에서는 특정 품목 판매 자격에 제한을 두거나 전자상거래에 의한 판매를
금지하는 대상을 정하고 있음
사이버몰 등을 통한 판매 금지･제한 대상
구분

대상

비고

담배(담배사업법 제12조제4항)
마약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
의약품(약사법 제44조 및 제50조제1항)
판매금지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에
의한 판매금지

도수 있는 안경, 콘텍트렌즈(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
안전인증 표시 없는 전기용품 또는 공산품(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7조 등)
음란물(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상표권 침해 물품(상표법 제107조, 제108조)

관계법령상 판매금지

저작권 침해 물품(저작권법 제123조, 제124조)
주류(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승인 대상

총포･도검･화약류･ 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총포･ 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6조, 제8조, 제8조의2)

허가 대상

유해화학물질(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 제28조)

등록 또는 허가 대상

건강기능식품(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신고 대상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17조제1항)

신고 대상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청소년보호법 제16조, 제28조)

청소년에게 판매금지

판매제한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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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점
최근 SNS 인플루언서들은 개인계정을 이용하여 마켓을 열거나 직접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
하여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품목을 판매하고 있음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가 판매제한 대상인 품목의 통신판매를 위해서는 개별 법령에
별도로 정하고 있는 신고･승인･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나, 통신판매업자가
개별 법령에 따라 관련 제품의 판매자격을 갖추었는지 표시하는 의무규정이 없어, 관련부서 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업자가 판매자격이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지 여부 등을 관리하기 어려
우며 소비자는 판매자격이 없는 사업자로부터 상품 등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는 등의 문제가 있음

3

개선방안
통신판매업자에게 개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판매자격을 갖추었는지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관
련부서 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판매자격이 없는 통신판매업자가 상품 등을 판매하지 못하도
록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소비자가 판매자격 없는 통신판매업자의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발
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음
현행 전자상거래법 제13조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에 통신판매업자의 판매자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함
◦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그 표시･광고에 대한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
호･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업자의 신고번호･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의 통신
판매업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제13조제1항)
통신판매업자의 정보를 표시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그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표시되어야 할 것임
◦ 중국은 전자상거래 경영자에게 해당 홈페이지 첫 화면에 시장주체등기의 정보(사업

자정보), 경영허가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시하거나 상술한 정보의 링크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법 제15조)202)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최은진 ☎: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
202)

최은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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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계약해지 절차요건의 강화
1

현황
현행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은 대리점거래에서 대리점 본사(이
하 “공급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급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과 각
종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음
◦ 대리점법은 사회적으로 공급업자의 “갑질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다뤄지게 되면서,

대리점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불공정거래행위 세부유형을 규정함으로써 사
업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대리점법은 아래와 같은 공금업자의 행위금지 유형을 정하여 공급업자가 사실상 계약을 해지
하는 것을 제한하여 대리점주를 보호하고 있음
◦ 대리점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를 하겠

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대리점에 공급업자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목
표 달성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함(법 시행령 제5조)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이나 대리점과 약정한 영업지원을 중단하

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함(법 시행령 제6조제4호)
대리점법 시행령 제5조(판매목표 강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1호 및 제2호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겠다는 의사
를 표시함으로써 대리점에 공급업자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목표 달성을 강제하는 행위로 한다.
1. 대리점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
대리점법 시행령 제6조(불이익 제공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4호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4.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이나 대리점과 약정한 영업지원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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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점
위와 같이 대리점법은 공급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계약해지를 제한하
는 사유와 관련한 내용은 일부 규정하고 있으나, 해지 절차와 관련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는 문제가 있음

3

개선방안
공급업자가 대리점주의 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시정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계약기간 중 사전
에 고지 없이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하는 경우, 대리점주는 잔여 계약기간 동안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박탈･계약 해지 이후 대체거래선의 즉각적인 확보의 어려움 등 갑작스럽게 예
측불가능한 손실을 입게 되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리점법에 계약해지와 관련한 절차적 규
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갑을관계로 인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
된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계약해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뿐만 아니라, 계약 해지 절차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어 가맹본부가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하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계약을 해
지하겠다는 의사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음
◦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

하고자 할 경우,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 동안 2회 이상 해당 사실을 통지하는 등 가
맹점사업자에게 소정의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를 무효로 하고 있음(법 제14조)
대리점법에 공급업자가 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 일정 기간 이상의 유예기
간, 계약위반의 사실 등을 적시한 서면통지 등과 같은 계약 해지 절차적 규정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20대 국회에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었으나 모두 임기만료 폐

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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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대리점법 계약해지 절차요건 관련 개정법률안
내용

전재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23709)

공급업자의 계약 해지시 대리점에 대한 사전 서면통지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신설
- 공급업자가 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2개월 이상의 유
예기간을 두고 계약해지의 사유(통지에 구체적으로 기재)가 해소되지 아니하면 계
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절차 위반시 계
약 해지 무효

우원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16358)

대리점에 대한 부당한 계약해지를 막기 위하여, 공급업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
우 대리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위반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
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의 해지를 무효로 하고 위반
시 형벌 부과

추혜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18305)

대리점에 대한 부당한 계약해지를 막기 위하여, 공급업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
우 대리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위반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
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은 해지 무효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최은진 ☎:
공정거래위원회
관련부처
☎: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02-6788-4586
대리점거래과
044-200-4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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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감염병 관련 실효성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마련
1

현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정위의 고시로서, 「소비자기본법」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하여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
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권고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일 뿐, 그 자체로서 당사자 간 법률관계의
약정 또는 법률에 해당하지 않음
◦ 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약관이 별도로 있을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우선

적으로 적용이 됨
다만, 약관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 등 소비자와 사업자간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이 그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음
2020년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2020. 1. 20.부터 2020. 4.
1.까지 국외여행, 항공여객 운송서비스 등 주요 8개 품목203)의 소비자상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00%(17,393건) 증가하여 총 23,191건이 접수되었음204)
◦ 소비자상담이 급증한 데는 주로 코로나19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위약금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203)

국외여행, 항공여객운송서비스, 음식서비스, 예식서비스, 숙박시설,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국내여행, 관람･감상

204)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 2020. 4. 1. 오전 9시 조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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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점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대부분 위약금 문제와 관련하여 △ 사업자가 귀책사유를 가지는 경
우, △ 소비자가 귀책사유를 가지는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등으로 나누고 있어,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이 발생하는 경우의 계약해제･해지로 인한 위약금 기준이 없음
◦ 일반적인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해석과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별도로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숙박업 분야에서 기후변화 또는 천
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
일･지진해일･태풍･화산주의보･경보(지진포함)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코로나19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볼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아직까지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205)
다만, 공연업 업종에 한하여 ‘전염병, 전염성 독감 등과 같은 사유로 공연을 관람하지 못한 경
우’는 그 취소의 위약금에 관한 해결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또한 전염병 확산의 예방으
로 인한 관람 취소까지 포함하는지 그 해석이 명확하지 않음
현재 공정위는 코로나19와 관련한 계약해제 및 해지, 그리고 위약금 문제가 다수 제기되고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사업자단체 등과 협의를 하여 그 분쟁해결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한국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으나206), 공정위와 사업자단체 등의 협의의 내용은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개별업체의 정책과는 다를 수 있음

3

개선방안
장기적인 관점에서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pandemic)207) 수준의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급증하는 위약금 문제와 관련하여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
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205)

황의관, 「코로나19 관련 정부조치 및 법제 동향」, 『소비자정책동향』, 한국소비자원, 2020.

206)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코로나19로 인한 국외여행 분야 주요 피해유형별 해결방안 」･「코로나19로 인한 돌잔치･예식
업 분야 주요 피해유형별 해결방안」･「코로나19로 인한 헬스장･휘트니스센터 분야 주요 피해유형별 해결방안」 등,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6088>

207)

세계보건기구가 선포하는 감염병 최고 경고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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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감염병의 영향을 크게 미치는 여행업･숙박업･예식업 등 업종을 선별하여 대규모 감염
병으로 인한 별도의 계약 해제･해지 사유의 항목과 그 해결기준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보
아야 함
◦ 이러한 해제･해지 사유로는 감염병 확산 수준의 정도, 정부의 명령･권고 수준의 정

도까지 고려하여 그 기준을 두어야 할 것임
◦ 또한 해결기준과 관련하여 위약금 비율(면제･감경)을 제시할 것인지, 계약의 해제･

해지 없이 일정 기간 동안 위약금 없이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자에게 일정
수준의 대체적 방안을 제시하도록 해야 할 것인지도 신중하게 고려해보아야 할 것임
대규모 감염병으로 인한 별도의 해결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
준」의 모든 항목에 ‘정부의 명령으로 계약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를 추가하
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국내여행, 국외여행의 분쟁유형에 한하여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을 환급하는 해결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최 은 진 ☎ : 02-6788-4586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 : 044-200-4414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 : 043-880-5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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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의 활성화 개선방안
1

현황
하도급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정위에게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법 제22조의2)
◦ 공정위는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

내용, 조사방법 및 조사절차, 조사결과 공표범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또한 공정위는 조사대상자에게 하도급거래 실태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

구할 수 있음
이에 공정위는 매년 제조･용역･건설업을 영위하는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주요 행위 유형별 거래실태에 관한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있음

2

문제점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의 조사대상 업체와 조사항목이 달라져 일관
된 분석과 비교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 「2019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는 ①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정도, ② 기술자료 요구･

유용 실태, ③ 납품단가 인하･조정 실태, ④ 하도급대금 지급 현황, 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현황, ⑥ 전속거래, ⑦ PB상품 거래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짐
◦ 「2018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는 ① 대기업의 전속거래 실태, ② 대형유통업체의

PB상품 거래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짐
◦ 「2017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는 ① 기술 자료 제공 요구, ② 제3자에 대한 공개 여

부, ③ 경영 간섭, ④ 서면 미교부, ⑤ 대금 미지급, ⑥ 대금 미보증, ⑦ 특약 설정을 대상
으로 조사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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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방안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대상 업체의 선정기준을 정하고 이를 공표할 필요가
있으며 일관된 분석과 비교가 용이하도록 매해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하는 대표적 유형별 항목
을 정하여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매 해 이슈가 되는 고정조사 항목 외의 하도급거래 행위유형에 관하여는 별도

의 항목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최은진 ☎: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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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02-6788-4586
제조하도급개선과
044-200-4599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
044-200-4611

정무위원회

동일인 지정 판단기준 명확화
1

현황
공정위는 매년 5월 1일(부득이한 경우에는 5월 15일)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하면서 동일
인, 기업집단의 소속회사 수, 자산총액을 함께 발표하고 있음
◦ 공시대상기업집단은 매출액 및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말함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은 법률에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자
연인･법인 등 누구라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공정거래법과 시행령의 기업집단의 정
의 규정에서 간접적으로 나타나 있음(법 제2조제2호, 시행령 제3조)
◦ 일반적으로 동일인이 자연인인 경우에 그 기업집단의 소위 ‘총수’를 의미하며, 동일

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최고 정점에 있는 회사를 의미함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외부에 공인되며, 공정거래법
이 규정하고 있는 동일인과 동일인관련자의 범위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 기업집단의 범위가 확정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음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
법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
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3
조의2, 제17조의5, 제17조의8 및 제18조에서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
다출자자인 회사
가.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이하 “친족”이라 한다)
나.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총출연금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연한 경우로서
최다출연자가 되거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법인격이 없
는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
을 행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151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 또한 공정거래법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게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및 신고 의

무,208)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제23조의2)를 적용하고 있으며,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209)에게는 그 외에 상호출자 금지(제9조), 순환출자 금지(제9의2조), 채무보증
금지(제10의2조),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제11조) 등을 추가로 적용하고 있음

2

문제점
최근 기업집단 동일인이 3대, 4대로 세습됨에 따라 최초 기업집단의 성격도 변화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집단에서 동일인의 지분율 희석 현상210)･가족 간 경영권 분쟁 등으로 누구를 동
일인으로 지정해야 하는가에 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음211)
또한 최근에는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음
기업집단별 총수유무 현황212)
총수 있는 집단 (55개)

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엘지, 롯데, 한화, 지에스,
현대중공업, 신세계, 씨제이, 한진, 두산, 엘에스, 부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림, 미래에셋, 금호아시아나, 현대백화점, 카카오,
한국투자금융, 교보생명보험, 효성, 하림, 영풍,
에이치디씨, 케이씨씨, 코오롱

공시대상기업집단

오씨아이, 이랜드, 태영, SM, DB, 세아, 네이버, 넥슨,
한국타이어, 호반건설, 셀트리온, 중흥건설, 넷마블,
아모레퍼시픽, 태광, 동원, 한라, 삼천리, 장금상선,
IMM인베스트먼트, 동국제강, 다우키움, 금호석유화학,
애경, 하이트진로, 유진, KG, 삼양

총수 없는 집단 (9개)
포스코, 농협, 케이티,
에쓰-오일, 대우조선해양,
케이티앤지, 대우건설

에이치엠엠, 한국지엠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2020)

208)

대규모내부거래공시･비상장회사 중요사항공시･기업집단현황공시(제11조의2~4) 및 주식소유현황신고(제13조)

209)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매출액 및 자산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말함

210)

기업집단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상속세 문제로 대주주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211)

서정, 「경제력집중 시책과 사익편취 토론문」, 현 정부 공정거래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공정
거래위원회 공동세미나, 2019

212)

공정위, 「2020년도 공시 대상 기업집단 64곳 지정」 보도자료, 2020.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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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방안
공정거래법에 동일인의 정의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여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이란 ‘사실상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자 또는 법인’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 하는 것 등 동일인 지정의 판단을 위한 예시 또는 상세기준을
제시하여 기업집단에게 누가 동일인으로 지정될 것인가에 관하여 예측가능성을 줄 필요성이
있을 것임
◦ 동일인 지정 기준으로 동일인의 지분율과 지배력 요건 외에도 기업집단에서 조직운

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전략적 판단을 하는 자, 그러한 추진결정을 책임지는 자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세부적인 기준이 제시되는 방안을 검토해보아야 함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최은진 ☎: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02-6788-4586
기업집단정책과
044-200-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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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제도
1

현황 및 문제점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處分) 또는 부작위(不作爲)에 대하여 그 위법･부당 여부를 행정 내
부에서 심판하는 행정쟁송절차임213)
◦ 이는 행정 내부에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시정하고, 전문성을 활용하여 간이･신

속하게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한편, 사법기능을 보완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
이는 「헌법」 및 「행정심판법」에 그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특히 헌법은 행정심판이 재판의
전심절차(前審節次)로서 사법절차가 준용(準用)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214)
◦ 헌법재판소는 사법절차 ‘준용’의 의미에 대해, 판단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 대심적

심리구조,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을 강조하고 있음215)
반면 대법원은 「행정심판법」 제49조제1항을 근거로,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의 청구에 대한 인
용재결이 내려지는 경우, 처분청은 불복할 수 없다고 보고 있음216)
213)

「행정심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不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214)

헌법 제107조 ①, ② (생략)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
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215)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사법절차가 “준용”될 것만을 요구하고 있으나 판단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 대심적 심리구조, 당
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 등의 면에서 사법절차의 본질적 요소를 현저히 결여하고 있다면 “준용”의 요청에마저 위반된다
고 하지 않을 수 없다.”(헌재 2000. 6. 1. 98헌바8, 판례집 12-1, 590, 601-602)

216)

「행정심판법」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 ①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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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처분청의 불복을 인정할 경우 행정내부의 자율적 통제와 맞지 않고 국민의 신

속한 권리구제가 지연됨을 이유로 함217)
처분청의 불복을 불허하면 인용재결의 경우 행정심판이 실질적으로 종심절차(終審節次)로
기능하게 됨
◦ 이는 행정심판이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사법절차가 준용될 것을 요구하는 헌법 제107

조제3항에 위반할 소지가 있음
처분･부작위의 적법･타당 여부에 대한 최종판단을 행정심판에 맡기는 것은 법치행정 원리와
충돌하는 측면이 있음
◦ 분쟁이 있는 경우 적법･타당한 판단을 위해서는 중립적인 판단기관이 대립하는 양

당사자의 의견을 공평하게 듣고 판단을 내릴 것이 요구됨
◦ 행정심판은 간이･신속성이 강조되고, 행정소송에 비해 판단기관의 독립성과 공정

성,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에 한계가 있음
◦ 행정심판 제도의 한계상 행정심판위원회가 사실오인･법리오해로 인하여 적법･타당

한 처분등에 대해 위법･부당한 인용재결을 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법원의 태도에 따
르면 이를 교정할 수단이 없음
◦ 재결청 제도218)가 폐지(2008. 2. 29.)되고 심판기관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행정심판법이 개정되어, 행정의 자기통제를 들어 처분청의 불복을 불허하는 것은 그
의미가 상당 부분 퇴색되었음
구체적 사건에서 문제된 처분 또는 부작위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한 것일 경우, 행
정심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지방자치법」은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구분하면서 자치사무에 대하여는 위법성 통

제만 허용하고 있으나219), 「행정심판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 위법뿐 아니라
217)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누15432 판결

218)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의결한 사건을 처분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 등이 재결청이 되어 재결하던 제도.

219)

「지방자치법」 제169조(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
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
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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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을 이유로 하는 통제 또한 허용되고,220) 법원의 태도에 따르면 불복방법 또한
봉쇄되어 있어, 부당을 이유로 자치사무를 최종적으로 통제하는 결과가 됨

2

개선방안
법치주의 원칙상 위법한 행정작용을 통제할 수단이 마련되어야 하므로, 자치사무와 관련한
처분에 관한 재결, 재결 절차 또는 내용 자체에 위법이 있음이 명백한 재결 등의 경우, 처분청
의 불복가능성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불복이 가능한 범위, 불복사건 담당 기관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이재영 ☎:
관련부처 국민권익위원회
☎:

220)

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팀
02-6788-4545
행정심판국
044-200-7817

「행정심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不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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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보훈단체 수익사업 관리감독
1

현황 및 문제점
보훈단체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단체법’) 등에 따라 단
체 운영 및 회원의 복지 등을 위해 수입사업을 운영할 수 있음
◦ 2015년 국가유공자단체법이 개정됨에 따라 모든 보훈단체는 회원의 복지와 자활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상이를 입은 사람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221)는 국가
및 지자체 등과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되었음
- 2019년 말 기준 14개 보훈단체가 설립되어 있고 이 중 수익사업 승인을 받은 보훈

단체는 7개이며, 6개 보훈단체(광복회 제외)가 운영하는 94개 사업소의 총 수익사
업 매출액은 3,000억 원 이상임(고유목적사업 전입금222) 162억 원 규모)
한편, 국정감사 및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일부 보훈단체의 수의계약 권한을 남용한 명의 대여
등의 불법적 수익사업 운용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음223)
◦ 이에 국가보훈처는 보훈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8년 ‘국가보훈처 위법･부당

행위 재발방지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을 운영한 바 있음
◦ 또한, 2019년에는 관련법 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강도 높은 보훈단체 수익사

업 투명성 제고 방안이 제시된 바 있음
221)

부상자 단체 : 상이군경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4.19민주혁명회

222)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 중 보훈단체가 회원복지, 단체 운영 등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

223)

하어영, 「상이군경회 수익사업 절반이 불법」, 『한겨레』, 2019년 5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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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국가보훈처는 관련법에 따라 수익사업 승인 제도를 운영하면서 승인 취소, 벌

칙, 과태료 등의 사후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법제도적 근거가 미흡하여 관리감독
권 행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관리감독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부제출 국가유공자단체법개정안은 20대국회에서 폐기됨

2

개선방안
국가보훈처의 관리감독권 및 회계처리 투명성 강화 필요
◦ 보훈단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명의대여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재량행위로 규정되

어 있는 사업 승인 취소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재무재표, 회계감사보고서 등 수익사업 관련 주요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명

확하고 일관된 회계처리를 위해 재무회계기준을 마련하여 회계처리 투명성을 제고
할 필요가 있음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이 송 림 ☎ : 02-6788-3842
관련부처 국가보훈처 복지증진국 보훈의료과
☎ : 044-202-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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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제도
1

현황 및 문제점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을 위해 의료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대상에 따라 지원 방식
을 달리하여 운용하고 있음
◦ ①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의 경우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되 국비진료를 적용하고,
② 그 밖의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등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보훈병원
에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감면진료를 적용하고 있음
- 또한, 감면진료 대상자 중 75세 이상으로서 무공수훈자나 재일학도의용군 등22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훈병원 외에도 위탁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한편, 위탁병원 진료제도는 고령･장애 또는 원거리 등으로 인해 보훈병원225) 진료가 어려운
보훈대상자가 보다 편리하게 근거리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의료기관을 위탁병원
으로 지정･운영하는 제도임(2019년 기준, 321개)
◦ 그러나 감면진료 대상자 중 75세 미만인 경우에는 근거리의 위탁병원이 아닌 전국

적으로 6개인 보훈병원만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어 접근에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하
고 있는 실정임
◦ 아울러 보훈대상자 고령화로 인해 의료지원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현행 75세 이상

연령 기준으로는 실제 의료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포괄할 수 없게 되어 제도의 실
효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음
- 2018년 기준, 국가보훈대상자의 연령 분포는 70세 이상이 64.2%, 60대가 20.5%,

로, 60대 이상 고령자가 전체 국가보훈대상자의 84.7%를 차지하며, 평균연령도
2010년 이후 70세를 넘어서고 있음(2019년 기준 71세)226)
224)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1인, 6･25전몰자녀수당 받는 유족,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재일학도의용군인, 재해사망군
경 배우자, 재해부상군경이 사망 시 배우자

225)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인천

226)

「국가유공자 평균 연령 현황」, e-나라지표<http://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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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2

개선방안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 제도의 취지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령화로 인한
대상 집단의 특성변화에 대응하여 서비스 체계 변화가 동반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한 방안으로,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자의 연령 기준을 현행 75세 보다 하향하

여 의료지원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다수 보훈대상자의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위탁병원의 감면진료 확대를 위해서는 상당한 재정소요가 예상되므로 합리적

인 수준의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이 송 림 ☎ : 02-6788-3842
관련부처 국가보훈처 복지증진국 보훈의료과
☎ : 044-202-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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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2019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 정무위원회의 2019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피감기관의 처리건수는 437건으로
전년도의 399건에 비해 38건 증가하였음
 금융위원회의 처리건수는 171건에서 291건으로 증가하였음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리건수는 81건에서 108건으로 증가하였음
 국민권익위원회의 처리건수는 22건에서 7건으로 감소하였음
 국가보훈처의 처리건수는 30건에서 31건으로 증가하였음
상임위원회

정부부처

금융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피감기관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금융위원회

116

105

108

금융감독원

54

49

46

예금보험공사

24

9

10

한국자산관리공사

13

10

16

한국주택금융공사

23

17

19

신용보증기금

24

22

31

한국산업은행

28

21

27

중소기업은행

18

10

15

한국예탁결제원

15

11

8

한국해양보증보험

2

-

-

서민금융진흥원

-

12

11

공정거래위원회

66

69

91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

2

5

한국소비자원

9

10

12

-

36

22

7

국가보훈처

26

28

19

국가보훈복지의료공단

1

1

4

독립기념관

-

-

4

88관광개발(주)

-

1

4

계 (건수)

457

399

437

국정감사 연례적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2017-19년)
금융위원회
기관

2017년

2018년

2019년

금융위원회

보험사기 방지

보험업 관계자의 보험사기 행위는
보험사기 조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 사회적 파급력이 심각하고 보험산
하여 금융위의 보험사기 방지 및 제 업 전반의 신뢰저하로 이어질 수 있 보험산업 종사자의 보험사기 근절
재권한의 법령 명시 등의 방안을 검 는바, 보험사기를 주도･가담한 보 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험업 관계자에 대한 가중처벌 방안
토할 것
을 검토할 것

2

금융위원회

금융사의 점포
축소에 따른 대책

IT발달에 따라 비대면 영업이 활성
금융사의 점포축소에 따라 금융서
은행, 보험사의 점포 축소가 국민 화되면서 금융권 전체의 일자리가
비스 축소, 불완전 판매, 일자리 축
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점검하고 감소하고 있는바, 기존 종사자에
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안을 마련할 것
대한 재교육 등 새로운 일자리 이전
대책을 강구할 것
방안을 검토할 것

3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보험회계기준 보험사 자본확충여건 진단 및 제도
IFRS17 도입시기 연기검토 필요
(IFRS17)
의 연착륙방안 수립 필요

4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보험사기 관련 제재권한 법령명시 보험사기 가담 보험업관계자 가중 보험산업 종사자의 보험사기근절
필요
처벌방안 검토
대책 필요

5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실손의료보험

유병자 실손의료보험 판매활성화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한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제도 마련
방안 강구 필요
제도개선방안 마련

6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의료자문제도

의료자문의 공공성 및 객관성 제고 의료분쟁 매뉴얼 작성 등을 통한 소 의료자문제도에 대한 소비자보호
를 위한 개선방안 강구 필요
비자보호 방향 개선 필요
강화방안 마련 필요

7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치매보험

치매보험의 보상대상 확대방안 검 보장범위 확대, 리청구제도 개선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제도 지정 의
토 필요
등 치매보험 개선방안 마련 필요
무화 필요

8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자동차 대체부품

대체부품 이용활성화 위한 특약 도 자동차 대체부품 특약상품 활성화 자동차보험 대체부품 특약 관련 제
입방안 검토 필요
방안 마련 필요
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1

3년
연속

정책주제

9

금융위원회

공매도 투자자
피해 방지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적인 공매도
등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처벌 강화
공매도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방지를 방안을 마련할 것
위해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공매도로 인한 개인투자자 피해방
지 대책을 마련할 것

10

금융위원회

금융중심지별
차별화

금융중심지 육성 관련, 서울과 부
서울･부산 금융중심지별 구체적인
산의 역할론을 명확히 하고 새로운
특화전략을 마련할 것
상생발전전략 만들 것

금융위원회

대부업 대출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산정 관련

대부업체와 한국신용정보원이 전
산망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대부 대부업 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
업 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DSR)에 산정되지 않고 있으
(DSR) 산정에 반영되기 어려운 상 므로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
황이므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4차산업혁명
금융지원

4차산업혁명 파트너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중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자금
4차산업혁명 금융지원에 있어 지
지원목적을 위배한 기업에 대한 지원
원대상 범위･금액을 체계적으로 정
절차 및 타당성을 철저히 조사하고,
비할 것
부실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인해 국가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

P2P 대출 감독

P2P대출 상당부분이 부동산PF에
사용되고 있으나 투자자 보호를 위
P2P대출 관련, 투자금 불법사용
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등 금융사기 사건에 대한 대책을 마
있고, 감독체계도 마련되어 있지
련할 것
않으므로, P2P 대출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11
2년
연속

12

13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FRS17 도입 사행시기 조정 등 대
응방안 필요

14

2년
연속

기관

정책주제

2017년

2018년

2019년

금융위원회

초대형IB를 통한
생산적 금융

초대형IB가 단기어음발행을 통하
생산적 금융이 초대형IB를 통해서 여 조달한 자금이 혁신벤처기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할 것 대한 모험자본으로 투입될 수 있도
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5

금융위원회

보험설계사에 대한
갑질 방지

보험설게사에 대한 갑질 및 불공정
보험설계사에 대한 보험사의 불합 행위 근절을 위하여 표준위탁계약
리한 갑질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방 서 미사용 등을 금지행위로 보험업
안을 검토할 것
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할것

16

금융위원회

공매도 접근성
강화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제
방안을 마련할 것
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17

금융위원회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

시중은행들이 중금리 대출 시장 조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
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방안을
안을 마련할 것
강구할 것

18

금융위원회

동산금융 활성화

시중은행이 동산담보대출에 적극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
참여할 수 있도록 담보 사후관리 부
원할 수 있도록 기술금융의 실효성
담 완화, 담보권자의 법적 권리보
을 높이고, 동산금융을 활성화할
호 강화장치 마련, 추가적 인센티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브 제공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9

금융위원회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책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 자 신규대출 급감, 정책서민금융상
자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품 재원 부족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20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암보험

요양병원 비용 포함여부에 대한 보
암보험약관의 명확성 제고 등 개선
험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 명확화
방안 마련 추진 필요
행정지도 필요

21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과실산정기준 자보약관에 반영하 저과실 자동차사고시 쌍방과실 유도
는 등 객관적 규범화방안 마련 필요 개연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22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자회사 손해사정

자회사 사정업무 위탁 시 손해사정 보험사 자회사 자기손해사정 금지
개선방안 마련 필요
조항 개선 필요

23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즉시연금보험

소멸시효 완성으로 가입자가 피해 무해지 종신보험 해지환급금 안내
받지 않는 방안 마련 필요
강화 즉시 시행 필요

24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설계사

보험설계사에 대한 보험사의 불합 보험설계사에 대한 부당한 행위 근
리한 행위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
절을 위한 시행령 개정 필요

25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26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27

금융위원회

빅데이터 관리

빅데이터 활용 관련, 개인정보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관리를 위한
대책 필요

금융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 구축 관
련, 데이터 유출 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금융위원회

보증보험 활용

신보･기보가 보증하고 대위변제한
기업에 대해 구상권 행사를 위해 가
압류를 하는 경우, 현금공탁 대신 보
증보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
원과 협의하는 등 조치를 강구할 것

법원 등과 협의를 통해 신보, 기보,
주금공 등의 현행 현금공탁방식을
과거의 보증보험방식으로 재변경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9

금융위원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금융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

기업은행 내 장애인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규직
T/O 확대를 기재부 등과 적극 협
의할 것

30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독립보험대리점 일정규모 이상 보험대리점을 보험
(Genaral Agency) 약관 이해도 평가에 포함필요

보험업감독규정의 부작용 우려 충
분한 의견수렴 필요

31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28

국제보험회계기준 보험사 자본확충여건 진단 및 제도
IFRS17 도입시기 연기검토 필요
(IFRS17)
의 연착륙방안 수립 필요

2년
격년

삼성생명/
삼성화재

보험사기 관련 제재권한 법령명시 보험사기 가담 보험업관계자 가중
필요
처벌방안 검토

삼성생명/화재 보험금 지급 적절성
에 대한 금감원의 점검 필요

금감원 지급권고 시 삼성생명 수용
률이 가장 낮은바 대책마련 필요

공정거래위원회
기관

정책주제

1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로펌과의
유착관계 근절

대기업･로펌과 접촉시 기록 규정의 대기업이 특정 공정위 직원을 별도 외부인 접촉보고 누락 방지 및 면담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관리한다는 의혹에 대한 조치 마련 기록 작성 등 개선방안 마련

2

공정거래위원회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특수관계인 지분 하향 등 신 유형 내부거래에 대한 법 위반 예측가능 중견기업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대책 마련
성 제고방안 수립 필요
조사역량 강화

3

공정거래위원회

경제분석
역량 강화

비상임위원에 경제학 전문가 포함 법원 패소에 따른 과도한 과징금 환
경제분석 인력을 미국･EU 수준으
하고, 경제분석 연구 인력을 선진 급가산금 지급 방지를 위해 경제분
로 충원할 필요
석 역량을 강화할 필요
국 수준으로 강화 필요

4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법 위반행위로 발생한 부당이득을 조사협조에 따른 과징금 감면범위 부당이득 환수나 법 위반행위 억지
과징금 산정시 적극 반영하는 방안 축소 및 전반적인 기준 명확화 방안 력 제고 측면에서 부당지원행위 과
강구
징금 부과기준 개선
마련

5

공정거래위원회

인터넷 포털
업체의 규제 강화

포털사이트 검색결과에 자사의 모
네이버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포털시장의 명확한 시장획정 기준
바일 결제서비스만 노출시키는 행
및 불공정거래행위 의혹 조사 필요 마련 필요
위에 대한 조사 필요

6

한국공정거래
조정원

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

찾아가는 분쟁조정 서비스의 활성
전문인력 확충 및 조정절차의 효율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화 방안 강구
적 운영방안 강구

7

한국공정거래
조정원

조정성립률 제고

실질적 성과지표로서 조정성립률
조정성립률 제고 방안 마련
산출방안 마련

8

한국소비자원

항공서비스에서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항공사 마일리지의 양도･판매･상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 폐지,
항공기 연착 등 항공서비스 소비자
속, 소멸시효(10년) 관련 규제 정 보너스 좌석 차별 폐지 등 개선방안
피해 개선방안 마련
비방안 마련
검토

9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 확대

T-커머스 업체를 취급고 기준으로
입점 청약단계에서 대규모 유통업
하여 대규모유통업법 적용하는 방
법 적용 방안 검토
안 검토 필요

10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 제조업
분야의 하도급
대금 감액 문제

자동차 제조업 분야에서 수급사업
완성차 업계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자에 대한 과도한 원가절감(CR) 요
감액 조사 필요
구 조사 필요

11

공정거래위원회

12

공정거래위원회

국제카르텔 규제
실효성 강화

수입자동차 시장 등에서 국제카르 국제카르텔 사건의 공소 시효가 도
텔 발생 예방 필요
과하지 않도록 적기 처리방안 강구

13

공정거래위원회

입찰담합징후분석
시스템의 실효성
제고

송･수신 정보건수 불일치 등의 문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활용 활
제해결을 위한 전문성 있는 직원 배
성화 방안 수립 필요
치 필요

14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중개업자를 어린이 제품 거래당사자가 아니라는 고지의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안전 특별법상 각종 규제 적용 대상 이행만으로 면책되는 조항의 폐지
책임 강화
에 포함시키는 방안 검토
검토

15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에
따른 기업부담
가중 우려

전속고발권 폐지시 검찰의 과잉 집 경제･기업부담 가중을 고려하여 전
행, 기업경영 위축 우려 등에 대한 속고발권 폐지 논의시 신중한 검토
대책 마련
필요

16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조사

플랫폼사업자의 자사 앱 선탑재 등
글로벌 동영상 사이트의 자의적 광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
고제한 기준에 대한 조사 요망
요망

17

공정거래위원회

2･3차 협력사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여부 조사

자동차 제조 1차 협력사의 2･3차 하도급 실태조사시 2차 이하의 하
협력사에 대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도급 거래관계에 대해서도 적극적
결정에 대한 조사 요망
인 조사 필요

18

법 위반 사업자의
공정거래위원회 동반성장 우수기업
선정 제한

19

공정거래위원회

3년
연속

2년
연속

2017년

2018년

2019년

조정 참가 의무화 및 조정 성립시
인센티브 부여 방안 검토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국무 총리실 라돈침대 사태 등 소비자 위해에 대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소관으로 변경하고 위원을 다양화 해 긴급 소비자 정책위원회 개최 방
위상 강화
하는 방안 수립
안 강구

편의점 거리제한
자율규약의
경쟁제한성 검토

법 위반 사업자들이 동반성장 우수기 동반성장 우수기업의 하도급법 위
업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조치 검토
반시 선정결과 취소 방안 검토
편의점 간 거리제한 자율규약이 담
편의점 거리제한 규제 신설시 경쟁
합을 조장하는 측면이 없는지 검토
제한성 발생 여부 검토
필요

2년
연속

2년
격년

기관

정책주제

2017년

20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금 관련
규정의 법률 상향

시행령에 명시된 차액가맹금 관련
원가･마진 공개 관련 규정을 시행
규정은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내
령에서 법률로 상향
용이므로 법률로 상향

21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업체 폐업시
대체서비스
홍보 강화

상조업체 폐업시 이용 가능한 대체 상조회사 폐업시 타사 서비스 이용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홍보 강화방 가능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홍
안 강구
보 강화

22

공정거래위원회

조선업에서의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행위 조사

조선업에서 서면 미교부, 단가 미 조선사의 일방적인 작업별 능률 설
기재 등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정 등을 통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
감액 사례 조사
정 사례 조사

23

한국소비자원

고령 소비자 보호
강화

고령 소비자 대상 지역 홍보관이나
고령 소비자가 디지털 시대에적응
의료기기 체험관에 의한 소비자피
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 방안 마련
해 예방 대책 강구

24

한국소비자원

해외리콜 제품의
국내유통 차단

한국소비자원이 판매차단 조치한
해외리콜 제품의 국내유입 방지를
해외리콜 제품의 국내 유통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 강화
위한 모니터링 강화

25

공정위와 공정경쟁 연합회 직원에 대한 과다한 출입증
공정거래위원회
연합회 간 유착
발급 및 국무총리 표창 등 유착관계
의혹 해소
의혹 해소대책 마련

26

공정거래위원회

27

한국소비자원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 정보공개
규율

2018년

2019년

자율준수프로그램(CP) 제도 운용
을 통해 공정위가 연합회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유착 의혹 해소방
안 강구
일부 커피 가맹브랜드의 출점제한,
인테리어 비용 관련 허위 정보공개
에 대한 조사 요망

허위･과장된 내용을 담은 정보공개
서 등록에 대한 대책 수립

집단분쟁조정 제도의
집단분쟁조정 소요기간 단축
실효성 강화

집단분쟁조정 실효성 제고방안 검토

국민권익위원회

2년
연속

2년
격년

기관

정책주제

1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 신분
노출행위 처벌

2

국민권익위원회

3

국민권익위원회

2017년

2018년

2019년

공익신고자 신분 노출에 대한 처벌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한 공무원에
강화 방안
대한 경미한 징계 개선

행정심판 재결기간 행정심판의 재결기간이 법정기한
준수
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

행정심판 사건처리 지연 방지를 위
한 관리 대책 마련

소위 핑퐁민원 또는 도돌이표 민원
에 대한 감소방안 마련

장기간 접수되지 못하고 있는 핑퐁
민원 감소 대책 마련

핑퐁민원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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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고령소비자의 금융 분야 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2019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 대하여 고령소비자의 금융 분야 디
지털 격차 해소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금융위원회

∙ 고령소비자의 금융 분야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및 금융 교육안 마련, 디지
털 접근성 평가 테스트 베드 운영, 법적 인프라 구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금융위원회는 2019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고령층 친화적 금융환경 조성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겠음
- 2020년 5월 말까지 연구용역 입찰공고 진행 후 연내 가이드라인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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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고령층 친화적 금융환경 조성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조치 추진 여부
- 금융위원회는 제2020-174호 공고로 고령층 친화적 디지털 금융환경 조성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한 정책연구용
역을 발주하였음(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금융감독원은 2017년 고령층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

준」227)을 통하여 고령자 위험요인 점검 및 강화된 권유절차 적용을 의무화하였고,
현재 개별 은행, 카드사 등 차원에서 ‘고령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
중인바, 금융위원회에서 ‘고령층 친화적 디지털 금융환경 조성 가이드라인’을 준비
하겠다는 것은 보다 표준적인 기준의 필요성 및 단편적인 고령소비자 보호 대책이
아닌 금융환경 시스템을 고령층 친화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에 대한 연구 및 해결책 모색을 위한 공론화 작업이 이미

여러 차례 이루어짐으로써 축적된 자료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 금융시장의 확대와 오프라인 영업망의 축소로, 고령층은 디지털 금융소외

(digital financial exclusion)228)에 처하였다고 진단되고 있음
-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해마다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바, 이

는 만 55세 이상 연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접근(인터넷 상시접속 가능여부 및
유무선 정보기기 보유 여부), 역량(PC 이용능력 및 모바일 디지털기기 이용능력),
227)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감독원에서 2006. 9.부터 행정지도로 운영하고 있는 기준임

228)

‘금융소외’(financial exclusion)는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금융서비스 등에 접근할 수 없음으로써 정상적 사회생
활 영위에 지장을 받는 것을 의미함. 반면,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은 금융소외자들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을 의미함(손성동･이은영, 「시니어계층의 디지털금융소외 실태와 대응방안」, 시니어 금융소비자보
호를 위한 국회정책포럼, 2018. 9,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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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유선 및 모바일 인터넷 이용 여부, 인터넷 서비스 이용 다양성 및 인터넷 심화
활용정도) 수준 면에서 측정하는 것임
∙ 2019년 조사결과 디지털 접근 수준은 일반 국민과의 격차가 8.3%p 수준이었으나, 디지털
역량 및 활용 수준에서 일반 국민과의 격차가 각각 39.8%p. 31.2%p로 다소 크게 나타났음229)

- 한국은행에서는 2018년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던바,

연령별 모바일뱅킹 이용률 및 모바일 지급결제 이용률은 다음과 같다고 보고되었음
연령별 모바일뱅킹 이용률(%)

자료 : 한국은행, 2018

연령별 모바일 지급결제 이용률(%)

◦ 현재까지 고령층 대상 정보소외 등을 해소하기 위한 금융환경 개선 대책으로는 1)

금융사기 예방교육 등 교육 확대 방식, 2) 오프라인 거래 시 추가적 도움 제공 방식
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고 평가됨230)
- 지난 제20대국회에서 고령층 등에게 전자금융거래 이용을 위한 금융교육을 실시하

려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들이 발의된바 있음231)
229)

www.index.go.kr(e나라지표) 디지털정보격차 현황 자료

230)

손성동･이은영, 앞의 글, p.52.

231)

의안번호 제2011047호(김선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20279호(김영호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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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층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이동점포232)와 방문금융서비스 등을 제안하는 연

구233)도 있음
◦ 미국과 영국의 경우 특히 불완전판매 위험이 높은 상품의 경우 고령 금융소비자에

대한 적합성 평가 실태 등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고, 일본은 75세 이상 고령 금융소
비자에 대한 일부 금융상품 판매를 제한하는 등 고령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234)
위와 같은 기존 연구성과 및 논의상황에 대한 점검 및 비판을 기초로 고령 소비자의 금융 분
야 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조 서 연 ☎ : 02-6788-4585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과
☎ : 02-2100-2630

232)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회사들이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고, 우체국이나 상호금융과의 업무제휴 형태로도 가능

233)

송홍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친화적 금융서비스의 발전 방향」, 『자본시장포커스』 2020-11호, 2020. 4. p. 3.

234)

이성복, 「해외의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추세와 시사점」, 『이슈보고서』 20-12, 자본시장연구원, 2020. 6, pp.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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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무원의 외부인 면담지침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2019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외부인 면담
지침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금융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례와 같이, 금융위원회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외부인 면담지침을 제정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금융위원회는 2019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금융위원회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

토하겠음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금융위원회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의 실효성 제고 조치 수행 여부
- 실효성 제고를 위한 온라인 교육 기회 추가 및 규정 정비 추진(이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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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 12. 26. 훈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
정」을 제정, 2018. 1. 1.부터 시행하고 있음
◦ 위 훈령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을 적용

대상으로, 특정한 외부인과의 접촉사실 보고, 접촉 중단 및 그 사유의 보고, 공정거
래위원장의 접촉 제한 명령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금융위원회도 2018. 3. 27. 훈령으로 「금융위원회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을 제정,
2018. 4. 17.부터 시행하고 있는바, 규정이 제정되어 있었음에도 국회에서 시정요구를 한
것은 그 규정이 유명무실했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일 수 있음
금융위원회는 그 시정을 위하여 이 규정이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 원인을 진단하고 해
결책을 모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원인 진단 및 시행 경과의 분석 없이 막연히
2020년 하반기부터 이에 대한 온라인 교육 기회를 추가하고 실효성을 정비하는 방안을 찾겠
다고만 밝힘
다만 금융위원회는 2020. 12. 예외사유 최소화 등 동 규정에 대한 정비 계획을 밝힌바, 규정
자체의 문제점 또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위 훈령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훈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보고대상 사무’를 열

거하고 있으나(제5조), 구체적 업무처리자의 범위 및 금융기관 검사･제재의 범위 등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표현이 포함된 것으로 보임
제5조(보고대상 사무) ① 소속공무원등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
다) 제17조 및 제19조235)에 따른 사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소관 사무로서 특정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를 보고대상 사무로 한다.
1. 금융기관 검사･제재
2. 금융기관 인가･허가
3.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4. 회계감리

23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制裁)에 관한 사항
3.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의 양수･양도 및 경영 등의 인가･허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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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인 접촉사실 보고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예외사유를 공정거래위원회의 훈령보

다 추가하여 규정하였으나 역시 불명확한 의미의 규정이 포함된 것으로 보임
(공정거래위원회 훈령) 제4조(접촉사실 보고) ③ 제1 (금융위원회 훈령) 제6조(접촉사실 보고) ③ 제1항에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 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보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경조사, 토론회, 세미나, 교육프로그램의 참석 1. 경조사, 토론회, 세미나, 교육프로그램의 참석
등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의 대면접촉
등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의 대면접촉
2. 조사공문에 따라 해당 사업장을 조사하는 과정 2. 출입자 및 출입일시 등 출입기록이 확인되고, 다
에서 발생하는 대면접촉
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무실내 면담
3. 공직메일이나 공무원의 사무실 전화를 통한 비
가. 면담내용을 녹음하여 보관하는 경우
대면접촉
나. 출입이 개방되는 소속공무원 등의 사무실 내에
서 2인 이상의 소속공무원등과 면담하는 경우
3. 관계법령,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및
관련공문 등에서 허용된 절차에 따라 보고대상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접촉
4. 제5조제1항제2호의 금융기관 인가･허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6조제1항 보고대상 외부인이
단순히 인가･허가의 진행상황만을 알아보고자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접촉
5. ~ 9. (생 략)

「금융위원회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이 보다 실효적으로 적용되기 위하여 특히 보고
대상 및 예외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즉, ‘특정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실제로 어떤 수준의 담당

자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 보고 예외사유에 규정된 ‘단순히 인가･허가의 진
행상황만을 알아보고자 하는 과정’이라는 의미의 불명확성 등을 해소하여야 할 것임
4.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
5.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배상 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6.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8. 금융 및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양자 간 협상, 다자 간 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융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
제19조(증권선물위원회의 설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증권선
물위원회를 둔다.
1.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2.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감리에 관한 업무
3. 금융위원회 소관 사무 중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사전 심의
4.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을 위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증권선물위원회에 부여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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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중단 행위 여부를 심사하는 ‘접촉심사위원회’236)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 및
접촉제한 명령이나 징계의 건수 등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접촉중단 관련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소속 공무원

으로 하여금 보고대상 외부인과 최대 1년간 접촉을 하지 않도록 명할 수 있는바(제9
조제1항237)), 실제로 접촉심사위원회가 개최된 횟수나 그로 인한 후속조치의 이행
여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하여 위 훈령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임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조 서 연 ☎ : 02-6788-4585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감사담당관실
☎ : 02-2100-2806

236)

제8조(접촉심사위원회) ① 보고대상 외부인이 제7조(접촉 중단 및 그 사유의 보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이하 “접촉 중단 행위”라 한다)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9조제1항의 접촉 제한 조치를 건
의하기 위하여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접촉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237)

제9조(접촉 제한) ①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소속공무원등에게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접촉
한 것으로 심사위원회에서 확인된 보고대상 외부인과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접촉을 하지 않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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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완화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2019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 대하여 지방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금융위원회 ∙ 지방 저축은행에 한하여 영업구역 내 의무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금융위원회는 2019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지방 저축은행의 의무대출 규제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임
- 다만, 해당 규제는 영업구역 내 서민･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및 저축은행의 지역주의

원칙과 관련되는 만큼, 의무비율 자체를 낮추기보다는 저축은행이 지역 내 대출을
용이하게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 중임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지방 저축은행의 의무대출 규제에 따른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조치 수행 여부
- 코로나19 대응의 일환으로 금융회사의 실물경제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저축은행의 의무대
출 규제 완화 조치를 발표함238)(대안 이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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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현행 「상호저축은행법」 제4조는 전국을 6개 권역239)으로 나누고 원칙적으로 본점

이 소재한 권역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면서,240)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
율도 두고 있음241)
- 의무여신비율은 서울, 인천, 경기의 경우 50%, 그 외 권역은 40%로 되어 있음

◦ 위와 같은 규제는 지역금융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본래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영업경

쟁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특히 비대면 거래가 일상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던바,242) 국회의 시정처리 요구는 그러한 점에 대한 문제의
식에 기초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M&A 결과 서울을 포함한 복수의 영업구역을 갖게 된

대형 저축은행들은 수익성 좋은 수도권에만 대출을 집중하면서 의무대출비율을 충
족하고 있는 실정으로, 의무여신비율 규정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있는 상황임243)

238)

매일경제, 「금융위, 저축은행 영업구역 의무여신 비율 한시적 완화」, 2020. 4. 19. 기사 참조

239)

「상호저축은행법」 제4조(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 ①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은 주된 영업소(이하 “본점”이라 한다)
소재지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경기도를 포함하는 구역
3.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를 포함하는 구역
4. 대구광역시･경상북도･강원도를 포함하는 구역
5. 광주광역시･전라남도･전라북도･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하는 구역
6.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충청북도를 포함하는 구역

240)

「상호저축은행법」 제7조(지점등 설치의 제한) ① 상호저축은행은 본점을 제외한 지점･출장소(사무의 일부만을 하는 지
사･관리사무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장소를 포함하며, 이하 “지점등”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해당 상호저축은행이 제4조에 따른 영업구역 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241)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지켜야 한다.
1. 영업구역 내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
라 유지할 것.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용공여는 유지비율 산정 시 신용공여에서 제외한다.
가. 영업구역이 법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의 구역인 상호저축은행: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
나. 영업구역이 법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의 구역 외의 구역인 상호저축은행: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40 이상

242)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금융위원회 훈령에 따른 자문기구), 「저축은행업 경쟁도 평가 결과 보고서」, 2019. 7, p. 10.

243)

파이낸셜 뉴스, 「저축은행 대출 80% 수도권에지역 의무비율 있으나마나」, 2019. 10. 14.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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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저축은행은 특히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한다는 목적(「상호저축은행법」

제1조) 하에 특히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과 연계됨으로써, 지역재투자를 통한 지
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역할을 기대받고 있음
◦ 그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정부가 시정조치에서 ‘의무대출 규제에 따른 부담을 완화

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의무비율 자체를 낮추기보다 저축은행의 지역 내 대출 확대
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은, 지방 저축은행의 영업 활로를 열어
주면서도 그 근본적 운영목적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임
◦ 다만,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상황을 맞아 한시적으로 저축은행의 의무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에 비추어 보면 의무대출 규제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므
로, 향후 융통성 있게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됨
◦ 근본적으로 저축은행의 수도권 외 지역에서 신용공여를 잘 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지

방의 경제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고 투자가치가 있는 건실한 기업의 부재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 저축은행들이 그러한 기업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둘 수 있도
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018년 도입된 금융회사에 대한 ‘지역 재투자 평가제도’에서는 지역 예금 대비 대

출 실적, 지역 중소기업･저신용자 대출 실적, 지역 내 인프라(지점･ATM 수) 투자수
준 등을 평가하고 있는바, 기업의 성장가능성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실
질적 투자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여신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제반 시스템을 갖추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임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조 서 연 ☎ : 02-6788-4585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은행과
☎ : 02-2100-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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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의 실효성 확보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2019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하여 서민금융의
실효성 확보방안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금융위원회

∙ 최근 서민가계의 어려움은 전체적인 경제침체와 관련이 있으므로 경제부총리와의 협의를 통
해 정책 서민금융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

서민금융
진흥원

∙ 저신용자를 지원하기 위해 재원확보가 필수적인데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은 2019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서민금융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정부로부터 출연받고 있는 복권기금이 2020년 만

료 예정이던 바, 복권기금의 출연규모 및 출연기간에 관해 정부와 협의를 완료하였음
- 복권기금 출연규모를 연간 1,750원에서 1,9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출연기간을

2025년까지 연장함(「2020년 경제정책방향」, 2019. 12. 19.)
- 아울러 2020년도 복권기금 신규 출연(150억 원)을 통해 청년층 소액금융상품인

‘햇살론youth’를 출시함(2020. 1. 23.)
◦ 또한 2019년 10월 한국증권금융에 대해 출연 협약을 체결하여 휴면예금 출연기관으

로 추가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서민금융법」 개정을 통해 실기주 과실(失期株 果實)*
을 휴면금융자산에 포함시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탁자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반환된 후 투자자의 명의로 명
의개서가 되지 아니하여 예탁결제원 명의인 주권(“실기주”라 함)의 권리행사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수취하
여 10년 이상 관리한 배당 등 과실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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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금융기관의 휴면금융자산을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계정

으로 이관하여 통합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현행 출연방식에서 이관방식으로
변경), 서민금융 출연 금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서민금융법」 개
정을 추가로 추진하여 서민금융의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임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서민금융 실효성 제고를 위한 조치 수행 여부
- 서민금융 재원의 안정적 기반 확보(이행)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서민금융은 정부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출자되는 자본금과 휴면예금 등을 재원으

로 하기 때문에 재원 기반이 취약한 현실적 한계를 고려할 때 출연기관 확대 등을 통
해 새로운 재원을 추가 발굴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은 정책 서민금융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이 순 희 ☎ : 02-6788-4584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 : 02-2100-2611
서민금융진흥원 기획조정부
☎ : 02-2128-8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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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방지 개선계획 제출명령제도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2019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방지 개선
계획 제출명령제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회사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
금융위원회
포상금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금융위원회는 2019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해당 규정에서 위임된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 관리 책임을

강화하였음
- 2019년 12월 20일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개선계획」 제출대상 금융회사 선정기

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함(2020. 1. 1. 시행)
◦ 향후 피해 추세를 보아가며 해당 규정의 추가적인 개정도 검토해 나갈 계획임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전기통신금융사기방지 개선계획 제출명령제도 개선 여부
- 개선계획 제출대상 금융회사 선정기준 개정(이행)
- 금융회사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수단의 적절성(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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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최근 개설된 지 오래된 계좌의 사기이용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사기이용계좌

의 상당수가 은행권인 점을 반영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개선계획」 제출대상
금융회사 선정기준을 개선한 것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
할 수 있음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

정」에서 위임된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사기이용계좌 수를 산출하는 방법, 사기이용
계좌 발생비율 및 예외사유 등을 조정하여 은행권의 사기이용계좌 관리 책임을 강
화함으로써 종전에 소형 금융회사 위주로 개선계획을 제출하게 되는 문제점을 보완함
◦ 그런데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대응 등)의

규정은 개선계획 제출대상 금융회사 선정기준을 ‘피해환급금 지급액 및 사기이용계
좌 발생건수’를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으로써 사고가 많이 발생한 금융회사에 한정하
여 사후조치를 촉구하는 것이므로 금융회사로 하여금 사전에 사고예방조치를 마련
해 운영하도록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금융회사가 미리 사고예방조치를 할 수 있도록 사전적 조치에 해당되는 사항

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을 법률에 추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이 순 희 ☎ : 02-6788-4584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 : 02-2100-2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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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IB의 혁신 자금 조달 기능 강화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2019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 대하여 초대형IB가 단기어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혁신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
도록 요구하였음
초대형 IB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자기자본 3조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
어 금융위원회로부터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뜻함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생기업을 위한 투･융자, M&A 등 종합적인 기업

금융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전담중개업무를 허용
되어있음
초대형 IB중 자기자본 4조 원 이상의 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회사는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어음의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음
◦ 초대형 IB에 대하여 단기어음 업무가 허용된 이유는 초대형 IB가 충분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초대형 IB가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모험자본을 공
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금융위원회는 2019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혁신기업에 대한 증권회사의 자금지원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 자금지

원 관련 건전성 규제 부담을 완화할 예정임
◦ 구체적으로 중소･벤처기업 사모사채 및 신용공여의 영업용순자본* 차감폭을 축소할 예정임
* 영업용순자본은 기준일 현재 금융투자업자의 자산을 즉시 현금화 가능여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순자산
가치로, 재무상태표상 순재산액에서 현금화가 곤란한 자산을 차감한 금액임
영업용순자본= 순재산액(자산-부채)-차감항목+가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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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중소･벤처기업 투자시 NCR 위험액을 가중하는 지분율(5%) 기준을 상향 조정

할 예정임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중소･벤처기업 사모사채 및 신용공여의 영업용순자본 차감폭 축소 여부
- 2020년 7월 27일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하여, 영업용순자본 산정 시 일정규모(자기자본의 50%) 내의
중소･벤처기업 대출채권에 대해서는 차감항목의 예외로 인정(이행)
∙ 중소･벤처기업 투자시 NCR 위험액 가중 지분율(5%) 상향 조정 여부
- 2020년 3월 5일 발표된 「혁신기업 창업에서 성장까지, 자금조달 쉬워진다-금융위 2020년 업무계획 ‘혁신금
융’ 분야 상세 설명자료」에 포함(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 사모사채 및 신용공여의 영업용순자본 차감폭을 축소하는 안은 「금

융투자업규정」 개정으로 이행되었으며, 중소･벤처기업 투자시 NCR 위험액 가중 지
분율(5%)을 상향조정 하는 안은 금융위원회 업무 계획에는 포함되었으나, 2020년 7
월 현재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지는 않아 향후 조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조 영 은 ☎ : 02-6788-4583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 02-2100-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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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기술 도입 지원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2019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 대하여,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기술
도입을 위한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음
* 인터넷 상의 서버를 통하여 데이터 저장, 네트워크, 콘텐츠 사용 등 IT 관련 서비스를 한번에 사용할 수 있는
컴퓨팅 환경을 뜻하며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는 소프트웨어 등을 실제로 구비하지 않고도 IT 자원을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면 되므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은 IT 자원에 대한 이용방식을 ‘소
유’에서 ‘대여 후 이용’으로 변환시키는 것으로 평가됨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금융위원회는 2019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금융위원회는 2019년 1월 금융분야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범위를 개인신용정보까지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였음
◦ 또한 핀테크 기업 등이 신뢰성 있는 금융 클라우드를 통해 혁신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힘
-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기업이 금융 클라우드 이용 시 그 비용의 75%를 보조금 형태

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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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 클라우드 이용 비용 지원(이행 중)
- 금융위원회는 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금융클라우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며, 핀테크지원센터는 올해 중 지원
대상인 핀테크 업체를 선정하여 지원 사업을 진행할 예정임
∙ 서울시와 함께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설(대안 이행 중)
- 금융위원회는 서울시와 함께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총 19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임(2020년에는 서울시 25억 원, 국비 14.9억 원 예정)
- 예산 지원 대상인 교육기관 선정은 금융계 및 학계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의 심의를 받아 최종적으로 카이스트 컨소시엄이 교육기관으로 결정됨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핀테크 기업에 대하여 금융 클라우드 이용 비용을 지원할 경우, 핀테크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효과뿐만이 아니라, 금융권에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활용도를 높이는 효
과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클라우드 이용 비용 지원을 원하는 핀테크 기업이 많을 경우 일부 기업에 대

한 자금 지원 시 지원을 받지 못한 다른 핀테크 기업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기 때문
에 지원 대상 기업 선정 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최근 금융서비스의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핀테크 기업 등은 금융과 IT기술

을 모두 이해하는 전문인력이 많이 필요하게 된 만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지
원 사업은 금융권의 신기술 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정부가 전문인력 양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기술 인력 공급에 도움이 될 것이며,

특히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교육기관에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 교육 지원은 민간의
창의성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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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금융-디지털 인력 양성은 한시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추진되는 것

이 바람직하므로, 정부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민간의 디지털 전문 인력 양성을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디지털 금융 시장의 성장은 공급 측면의 디지털 전환만으로 불가능하므로 수

요 측면인 소비자에 대한 장기적 디지털 금융 교육도 함께 추진됨이 적절할 것임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조 영 은 ☎ : 02-6788-4583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 : 02-2100-2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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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이용량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할인할증제도 도입방안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2019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 대하여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해 다음
과 같이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 손실액이 급증하고 있는바, 가입자의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의료
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증･할인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금융위원회는 2019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할 수 있도

록 상품구조 보험료 차등제 도입 검토, 자기부담률 확대 등 적정 의료이용 유도방안
마련 등 개편(안)을 마련 중임
◦ 향후 개편(안)에 따라 보험업감독규정 및 표준약관 개정 작업 등을 2020년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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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상 보험료 차등제 도입 검토, 자기부담률 확대 등 적정 의료이용 유도방안 마련 등 개편(안) 마련 여부
- 보험료 차등제 도입 검토(이행 중)
- 자기부담률 확대(이행 중)
∙ 향후 개편(안)에 따라 보험업감독규정 및 표준약관 개정 작업을 추진하였는지 여부
- 실손의료보험 보험업감독규정 및 표준약관 개정작업 추진(계획 수립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금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상 보험료 차등제 및 자기부담률 확대 등 적정

의료이용 유도방안에 대하여 2020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발표자료244)를 통해서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2019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시정 및 처리사항
에 대하여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또한 향후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에 대한 개편(안)에 따라서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한

보험업감독규정 및 표준약관의 개정작업을 2020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을 표명하
였으나 이는 장기적인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현 상황에서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
이 있음
- 다만 2020년 하반기 추진예정인 보험업감독규정 및 표준약관 개정 작업 등의 실손

의료보험 개정작업 결과 및 사후조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44)

금융감독원, 「2020년도 보험부문 업무계획」, 금융감독원 업무설명회 자료, 2020. 4. 7.

189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3

개선방안
현재 3,800만 명 이상의 소비자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아니하
는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를 보장하는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성장하였으나 갈수록 늘어나
는 실손의료보험의 2020년 적자규모는 2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
이에 따라 보험가입자의 실손의료보험 적정 이용을 위하여 실손의료보험 차등화 방안과 자기
부담률 확대방안 등 2가지 내용이 검토되어 왔음
◦ 몇 년 전부터 실손보험료 차등화 방안이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개선방안 중 하나로

검토되어 왔으나 교통사고와 달리 질병은 가입자의 과실로 걸리는 것이 아니므로 자
동차보험처럼 보험금을 많이 받았다고 보험료를 할증하는 것은 보험의 근본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 또한 불필요한 의료 이용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하여 현재 실손의료보험료

의 10%, 20%인 자기부담금을 10%, 20%, 30%, 40%, 50%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 또한 신상품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일뿐 이미 팔린 실손의료보험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적정 의료이용 유도방안은 아니라는
지적이 있음
한편 우리나라가 향후 저출산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경우, 실손의료보험의 적자 현상은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
한 예상임
따라서 지속가능한 실손의료보험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관련 정부부처 및 산업계 및 의료업계
의 치밀한 연구 및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이를 위하여 국정감사에서 요구된 실손의료보험 차등화 방안과 자기부담률 확대방

안을 비롯하여 비급여의 급여화 작업을 통하여 전체적인 의료비용을 낮추는 등 근본
적이고 다양한 개선작업이 필요함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김 창 호 ☎ : 02-6788-4582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보험과
☎ : 02-2100-2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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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해지 종신보험 해지환급금 안내 강화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2019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 대하여 무해지 종신보험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무해지 종신보험 해지환급금 안내강화를 즉시 시행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금융위원회는 2019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조치를 2019년 10월 24일 보도자료

를 통해 발표하였음
◦ 금융위원회는 2019년 10월 28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였고, 2019년 12월 1일 상

품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였음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조치 수행 여부
-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조치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함(이행)

191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금융위원회가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조치를 2019년 10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후 10월 28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12월 1일 상
품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 조치는 국감에서 지적한 무해지종신보험 해지환급금 안내
를 강화하라는 지적사항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ex. 50% 환급)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을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안내하여 불완전판매하거나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것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언론 및 국감의 지적에 대하여 금융
당국이 동 보험상품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생명보험사는 2015년 7월(손해보험사는 2016년 7월)부터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을 판매하였으며, 2019년 3월까지 약 4백만 건의 계약이 체결되었음
- 특히, 무해지환급형 종신보험의 경우, 급격한 판매 증가 및 과다 경쟁 행태를 보이

고 있어,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지만 동 상품에 대한 안내가 충분
한지 여부는 실제 민원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현 상황에
서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 따라서 동 상품에 대한 금융당국의 소비자 경보 및 안내 강화조치는 국감의 진행당

시 지적한 내용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고려할 때 비교적 충분히 이행되고 있는 것으
로 평가할 수 있음

3

개선방안
원래 종신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을 100% 지급하는 상품으로, 자
살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사망 시기･원인 등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성보
험의 상품으로 이를 저축성보험으로 호도하여 판매하는 것은 불완전판매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무･저해지환급형 종신보험상품은 사망의 원인에 관계없이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

는 상품으로 이를 마치 저축성보험처럼 판매하는 것은 불완전판매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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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금융당국은 판매가 급증한 보험사 및 GA에 대하여 동 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거나 이들 판매상품에 대하여 미스터리 쇼핑245)을 실시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금융당국이 밝힌 바와 같이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상품 판매 급증 및 과당 경쟁을 보험사의
전형적인 단기 실적 중심의 영업행태로 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추후 검
사를 통한 적발 시 강력한 행정적 제재조취를 취할 필요가 있음
다만 우선 기 판매된 보험상품의 경우 보험가입자의 자필서명과 해피콜246) 안내사항 등을 철
저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 즉 해피콜 녹취확인을 통해 보험가입자가 자발적으로 보험을 가입한 것인지 여부와

자필서명, 상품내용, 고지의무 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고 무･저해지환급형 보
험상품을 가입한 것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음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김 창 호 ☎ : 02-6788-4582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보험과
☎ : 02-2100-2965

245)

금융감독원 소속 모니터링 요원이 고객으로 가장하고 지점을 방문해 금융회사 직원과 직접 상담을 하면서 금융상품을 평
가하는 방식을 말함

246)

보험가입 후 통상 1주일 이내에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보험상품에 대한 상품설명과 보험가입자의 고지
의무 내용, 자필서명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 녹취하는 행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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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실손 의료보험 중지･재개제도의 이용률 제고방안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2019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개인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은 개인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의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금융감독원은 2019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개인실손 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의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개선방안을

검토 중임
- 개인실손 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에 대한 안내 강화 및 적용대상 확대 등을 추진

중에 있음
∙ 단체보험의 피보험자인 임직원 → 단체보험의 피보험자인 가족으로 확대

◦ 보험업계 의견수렴 후 개선방안을 2020년 3분기에 확정･시행할 예정임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개인실손 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의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개선방안 검토 여부
- 개인실손 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에 대한 안내강화 및 적용대상 확대(계획 수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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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개인실손 의료보험 중지･재개제도의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답변하며 중지･재개제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적용대상
을 확대하는 등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예를 들면 단체보험의 피보험자인 임직원의 경우에서 가족으로 적용대상 확대하는

등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개선방안이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현 상황에서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음
◦ 금융당국 역시 보험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후 최종적인 개선방안에 대

하여 2020년 3분기까지는 확정하여 시행하겠다고 함
- 따라서 2020년 3분기이후 시행예정인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의 이용률 제

고방안에 대한 결과 및 사후조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개선방안
실손의료보험의 전환･중지제도란 개인실손 가입자가 단체실손 가입 시 기존에 가입한 개인
실손의 보험료 납입 및 보장을 중지하고, 향후 단체 실손 종료 시 중지했던 개인실손을 재개
하는 제도로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됨
◦ 은퇴 후 의료보장 단절의 해소를 위해, 보험소비자가 단체 실손의료보험과 개인 실손

의료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불필요하게 이중으로 부담하게 됨
◦ 따라서 금융위･금감원･보험개발원･보험업계가 함께 T/F 논의를 거쳐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전환･중지 등 연계제도를 마련한 것임247)
◦ 다만 개인 실손의료보험의 중지･재개 제도, 다시 말해서 개인과 단체 간 연계제도를

잘 모르거나 이러한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소비자가 많이 존재하므로
동 제도의 존재여부를 홍보하는 문제가 시급한 것으로 보임

247)

금융위원회, 「실손의료보험의 전환･중지 등 연계제도를 마련하여 생애주기에 따라 중단없는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됩니
다.」, 『보도자료』, 2018.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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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실손의료보험은 계약 형태, 가입 연령층 등에 따라 일반 개인실손, 단체실손, 노후실손
의 3가지 상품이 출시되어 있음
◦ 첫째, 일반 개인 실손의료보험은 건강한 0~60세의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심사를 거

쳐 보험사에 가입하는 실손의료보험으로, 총 3,369만 건을 가입하고 있음
◦ 둘째, 단체 실손의료보험은 직장 등에서 개별 가입자에 대한 심사 없이 단체로 가입

하는 상품으로, 특정 단체에 소속된 기간 동안만 실손의료보험 보장이 되는 상품을
말하며 428만 건이 가입되어 있음
◦ 마지막으로 노후 실손의료보험은 건강한 50~75세의 고령층이 가입하는 상품으로,

소비자의 자기부담이 개인이나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비하여 다소 높지만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으로 약 3만 건의 가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개인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강화와 더불
어 개인과 단체 그리고 노후 실손의료보험에 이르기까지 실손의료보험 간 연계를 강화하고
실손의료보험료가 중복으로 납입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중복가입 시 이를 중복가입자에게 반드시 사전에 통지하고 중복가입 필요성 여

부를 확인하며 중복가입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중지를 요청하고 추후 단체나 노인
실손의료보험으로 재개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김 창 호 ☎ : 02-6788-4582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보험과
☎ : 02-2100-2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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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문제도 개선방안 마련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2019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 대하여 의료자문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의료자문 관련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의료자문 관련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금융위원회는 2019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보험회사 의료자문제도의 공정성･신뢰성 제고 등을 위해 의료자문에 대한 설명의무

를 강화하였음
- ① 의료자문 의뢰 시 의뢰사유 및 내용,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자료내역, ② 보험금

감액･부지급 시 의료자문 기관 및 결과 등을 계약자에게 설명토록 2020년 1월 의무
화하여 시행하였음
◦ 보험회사가 의뢰한 의료자문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3의료기관을 통한 자문

의뢰(보험사가 비용 부담)가 가능하다는 사실 등도 계약자에게 설명토록 개선하였음
◦ 보험회사별 의료자문의 상세 현황에 대해 보험협회 비교･공시를 실시할 계획임
◦ 또한, 의료자문 남발 방지 등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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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보험회사 의료자문제도의 공정성･신뢰성 제고 등을 위해 의료자문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조치 여부
- 의료자문 의뢰 시 의뢰사유 및 내용,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자료내역에 대한 설명여부 강화여부(이행 중)
- 보험금 감액･부지급 시 의료자문 기관 및 결과 등을 계약자에게 설명토록 의무화 여부(이행 중)
∙ 보험회사가 의뢰한 의료자문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3의료기관을 통한 자문의뢰(보험사가 비용 부담)가
가능하다는 사실 등도 계약자에게 설명토록 개선하였는지 여부
- 제3의료기관을 통한 자문의뢰 가능사실 설명 여부(이행 중)
∙ 보험회사별 의료자문의 상세 현황에 대해 보험협회 비교･공시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 의료자문의 상세현황에 대한 보험협회 비교･공시 여부(이행 중)
∙ 의료자문 남발 방지 등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검토하였는지 여부
- 의료자문 남발 방지 등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방안 검토여부(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보험사가 의료자문 의뢰 시 의뢰사유 및 내용,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자료내역에 대한 설명의
무 강화여부와 보험금 감액･부지급 시 의료자문 기관 및 결과 등을 계약자에게 설명토록 의
무화하였는지 여부 점검 결과
◦ 금융감독당국은 2020년 1월 보험회사가 ① 의료자문 의뢰시 의뢰사유 및 내용, 의

료기관에 제공하는 자료내역, ② 보험금 감액･부지급시 의료자문 기관 및 결과 등을
계약자에게 설명토록 의무화하는 등의 개선책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제3의료기관 자문의뢰 사실 설명 여부 점검 결과
◦ 보험계약자에게 의료자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에 동의하지 않고 제3의

료기관을 통한 자문의뢰(보험사가 비용 부담)가 가능함을 계약자에게 설명토록 의무
화하기로 하였음
◦ 또한, ① 제3의료기관 자문 의뢰 시에는 의뢰 내용,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자료내역, 자문

의뢰 기관 및 전문의 성명, ② 자문 완료 시에는 자문의견도 추가로 설명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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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시행 예정 시기는 2020년 4분기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보험약관)을 개정

할 예정으로 이의 개정결과 및 사후조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의료자문 보험협회 비교･공시 여부 점검 결과
◦ 보험회사별 의료자문 건수,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부지급 및 일부 지급 건수･비율

등에 대해 보험협회를 통한 비교･공시를 실시할 예정임
- 다만 시행 시기는 2020년 6월 예정으로 보험협회를 통한 비교･공시 여부 및 사후조

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의료자문 남발 방지 등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방안 점검 결과
◦ 보험회사의 의료자문 남발 및 특정 병원･의사 편중 방지 등을 위해 자문의뢰 대상건

의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구체화하고, 자문의 선정 기준 등을 마련한 후 보험업계
자율시행 등을 유도하기로 함
- 내부통제 강화방안의 시행시기 역시 2020년 4분기 예정으로 동 강화방안의 시행결

과 및 사후조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개선방안
의료자문은 보험지급실무상 민원이 많은 분야로, 금융당국의 시정처리 기한이 늦어지는 경우
보험소비자에게 많은 불편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므로 시정처리 기한을 앞당겨 시행할 필
요가 있음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김 창 호 ☎ : 02-6788-4582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보험과
☎ : 02-2100-2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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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2019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GA제도 전반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금융감독원

∙ 보험업계의 영업방식, 수수료체계, 소비자 피해구제 방식 등 GA제도 전반에 대해 감독당국의
실태점검 및 판매시스템 관련 법령과 제도에 대해 전체적인 개선을 검토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금융감독원은 2019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보험모집 시 과도한 모집수수료 지급 관행을 개선하고 작성계약 등 불완전판매를 방

지하기 위해 계약 1차년도의 수수료 상한을 설정하고, 수수료 분급 방식을 도입함
◦ 보험상품 설계 시부터 모집수수료 기준을 설정하여 명확한 기준 없이 임의로 시책을

지급하지 않도록 제도를 2021년 1월 시행예정으로 개선하였음
- 수수료의 범위를 모집에 대한 대가 등과 관련한 모든 형태의 금전 및 물품 등을 포함

하여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수수료 지급기준을 기초서류 필수기재사항에 포함
◦ 법인보험대리점인 GA의 경영 투명성･책임성 제고 및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위해 관

련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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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계약 1차년도의 수수료 상한을 설정하고, 수수료 분급 방식을 도입하였는지 여부
- 계약 1차년도 수수료 상한 설정 및 수수료 분급방식 도입 여부(이행 중)
∙ 보험상품 설계 시부터 모집수수료 기준을 설정하여 명확한 기준 없이 임의로 시책을 지급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방안
을 마련하였는지 여부
- 보험상품 설계 시부터 모집수수료 기준 설정하여 명확한 기준 없이 임의로 시책을 지급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였는지 여부(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2020년 1월 15일 금융감독당국이 발표한 보도자료248)에 따르면 계약 1차년도의

수수료 상한을 설정하고, 수수료 분할지급 방식을 도입하여 작성계약 등 보험설계사
의 불완전판매 소지를 최소화하겠다고 하는 등의 국감 시 지적한 내용에 대한 대책
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우선 설계사의 계약 1차년도 수수료 등이 소비자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

제하고, 보험계약 유지 관리 강화를 위한 분할지급 제도를 병행 도입하겠다고 함
- 수수료 분급시 연간수수료는 표준해약공제액의 60% 이하로 분급을 유도하고, 분급

수수료 총액이 선지급방식 총액 대비 5% 이상 높게 책정되도록 설계하여 분할지급
을 유도할 예정임
- 모집수수료 개편방안은 대면채널은 2021년, 비대면채널은 2022년부터 각각 시행

예정이며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은 향후 고시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추후 시행
결과 사후조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48)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험상품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불완전판매를 감소시키고, 보험료 인
하를 유도하겠습니다.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보도자료, 2020.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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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보험상품 설계 시부터 모집수수료 기준을 설정하여 명확한 기준 없이 임의로

시책을 지급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바 모집수수료
지급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하여 임의로 지급되는 모집수수료를 최소화하고 모
집질서를 건전화하겠다고 하는 등 대책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모집수수료 등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의249)하고 보험사는 ‘수수료등 지급기준’을

명확히(임원 확인)하고, 기초서류 필수기재250) 사항에 포함하겠다고 함
- 다만 동 모집수수료의 2021년 시행예정 결과 및 사후조치 역시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개선방안
현재 명확한 지급기준 없이 보험영업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251)로 과다하게 지급되는 모집수
수료가 보험회사의 매출확대를 위한 과다 출혈 경쟁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선지급 방
식으로 초기에 과다하게 지급되는 모집수수료 역시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보험사 소속 설계사 및 직영 보험대리점 등 다양한 판매채널에 대하여도 법인보험대

리점(GA)과 동일한 모집수수료 체계의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아울러 금융감독당국은 모집수수료 개편 후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는 지에 대하여 지

속적인 검사 및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김 창 호 ☎ : 02-6788-4582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보험과
☎ : 02-2100-2965

249)

모집에 대한 대가 및 모집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관련한 모든 형태의 금전 및 물품 등을 말함

250)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대상임

251)

모집수수료 외에 현금시책, 물품시책, 여행시책 등 다양한 형태의 영업지원 방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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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2019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 대하여 카드수수료율과 관련해 다음
과 같이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금융위원회 ∙ 의약품의 카드수수료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약가(의약품 적용가격) 및 조제료 가격통제에 대한 보건의료 정책적 차원이 검토가 필요할 것
으로 보임
◦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매출액을 기준252)으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바, 특정 업종에 대한 별도의 카드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업종 간 형평성 문제
를 야기하는 점에서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다만, 관련 안건이 논의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임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의약품 등 요양기관 카드우대수수료 완화 노력 여부
- 향후 국회에 관련 법안이 논의되는 경우, 관련 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적극 참여할 예정임(미이행)
252)

현행법은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과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연간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중소신용카
드가맹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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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방안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253)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여부에 관한 논의는 20대 국
회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두 차례 논의된 바 있으나, 모두 임기만료
폐기되었음

∙ 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010337, 2016. 12.
∙ 김경수의원 대표발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008116, 2017. 7. 20. (소액결제
비중이 높은 약국 언급)

요양기관의 우대수수료율 적용 여부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찬반의견이 있음254)
◦ 찬성입장
- 공익적 성격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당국에서 가격통제를 하고

있는바 카드수수료 인상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없어 모두 요양기관이 부담해야함
- 요양기관에 대한 진료비･약제비 등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보조하고 있어 요양기관

이 부담하는 결제관련 비용에 건강보험재정이 투입되는 결과가 발생하여 국민건강
보험료의 일부가 신용카드업자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
- 의료기관의 경우 특정 카드 미가입자라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기 곤란한 점255)으

로 인하여 카드사 가맹계약시 협상력이 낮은 측면이 있음
◦ 반대입장
- 우대수수료율의 도입 취지는 영세･중소가맹점과 같은 사회적 약자 보호이나 대형

병원 또는 성형외과･피부과 등 일부 요양기관의 경우 사회적 약자로 간주하기 어려
운 측면이 있음
253)

「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요양기관)제1항
① 요양급여(간호와 이송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이나 국가
정책에 비추어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3. 「약사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4.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254)

검토보고서, 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010337, 2017. 2.

255)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제1항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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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기관의 진료비는 본인부담분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분으로 구분되고, 가맹

점수수료는 본인부담분에만 부과되므로 건강보험료가 신용카드업자의 이익으로 귀
속된다고 보기 어려움
- 가맹점수수료가 요양기관의 경영악화에 주원인이 된다고 보기 어려움

공공성･사회적 지원을 요하는 특정분야 또는 특정업종의 우대수수료율 적용 여부 판단을 위
하여 우대수수료율 제도의 입법취지, 업종 간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논의가 필
요할 것임
◦ 2020년 6월 19일, 전통시장의 신용카드가맹점에 관하여 전통시장의 활성화 및 지

원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매출액과 관계없이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받도록 하는 「여
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256)이 발의된 바 있음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최 은 진 ☎ : 02-6788-4586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 : 02-2100-2995

256)

구자근의원 대표발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746, 2020.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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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회사의 핵심성과지표(KPI)의 개선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2019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핵심성과지표
(KPI257))의 개선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금융감독원

∙ 금융회사의 단기 성과위주의 핵심성과지표(KPI)를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검사 및 경영실
태평가를 통하여 점검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금융감독원은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현재 은행권과 공동 T/F를 구성하여 은행의 비예금 상품판매 관련 핵심성과지표

(KPI) 개선방안을 논의 중임
◦ 향후 T/F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2020년 하반기 중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 밝힘
※ 다만, 2020년 하반기 중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등에 따라 시기는 변경 가능함

257)

Key Performance Indic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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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은행권과의 공동 T/F 구성 및 개선방안 마련
- 은행권과의 협의를 통하여 핵심성과지표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모색 중임(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현재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실제로 은행들은 비이자수익의 배점을 높게 설정하
고 소비자 보호 배점 등은 낮게 부여한 것으로 분석됨
◦ KPI는 금융권에서 실적 평가 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관리할 것인지 객관적으로

쉽게 파악이 가능한 지표로써 구성되어야 하는바,258) 은행의 주 수익원인 대출을 통
한 ‘이자수익’과 금융상품 판매를 통한 수수료 등 ‘비이자수익’ 중 어떤 부분을 핵심
성과로 볼 것인지 등이 KPI 배점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음
◦ 금융감독원이 2020. 6. 19.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의

비이자수익의 배점은 높게 설정되어 있고, 소비자보호 항목은 민원 발생 시 감점되
는 항목으로 운영되고 있었음
비이자수익 등 시중은행 KPI 배점(100점 만점, 2019 상반기)
(단위 : %)

구분259)

A은행

B은행

C은행

D은행

일반

PB260)

일반

PB

일반

PB

일반

PB

비이자수익

10.0

20.0

11.8

20.8

12.0

10.0

3.0

3.0

펀드/신탁 판매

3.5

9.0

-

-

-

6.0

-

-

소비자보호

△2

-

△4

-

△2

△2

고객수익률

2

2

-

5

-

4

2

6

258)

임수강, 「금융부문 성과주의 확산 배경과 영향」, 『금융정책연구』, 금융경제연구소, 2015. 1. p.16.

259)

언급된 항목 외에 이자수익이나 고객유치 등 영업 관련 타 항목들이 나머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260)

Private Banking(투자상품 판매 비중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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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이러한 비이자수익 배점이 높은 관계로, DLF 사태261) 등 불완전판매의 문제가

발생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KPI 개선을 논의 중으로, 소비자 보호 관련 항목에 대한 배점을 상향
하고, 자체 미스터리 쇼핑262) 결과 불완전판매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동 결과를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 밝힘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2016년부터 판매실적 위주로 구성된 KPI 구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바,263) 현재까지 KPI 관련 가이드라인 등도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또다시 TF를 운영하
여 논의하겠다는 것은 실효적인 개선책이라 보기 어려움
또한, 소비자보호 관련 항목 배점을 늘릴 경우 고객 만족도 및 고객 자산 수익률 등이 핵심 지
표가 될 것인바, 특히 ‘고객 자산 수익률’은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
로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은행이 관여할 수 없는 부분까지 평가요소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수익성이 검증된 안전자산 위주의 포트폴리오 조성을 유도하여 새로운 영
역에 대한 투자를 약화시킴으로써 생산적 금융의 취지를 저해할 우려도 있다고 보임
KPI는 기관의 장기적인 전략과 연계되어야 하고(Related to Tactics and Strategy), 유의
미하여야 하며(Significant), 피평가자의 노력 등 통제 가능한 요인이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Controllable),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하는바(Measurable)264),
은행의 성장성을 유지하면서도 고객보호, 금융사고 방지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합리
적 기준 설정에 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임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조 서 연 ☎ : 02-6788-4585
관련부처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 : 02-3145-8030
261)

DLF(Derivative Linked Fund : 파생결합펀드)는 DLS(Derivative Linked Securities :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금리,
신용, 금. 원유가격]의 가격, 이자율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지급･회
수하는 금전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를 편입하여 펀드 형태로 설계(은행-자산운용사-증권사 협의)한 것으로,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를 연계한 DLS에 투자하여 해당 채권의 만기수익률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었던 DLF가 독일 국채 금
리의 급격한 하락으로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은 사례임. 이 과정에서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은행의 불완전판매 정
황이 문제되었음

262)

암행평가(외부 전문기관의 직원이 고객으로 가장하여 투자 권유절차 등을 집중 점검하는 절차)

263)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안 주요내용」, 2016. 12. 5. 참조

264)

임수강, 앞의 글,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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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2019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해 다
음과 같이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제화한 이후 오히려 수용률이 하락한 이유를 확인하고 향후 금리인하요
금융감독원
구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검토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금융감독원은 2019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에 대해 금융기관의 수용률이 다소 하락한 것은 금리인하요

구권의 비대면 서비스 시행(2019. 1.) 및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제화(2019. 6.)에 따
른 대국민 홍보강화로 금리인하요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임
◦ 향후 은행권의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동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임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금리인하요구권의 활성화 조치 수행 여부
- 금리인하요구권의 부분적 비대면화 보완(이행)
- 금리인하요구권의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 또는 계획(이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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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차주가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함에 있어 신청시에만 비대면으로 가능하고 금리인하

수용에 따른 재약정을 위해서는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는데 이를 개선하여 금리인하
상담 및 신청뿐만 아니라 재약정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화(2019. 11. 26.)한 것은 국
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금리인하요구권은 차주의 신용상태가 개선되는 경우 차주가 은행에 대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
는 제도로 2002년 은행권에 처음 도입되었고, 2018년 12월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
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었으며, 2019년 6월 시행령 및 감독규
정 개정으로 법적 시행체계를 갖추게 됨

◦ 또한 금리인하요구권의 활성화를 위해 은행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제도의 운영실태

를 면밀히 점검하려는 향후 추진계획은 금리인하요구권의 실효성 제고에 효과적인
방안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은행이 고객에 대한 금리인하요구제도 안내 및 수용여부 통지 등을 충실히 이

행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차주의 개선된 신용상태에 따라 실질적으로 적절히 수
용되었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해 보임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이 순 희 ☎ : 02-6788-4584
관련부처 금융감독원 은행제도팀
☎ : 02-3145-8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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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광고 규제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2019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불법 사금융 광고 단속과 관
련해 다음과 같이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금융감독원

∙ 온라인상에서 불법 사채업자들이 제도권 금융인 것처럼 무분별하게 광고하고 있는데 이에 대
해 조사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금융감독원은 2019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불법업자들의 광고에 대해서는 상시 감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련 사이트

폐쇄 및 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를 의뢰하고 있음
- 불법광고를 적출하기 위해 시민감시단을 운영하고 있고, 2019년 12월 온라인 불법

금융광고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음
◦ 또한 공공기관 및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칭한 불법대부광고에 대한 소비자 주의 경보

를 2회 발령함(2019. 12., 2020. 3.)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불법 사금융 광고 규제 수행 여부
-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 단속(이행)
- 온라인 불법금융광고 상시감시시스템 구축(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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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온라인 시민감시단」과 자동 상시감시시스템 구축을 통해 인터넷상 불법 금융광고

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시민감시단 등을 통해 2019년 불법금융광고로 신고･제보 접수된 건수는 총

55,274건이고, 이를 금융감독원이 검토하여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로 적발한 건수
는 16,356건으로 전년(11,900건) 대비 4,456건(37.4%)이 증가하였음265)
- 2019년 12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불법 금융광고를 자동으로 적발하는 상시감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임
◦ 그런데 최근 SNS, 블로그 등 오픈형 사이버 공간뿐만 아니라 문자메세지, 카톡 등

폐쇄형 모바일 공간을 통한 불법금융광고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모바일 기반 불법금
융광고를 차단하기 위한 감독당국의 노력이 더욱 요구됨
◦ 참고로 정부는 미등록 대부업자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수취이자 등 제

한, 허위･과장광고시 처벌 강화 등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강화방안을 추진 중임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이 순 희 ☎ : 02-6788-4584
관련부처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 : 02-3145-8121

265)

금융감독원, 「2019년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 적발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 보도자료, 2020.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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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및 기후변화에 대한 금융정책적 대응 방안 마련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2019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정부차원에서 기후금융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계획과 감독방안을 마
련할 것을 요구하였음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금융감독원은 2019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금융감독원은 선제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19년 6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금융권과 지속가능･기후금융 스터디그룹을 운영하였으며, 스터디 연구내용 공유를
위해 스터디 자료집을 발간하였음(2020년 1월)
◦ 금융감독원은 향후 기후금융 관련 글로벌 논의에 동참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공동

으로 NGFS(The Network of Central Banks and Supervisors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 및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가입을 추진할 예정임
* 기후금융 관련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 협의체
**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 태스크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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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지속가능･기후금융 스터디 자료집 발간
- 2020년 1월 지속가능･기후금융 스터디 자료집 발간 완료(이행)
∙ NGFS 및 TCFD 가입 추진
- 2020년 6월 현재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NCFS 및 TCFD 가입 추진 중임(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금융감독원은 2019년 산업은행, 한국거래소, 기업은행, 신한금융지주 등 13개 금융

기관과, 보험연구원 및 자본시장연구원과 같은 연구원 등과 함께 기후금융 관련 스
터디를 진행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물로 2020년 초 스터디 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향
후 기후금융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적 연구를 진행하였음
◦ 금융감독원은 코로나 19이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 금융을

고려한 감독기준 및 기타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NGFS 및 TCFD와 같
은 국제기구에 가입하여 기후금융 관련 국제적인 논의에 참여할 필요가 있음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조 영 은 ☎ : 02-6788-4583
관련부처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
☎ : 02-3145-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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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 마련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2019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
들의 불신이 높으므로, 공매도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차원의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음
* 공매도란 일반적으로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자가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타인의 주식을 빌려
서 매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는 ‘소유하지 않은 상장증권의 매
도’(이하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음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금융감독원은 2019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금융감독원은 홍콩의 사례를 분석하여 공매도266) 가능 종목 지정제도(이하 ‘공매도

지정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음
* 홍콩은 공매도 가능 증권의 범위에 제한을 두는 공매도 가능 종목 지정제도를 두고 있음

- 금융감독원의 분석 결과, 소수의 투자자가 시세를 조종할 수 있고, 해당 종목에 대

한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아 개인투자자 피해 가능성이 높은 소형주의 경우 공매도
제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금융감독원은 향후 금융위원회와 공매도 가능종목 지정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는 방

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향후 추진계획을 밝힘

266)

이 보고서에서 ‘공매도’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법률상 허용된 차입 공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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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에서는 공매도 지정제도 도입 시 외국인자금의 이탈가능성이 있는 등 국내 시

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바 해당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면
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음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공매도 가능종목 지정제도 도입 검토 (이행 중)
-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는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도 도입에 대해 검토 중임
∙ 공매도 한시적 금지(대안 이행 중)
- 금융 당국은 코로나 19 사태의 여파로 주가가 급락하자*, 2020년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함
* 코스피지수 : 1,987.01(2월28일) →1,834.33(3월12일) → 1,771.44(3월13일)
코스닥지수 : 10.73 (2월28일)→ 563.49(3월12일)→ 524.00(3월13일)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정부는 공매도 대상 증권을 일부 대형주 등으로 제한하는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도의

제도 특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으나 아직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도 도입 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는 않았음
◦ 다만,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2월 이후 주가가 급락하자, 금융위원회는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시키는 강력한 공매도 규제 정책을 이행 중임
◦ 2020년 7월 12일 현재 코스피 지수는 약 2,100 정도로 약 1,400을 기록한 바 있는

3월에 비해 약 600 포인트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와 같은 주가지수의 상승과 공매도
금지 정책의 효과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다소 엇갈린 평가가 있음
- 공매도의 한시적 금지로 인해 주가지수가 증가하였다는 분석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공매도가 금지되지 않은 국가에서도 주가 반등이 있어다는 점을 들어 국내 주가 반
등에 대한 공매도 금지 정책의 효과를 제한적으로 보는 입장도 존재함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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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당국은 9월 15일 이후에도 공매도 금지제도를 지속시킬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공매도 금지의 객관적 효과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만약 공매도의 한시적 금지 효과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홍콩과 같이 일부 대형 종목

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한 후 그 효과를 다시 지켜보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그동안 위법한 무차입 공매도, 공매도를 활용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

밀히 감독하고, 그와 같은 행위가 발생한 경우 사후적으로 강력히 제재할 필요가 있음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조 영 은 ☎ : 02-6788-4583
관련부처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
☎ : 02-3145-5636

267)

엠케이뉴스, 「공매도 재개 세 달 남았는데…“아예 폐지해야” vs “대형주만 허용”」, 2020.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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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글로벌 OTA(Online Travel Agency)의 불공정 약관 시정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2019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글로벌 OTA(Online
Travel Agency)268)의 불공정 약관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공정거래
위원회

∙ 글로벌 OTA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글로벌 OTA의 불공정 약
관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공정위는 2016년 7개 글로벌 OTA의 불공정 약관(숙박 취소시점에 관계없이 환불

불가 조항)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그 시정을 권고하였고, 시정권고에 따르지
않은 2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였음

268)

‘OTA’(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사업자)는 호텔 등 숙박업체와 이용고객을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숙박예약, 계약체결, 결
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의미함. 해외여행이 급증함에 따라 OTA를 이용해 해외 호텔 등을 예약하는 경우가 증
가추세에 있는데, 이에 따라 환불 거부, 과도한 사업자 면책조항 등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 「아고다･부킹닷컴･익스피디아･호텔스닷컴의 과도한 면책 조항 등 7개 유형 불공정 약관 시정」,
보도자료, 2017.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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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사업자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불복하여 2019년 3월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

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20년 5월 글로벌 OTA에 대해 약관법 적용이 불가하
다는 취지로 공정위 패소판결269)을 내렸음
- 공정위는 본 판결에 불복하여 2020년 6월 대법원에 상고하였음

◦ 여행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2019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공동으

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함
- 국내･외 온라인 여행업체 등이 참여하여 업계의 자율규약 체계를 수립할 계획임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글로벌 OTA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적극적 조치 여부
- 환불불가 조항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주요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권고 한 후 이행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이행)
- 행정소송(불공정 약관 시정명령 취소소송) 패소 건에 대해 대법원 상고(이행)
- 문체부와 공동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여행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자율규약 등의 대책 마련(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글로벌 OTA를 통해 이루어지는 숙박업체의 예약･이용에 관한 분쟁은 OTA, 숙박업

체, 여행소비자의 이해관계가 함께 얽혀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사후적인 불공정
약관 시정뿐 아니라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대책 수립을 추
진하는 것은 적극적인 소비자 피해 예방조치로 평가할 수 있음
- 동 민관협의체는 공정위와 문체부 주관으로 글로벌 OTA 등 국내･외 여행업체, 여

행･호텔 등 관련 사업자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이 참여하여 소비자불만 실태조사, 관
련 사례연구, 공개 토론회 등을 거쳐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할 예정임270)
269)

서울고등법원 2020.5.20. 선고 2019누381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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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OTA의 환불불가 약관 시정조치 취소소송271)에서 공정위가 패소함에 따라,

향후 대법원에 상고심에서 심도 있는 법리 검토를 통해 논거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서울고등법원은, 문제 된 환불불가 조항은 개별 숙박업체와 여행 소비자 간의 숙박

계약의 일부일 뿐 OTA는 해당 조항의 작성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약관법의 규율대
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음
- 재판부는 또한 해당 조항의 불공정성 판단에 있어, 저가의 환불불가 숙박상품은 사

전에 여행계획을 미리 확정할 수 있는 소비자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등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어 불공정한 약관이 아니라고 보았음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강지원 ☎: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02-6788-4587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
044-200-4454

270)

문화체육관광부, 「온라인 여행사의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민관협의체 출범」, 보도자료, 2019. 9. 17.

271)

2019누381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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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건처리 기간의 단축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2019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사건처리 기간 단축방안
강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공정거래
위원회

∙ 사건처리 기간이 도과된 사건이 다수 발생하였는데, 공정위의 사건처리 역량 강화 및 사건처
리 기간 단축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장기사건 관리･감독 강화, 분쟁조정 활성화 등을 추진하여, 사건처리의 효율성을 제

고하고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지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음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사건처리 역량 강화 및 처리기간 단축 등의 방안 강구 여부
- 장기 미처리 사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이행 중)
- 공정거래조정원 등을 활용한 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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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사건처리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민사적 분

쟁의 성격이 강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등에 대해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제도를 활용도를 높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법 위반행위에 공정위의 한정된 인력･자원을 집중시키는 방안은 국회의 시정･처
리요구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됨
◦ 다만, 공정위의 처분시효272), 검찰의 공소시효가 임박한 장기 미처리 사건에 대한

관리･감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그 이행방안이 적시되지 않아, 시정
및 처리결과로는 충분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타 시정･처리요구사항 항목에서 기 언급

되어 공정위가 그 구체적인 이행방안(분쟁조정 신청대상 확대, 신청 각하대상 축소
등)을 보고하였음
- 특히 전속고발권을 보유하고 있는 공정위의 사건처리가 지연되어 공소시효(법 위반

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 만료 직전에야 검찰 고발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검찰이
공소제기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 해 대규모의 국제카르텔 사건 등 사회적 파
장이 큰 사건에 대한 형사처벌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3

개선방안
장기간 사건처리가 지연되어 공정위의 처분시효 등이 도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위의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273)(이하 “사건절차 규칙”)에 사건처
리 기한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현재 공정위의 처분시효는 법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이며, 사건의 인지에 장기

간이 소요될 수 있는 부당 공동행위(카르텔) 사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최장 12년
의 시효를 두고 있음274)
272)

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공정위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시효를 의미함

273)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9-15호, 2019. 12. 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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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사건처리 기한이 고시인 사건절차규칙이 아닌 비공개 내부지침에 규정되어 있기 때

문에, 그 준수여부에 대한 외부 감시･통제가 곤란하여 사건처리 지연의 우려가 존재함275)
공정위가 지난 2015년 10월 발표한 ‘사건처리절차 개혁방안’(“사건처리 3.0”)276)은 사건처
리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법 위반행위 유형의 특성별로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
하여 사건처리 기한을 사건절차규칙에 명시하는 방안을 포함하였음
◦ 심사관은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부당지원행위는 9개

월, 부당 공동행위는 13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며,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정해 사무처장의 허
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음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강지원 ☎: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02-6788-4587
심판관리관실 심판총괄담당관
044-200-4131

274)

종전에는 공정위의 조사 개시 여부에 따라 그 처분시효가 각기 달라질 수 있었으나, 최근 공정거래법 개정(2021. 5. 20. 시
행)을 통해 조사 여부와 무관하게 위반행위 종료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7년으로 통일하였다. 단, 부당 공동행위는 그 특성상
종전과 같이 조사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 (법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 조사 개시 이후 7년의 2원화된 시효를 적용함

275)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현장조사 절차 개혁하고 내부 통제 강화한다」, 보도자료, 2015. 10. 21.

276)

공정거래위원회(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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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위법성 입증 역량 제고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2019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중견기업의 부당지원행
위 규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공정거래
위원회

∙ 중견기업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부당성, 경쟁제한성 및 경제력집중 효과 등의 입증 역량을
제고할 것
∙ 중견기업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처리실적이 미미하므로 공정위 조사역량을 보강할 방법을
강구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경제분석 및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자체 입증 역량을 강화해 가고 있음
◦ 국세청 과세정보 공유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도 병행하여 보다 효율적인 법 집행을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중견기업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위법성(경쟁저해성 및 경제력집중 효과) 입증 역량 제고 여부
- 경제분석 및 디지털포렌식 등 부당지원행위의 위법성 입증을 위해 요구되는 공정위의 자체적인 역량 강화
(이행 중)
- 일감몰아주기 과세 관련 정보 입수 등 국세청과의 협조(2019. 12. 「국세기본법」 개정 완료) 병행(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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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국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징수 목적 뿐 아니라 공정위 등 중앙

행정기관 역시 과징금 부과･징수를 위해 국세청의 자료를 공유할 수 있게 됨으로써,
중견기업의 부당지원행위 규제에 있어 공정위의 위법성 입증 역량이 한층 강화된 것
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상속･증여세법」상 일감몰아주기의 지원객체가 된 계열사의 총수일가 지분율 관련

정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277) 관련 정보 등은 특히 부당지원행위의 위
법성 판단에 요구되는 경제력집중 효과 분석에 유용한 정보임
◦ 그러나 공정위의 자체적인 입증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는, 지원행위의 부당성을 입증

하는데 필수적인 정상가격(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거래했을 경우의 가상가격) 산정
등에 있어 공정위 경제분석과278)의 구체적인 기여도가 제시되지 않아 현재의 경제
분석 역량만으로 부당지원행위 사건의 위법성 입증이 충분한지 여부가 불분명함

3

개선방안
기업결합,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 경제분석이 필요한 사건에 투입되는 인력 외에 부당
지원행위의 정상가격 산정 및 경쟁저해성 입증에 충분한 전문인력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
하다고 인정될 경우 경제학 전문가 등 경제분석과의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공정위는 2015년 신세계 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사건,279) 2016년 SK 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사건280) 등에서 정상가격 입증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277)

「법인세법」 제52조는 법인이 자신에게 귀속되어야 할 이익을 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분여한 경우 과세목적상 해
당 거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한 이익의 분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해당 법인의 소득을
재계산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경윤, 「부당지원행위 금지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관계: 상호간 대체가능성을
중심으로」, 『법제』, 법제처, 2015. 12, 75면

278)

공정위 경제분석과는 기업결합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사건에서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보유 여부 판단, 경쟁제한효
과의 분석 등의 업무나 부당지원행위 사건에서 정상가격의 산정 등 고도의 경제분석을 요하는 사건을 지원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음

279)

대법원 2015.1.29. 선고 2014두36112 판결

280)

대법원 2016.3.10. 선고 2014두85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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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잇따라 패소하는 등, 판례는 공정위의 정상가격 산정에 있어 다소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음281)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강지원 ☎: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

281)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02-6788-4787
기업집단국 부당지원감시과
044-200-4893
경쟁정책국 경제분석과
044-200-4378

박준영,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정상가격에 대한 방법론적 연구」, 『경쟁과 법』 제7호,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2016. 10., 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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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조사권 남용 방지 및 기업의 방어권 강화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2019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조사권 남용 방지와 관
련해 다음과 같이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공정거래
위원회

∙ 직권인지 조사가 ‘필요한 때에 조사한다’는 규정을 바탕으로 공정위의 자의에 의해 이루어진
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자의적인 조사 행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공정위의 조사권 남용 억제 및 공정위 조사에 대한 기업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 공정위
조사절차규칙을 법제화하여 투명하게 운영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조사권 남용 통제장치가 대폭 보완되었으며, 개정 법률 시행

(2021년 5월)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 법령 개정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임
-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공정위의 조사권 남용 통제장치로는 ▲조사결과 서

면통지, ▲보관조서 교부 및 보관자료 반환의무, ▲조사공문 교부, ▲조사 시간･기
간 제한, ▲피조사업체의 의견진술기회 부여 등이 있음
◦ 제20대국회에서 기업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보완하는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282)(이하 “조사절차규칙”)이 법제화되었음(2020년 5월)
- 개정 법률에 따라 향후에도 조사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282)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0호, 2018. 12. 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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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공정위의 자의적인 조사개시 등 조사권 남용 통제방안 마련 여부
- 2020.5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조사권 남용 통제방안 법제화(이행)
- 개정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 추진(계획 수립 중)
∙ 기업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위한 조사절차규칙 법제화 여부
-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방어권 행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사절차규칙 일부를 법제화(이행 중)
- 개정 법률에 따라 향후 조사절차의 투명성을 유지(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2020년 5월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공정위의 조사과정에서 기업이 행사할 수 있는 권

리 와 조사공무원의 준수 의무를 기존의 공정위 고시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는 점에서 조사권 남용 방지 및 기업의 방어권 강화에 기여하
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조사절차규칙에 규정된 내용 중 기업의 방어권 행사에 핵심적인 내용 일부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회의 시정･처리요구에 대한 이행이 충
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음

3

개선방안
2020.5월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포함되지 못한 변호인 조력권의 명문화, 조사공무원의 진술
조서 작성 의무화 등은 기업의 방어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핵심적인 사항이므로 현
재 조사절차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법률로 상향하는 방안이 바람직함283)

283)

강지원, 「사건처리절차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의 시사점(1): 조사절차」, 『이슈와 논점』 제1719호, 국회입
법조사처, 2020.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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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와 달리 영장의 통제를 받지 않는 공정위의 현장조사시 불필요한 탐색이나 사생

활 침해가 일어나는 것을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언과 자문
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행 조사절차규칙은 진술조서의 작성을 공정위의 재량에 맡겨놓고 있는데 그

진술내용의 정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사공무원의 진술조서 작성을 의무화하
여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공정위는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현재 입법예고(2020. 6. 11.~7.
21.) 중에 있음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강지원 ☎: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02-6788-4587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
044-200-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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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대상 확대 및 조정 참여･성립 활성화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2019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하여
분쟁조정절차의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공정거래
위원회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 분쟁조정 절차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한국공정 ∙ 최근 조정성립률이 하락하고 조정기간이 길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의 조정 참가
거래조정원 를 의무화하고 조정이 성립되면 당사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19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분쟁조정 신청대상 확대 등 법령 개정을 통한 분쟁조정 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임
-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완료된 건을 포함, 조정신청 각하대상을 축소하는 등 제도개

선 노력을 지속할 계획임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향후 분쟁조정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결정 권한 있는 자가 조

정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조정절차의 신속성과 확실성을 담보하는 등,
조정성립률을 개선하고 처리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당사자의 조정 참가를 의무화하고 조정 성립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은 법 개

정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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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분쟁조정 신청대상 확대 방안 마련 여부
- 분쟁조정 신청대상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추진 중(이행 중)
- 조정신청 각하대상 축소 방안 등의 제도개선 추진 중(이행 중)
∙ 조정성립률 하락 및 조정기간 단축 방안 마련 여부
- 조정 피신청인 중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한 자의 조정참여를 적극 유도(대안이행 중)
- 당사자의 조정 참가 의무화 및 조정 성립 시 인센티브 부여는 법 개정사항(미이행)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분쟁조정 신청대상 확대 및 각하대상 축소는 분쟁조정제도의 활용 폭을 확대해 줄

수 있는 타당한 개선방안으로 평가되나,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부과된 사건(현재는
각하대상)을 조정신청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참여할 충분한
유인을 마련하는 등의 제도보완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부과 받은 사건이라고 해도 시간･비용이 소요되는 별도의 민

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조정절차를 활용해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필요성
이 인정될 수 있기에, 이를 조정신청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은 긍정적인 방향의 개선
안임
- 다만, 피신청인 입장에서는 공정위의 시정조치 면제가 조정절차에 참여하는 가장

큰 유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이미 시정조치를 부과 받은 건에 대해서는 조정
절차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유인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것284)이므로 제도적으로 새
로운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84)

김건호, 「공정거래 관련 조정제도 발전을 위한 고찰」, 『“갑을관계 정상화”를 위한 분쟁조정 활성화 방안』, 국회의원 장병
완･국회입법조사처 공동주최 세미나 자료집, 2019. 7. 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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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조정 참가 의무화 및 성립된 조정 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국정감사에서

요구된 법령 개정방안에 대한 피감기관(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의견이 명확히 제시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정･처리결과 보고로써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존재함
- 가령 「건설산업기본법」과 같이 분쟁조정 신청이 있을 경우 조정절차 참여를 의무화

하고 불참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의 적절성이나, 공정거래협약제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 사업자의 법령 준수나 피해구제 노력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입장이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함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강 지 원 ☎ : 02-6788-4787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
☎ : 044-200-4309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1실
☎ : 02-6363-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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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언시 제도의 감면신청 적용범위 보완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2019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공정위에 대하여 자진신고자 감면제도285)(이하
“리니언시 제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공정거래
위원회

∙ 담합행위(공동행위) 참가자가 자진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담합행위에 대한 제재의 전
부 또는 일부를 감면받도록 해 주는 제도인 리니언시 제도가 기업에 대한 면죄부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공정위는 2019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공정위는 1996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하여 최초로 도입된 리니언시 제도가 악용되

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제도적 개선을 지속해왔음
- (2007년) 담합 강요자에 대한 감면 배제286)
- (2012년) 2개사가 가담한 담합에서 2순위 감면신청자의 감면 배제287)

285)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담합행위 참가자가 자진하여 합의 입증과 관련된 정보를 공정위에 제공하는 대가로 담합행위에 대
한 제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받도록 해주는 제도임(공정거래법 제22조의2제1항)

286)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5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제1항제5호
5. …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시정조치와 과징금의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287)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5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제1항제6호 가목
6.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감경하지 아니한다.
가. 2개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고 그 중의 한 사업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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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감면 후 5년 내 새로운 법 위반시 감면 배제288)

◦ 향후에도 추가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보완 하도록 하겠음
- 2순위 감면신청자에 있어,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먼저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

는 지위를 불인정하는 방안에 관하여 검토해보고자 함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리니언시 제도의 추가적 보완사항 개선 여부
- 감면 신청방법과 접수 시점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이행)
- 추가감면제도(Amnesty plus)289) 기준 구체화(이행) 등
∙ 공정위가 제시한 추가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 여부
- 2순위 감면신청자가 담합행위에 관한 증거 등을 제출하기에 앞서 공정위가 먼저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경우,
2순위 감면신청자의 지위를 불인정 하는 방안에 관한 검토(미이행)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담합행위의 신속한 적발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리니언시 제도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를 제정하여 감면 신청방법과 접수 시점의 기준을 정하고 추가감면제도
기준을 구체화 하여 리니언시 제도를 개선･보완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288)

공정거래법 제22조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제2항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자가 그 감경 또는 면제받은 날 이후에 새롭게 제19조제1
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또
는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를 하지 아니한다.

289)

추가감면제도는 감면대상이 되지 않거나 일부 감면대상이 된 사업자가 해당 담합행위 이외에 자신이 참가했던 다른 담합
행위에 관한 증거를 최초로 제공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경우, 다른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이나 시정조치에 있어서 필수
적 면제 또는 감경혜택을 그대로 향유하는 동시에, 해당 담합행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과징금을 감면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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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2016년 이후 리니언시에 관한 구체적인 제도개선의 논의가 없으므로 평가하

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 공정위는 2020년 「공정위 주요업무 추진계획」290)에 특정 분야291)에서의 담합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는 논하지 않음

3

개선방안
담합은 대부분 은밀한 공모를 통해 이루어지는 속성이 있고, 합의서 등 문서를 남기지 않는
등 그 담합을 위한 합의의 방법도 더욱 지능화되고 있음
따라서 리니언시 제도는 담합을 위한 합의의 정황을 찾아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하는 규
제기관에게 담합 적발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의 하나로서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담합행위의 형성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장기간 담합을 반복해 온 사업자가 가장 먼
저 자진신고를 하여 처벌을 면제받게 되는 경우, 담합을 주도한 사업자로 인해 담합에 참여하
게 된 사업자에게만 제재를 가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공정위의 조사가 개시된 이후에야 조사에 협조해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는 등 리니언시
제도가 기업의 면죄부로 지나치게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개시 이후의 조사협조
자에게 부여하는 과징금･시정조치 감면의 폭을 축소하는 방안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볼 필요
가 있음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최은진 ☎: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02-6788-4586
카르텔총괄과
044-200-4544

290)

공정위, 「공정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0. 3. 5.

291)

국민 안전･건강(수도･철도장비, 의료기기 등), 일상생활(통신, 식품, 물류 등), 취약계층 피해 유발(농업용자재, 구인･구
직서비스플랫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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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제도 활성화 방안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2019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공정위에 대하여 동의의결제도292)와 관련해 다음
과 같이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공정거래
위원회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 동의의결제도 활용실적이 저조하므로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공정위는 2019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공정위는 2011년 12월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된 이후 총 18건을 처리하여 실적이 저

조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동의의결제도가 ‘기업 봐주기’라는 비판이 있으나 신속하게 법 위반상태를 해소하고

직접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음
- 공정위는 동의의결 이행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지속 보완하면서 적극적

으로 활용해 나갈 예정임

292)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이란 법 위반혐의를 받는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정위가 당해 사안에 대한 조사 또는 심의절차를
중단하고, 당해 신청인이 공정위에 제시한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로 내려지는 의결을 의미함(공정거래법 제51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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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동의의결 이행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 여부
- 2020. 4. 29.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293)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021. 5. 21. 시행)하여 동의의결 이행관
리제도를 도입함(이행)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현행 동의의결제도는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동의의결을 이행하는 경우, 신청인의 공정위에 대한 그 이행결과 제출의무만 규정하
고 공정위의 신청인에 대한 이행관리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동의의결 이행관리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었음
◦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동의의결 이행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정위의 이행점검･

자료요청 권한 등을 신설하고, 이행관리 업무를 공정거래조정원과 한국소비자원으
로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동의의결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3

개선방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이행점검의 주체(공정거래조정원과 한국소비자원)는 규정하고 있으나,
이행점검의 구체적인 업무 분담의 기준 및 이행점검의 정도 등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음

29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024891, 2020.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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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동의의결 이행관리를 할 때, 이행관리 주체인 공정거래조정원과 한국소비자원이 어떠한
기준으로 업무를 분담할 것인지 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행점검의 정도가 단지 회계감사의 수준인지 또는 타당성 감사까지 미치는 수준인지
등 그 기준을 마련하는 것에 관하여 심층적인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임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최은진 ☎: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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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한국소비자원
고령소비자 대상 비대면거래 관련 소비자교육 확대 강화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2019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에 대하여 고령소비자 교육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한국
소비자원

∙ 고령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하고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고령
소비자가 디지털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한국소비자원은 2019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고령소비자 교육 개선 관련 체계적 연구를 수행하여 고령소비자 교육 내용의 다각화

를 위한 노력을 하겠음
◦ 고령소비자 대상 소비자교육을 실시하여 비대면거래 관련 주요 소비자정보를 제공

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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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고령소비자 교육 개선 관련 연구 수행 여부
- 2019년 12월 「고령자 대상 소비자교육 프로그램 개선방안 연구」294)를 수행함(이행)
∙ 비대면거래 등 관련 고령소비자대상 소비자교육 실시 여부 등
- 「고령자를 위한 소비자교육 교안」 제공(2019. 1.)(이행)
- 한국소비자원-NH농협은행, 「어르신을 위한 안전한 소비생활가이드」 제작･배포(2019. 8.)(이행)
- 한국소비자원-한국노인인력개발원, ‘시니어 소비자 지킴이’ 양성과정295) 협약 체결(2019. 12.)(이행)
- 고령소비자 등 취약소비자보호 법제 개선방안 연구(계획수립 중)
- ‘시니어 소비자 지킴이’ 사업의 전국적 확대 예정(계획수립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고령자 대상 소비자교육 프로그램 개선방안 연구」를 통하여 고령소비자교육 현황

을 분석하고, 전문 강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령자 대상 소비자교육 프로그램의 개
선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한국소비자원이 교안제공･가이드마련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소비

자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비대면거래와 관련한 내용은 모바일 사용방법, 보이스피
싱 대응법에 그쳐 다각적인 교육을 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294)

손지연, 「고령자 대상 소비자교육 프로그램 개선방안 연구」, 정책연구 19-18, 한국소비자원, 2019.

295)

양성과정의 내용으로는 △시니어 소비자지킴이 양성을 위한 교재개발 및 교육, △시니어 소비자지킴이의 상담･피해구
제･소비자교육을 위한 활동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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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방안
최근 고령소비자의 비대면거래 관련 상담 건수는 모바일거래와 소셜커머스(쇼핑) 측면에 있
어서 증가하는 현상이 보임(2020년 6월 30일 기준)
고령소비자 비대면거래 관련 소비자 상담 현황296)
구분

2018

2019

2020. 6. 29.

TV홈쇼핑

4,066

4,082

3,218

국내온라인거래

4,421

5,922

4,188

국제온라인거래

141

154

106

기타통신판매

2,304

2,475

1,340

모바일거래

387

1,090

871

소셜커머스(쇼핑)

321

678

537

전화권유판매

3,769

4,938

2,344

합계

15,409

19,339

12,604

주 1 : 1372소비자상담센터(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처리시스템) 통계임
주 2 : 2020. 6. 30. 오후 5시 15분 조회된 건수임
자료 : 한국소비자원 국회입법조사처 요청자료(2020)

◦ 실생활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모바일거래, 인터넷 쇼핑뿐만 아니라 최근에 코로나

19로 인하여 사용이 증가된 배달앱 어플, 간편결제, 키오스크 사용법 등 비대면거래
와 관련한 고령소비자 대상 소비자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최 은 진 ☎ : 02-6788-4586
관련부처 한국소비자원 교육기획팀
☎ : 043-880-5732

296)

한국소비자원, 국회입법조사처 요청자료, 2020. 6. 30, 판매방법 ‘전화권유판매’, ‘TV홈쇼핑’, ‘소셜커머스(쇼핑)’, ‘국내
온라인거래’, ‘국제온라인거래’, ‘모바일거래’, ‘기타통신판매’로 지정 후, 연령 확인 가능한 건 중에서 60대 이상으로 조
회된 건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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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리콜 제품 국내 유입에 따른 소비자보호 강화 필요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2019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에 대하여 해외 리콜제품 안전기준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한국
소비자원

∙ 해외리콜 제품의 국내 지속 유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바,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
하여 근본적 유통 차단 대책을 마련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한국소비자원은 2019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해외위해제품관리실무협의체’를 발족하여 유관부처와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도록

하겠음
◦ 해외리콜 제품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음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해외 리콜제품과 관련하여 유관부처 간 협업 강화 여부
- 한국소비자원･국가기술표준원, 제품 리콜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 실시(2019. 10.)(이행)
- 한국소비자원･공정위･관세청･국가기술표준원･식약처･환경부, ‘해외위해제품관리실무협의체’ 발족 및 1차
회의 실시(2020. 3.)(이행)
∙ 해외리콜 제품 관련 제도개선 필요성 및 개선방안 모색 여부
- ‘2019년 해외리콜 제품 국내 유통 모니터링’을 실시(이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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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해외위해제품관리실무협의체를 발족하여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해외리콜 제품의 동

향을 공유하고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은 긍정적임
-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을 포함한 해외 위해제품에 대한 각 부처･기관별 조치 내역을

매월 공유하기로 함
- 해외 위해제품의 국내 유입원천 차단을 위하여 각 부처･기관별 공동조치를 수행하

기로 함
◦ 매년 국내 안전기준 미비 제품에 따른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임
- 최근 3년간 안전실태조사를 통해 국내 안전기준 미비 제품에 관하여 △ 2017년 13

건, △ 2018년 17건, △ 2019년 11건의 기준을 마련하였음297)

3

개선방안
소비자는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리콜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보다는 수동적이고 후발적으로
리콜 관련 정보를 접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임
이에 한국소비자원 및 각종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리콜 정보를 홈페이지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 포털298) 등을 통해 공개하여 국내 리콜제품 뿐만 아니라 해외 리
콜제품에 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리콜정보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과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에 따라, 소비자가 즉각적으로 리콜정보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향후 지방자
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리콜정보도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과 연계하여
제공하는 것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299)

297)

한국소비자원,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20. 6. 30.

298)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은 정부, 공공, 민간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피해구제기관에 대한
종합신청창구를 마련하여, 소비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예방과 함께 실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쉽게 구
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임 , https://www.consumer.go.kr/consumer/index.do

299)

공정위, 「2018년 리콜 총 2,220건」, 공정위 뉴스 소비자정책, 2019. 9. 25.

243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또한 해외 리콜제품과 관련하여 리콜 정보 등에 관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8조는 사업자가 소비자 또는 판매자에게 리콜계획을 통

지하도록 하고 있는 바,300) 리콜계획의 통지 주체자를 사업자뿐만 아니라 수입･유
통업자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 또한 시행령은 소비자의 주소 정보 유무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리콜계획을 통지하도

록 하고 있는데, 휴대전화 번호 또는 전자우편 주소가 정보 접근성에 있어 보다 효과
적인 점을 고려하여 휴대전화 문자 발송 또는 전자우편 발송이 가능하도록 전달수단
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음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최 은 진 ☎ : 02-6788-4586
관련부처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
☎ : 043-880-5812

300)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제5호
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계획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의 안전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
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계획서의 제출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5. 소비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시정조치계획을 알리기 위한 다음 각 목의 방법
가. 소비자의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 : 등기우편에 의한 방법
나. 소비자의 주소를 모르거나 다수의 소비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시정조치계획을 신속하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
방송이나 신문에 광고하는 방법 및 대형마트등이나 물품 등의 판매･제공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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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
온렌딩 대출 관련 창업기업 지원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2019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온렌딩 대출 관련 창업기
업 지원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한국산업
은행

∙ 온렌딩 대출 관련 초기 창업기업 대출금을 일정 비율 이상 배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중개금융
기관이 적극적으로 자금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한국산업은행은 2019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대출대상 기업 선정은 중개금융기관의 고유 권한에 해당하여 비율 의무화에는 한계

가 있으나, 한국산업은행은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제도에
반영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창업･벤처기업 지원 특별 온렌딩」에 투입되는 자금을 2019년 5,000억 원에서

2020년 6,000억 원으로 확대 운용할 계획임
- 2020. 1. 창업기업 및 저신용기업 대상 신상품(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특별 온

렌딩)을 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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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금융기관 평가에 창업기업 지원 실적을 반영하여, 2020년 온렌딩 대출 한도를

차등 배정할 계획임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중개금융기관의 창업기업에 대한 대출 비율 의무화 및 적극적 자금지원 대책 마련 여부
- 대출비율 의무화까지는 아니나 적극적 자금지원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여 이행 중임(대안 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온렌딩(On-lending) 대출은 한국산업은행이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하여 은행 또

는 여신전문금융회사(중개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여하고, 중개금융기관이 대상기업
을 선정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간접 정책금융제도임
- 대출기업 선정기준은 저금리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신용등급’301)에 해당하는 「중소

301)

2020. 4. 10. 한국기업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기업신용등급은 ‘기업의 1년 이내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신용도’를 일정한
등급으로 기호화한 것으로, 신용등급별 정의는 다음과 같고, 온렌딩 대출은 B~BBB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등급
AAA
AA
A
BBB

채무상환능력이 매우 우량하나 AAA보다는 다소 열위한 요소가 있음
채무상환능력이 우량하나 상위등급에 비해 경기침체 및 환경변화의 영향을 받기 쉬움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하나 장래 경제침체 및 환경악화에 따라 채무상환 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음

BB

채무상환능력은 인정되나 장래의 경제여건 및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안정성 면에서 다소 불안한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B

현재시점에서 채무상환 능력에 당면 문제는 없으나 장래의 경제여건 및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안정성 면에서 불안한
요소가 있음

CCC

현재시점에서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CC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음

C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매우 높음

D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음

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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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302)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 중견기업303)임
- 한국산업은행은 신용도가 다소 낮더라도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

을 위하여 신용위험을 일부 분담하는 신용위험분담부 온렌딩 대출을 운용하고 있음
∙ 중개금융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산업은행이 온렌딩 대출 자금의 50~70% 범위 내에서 위험을
분담함

◦ 한국산업은행이 창업기업 등을 위한 신상품을 출시하면서, 온렌딩 대출실적을 반영

하여 중개금융기업에게 온렌딩 대출한도를 차등 배정하겠다는 것은 창업기업 지원
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하려는 것으로 평가됨
◦ 다만, 창업기업에 대한 대출실적을 중개금융기관에 대한 평가에 반영하여 ‘온렌딩

대출한도’를 차등 배정하는 것이 과연 실효적인 대책인지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현행 제도는 중개금융기관이 지원 대상기업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여 대출 여부 및

조건(규모 및 금리) 등을 결정하고 한국산업은행은 지원대상 기업이 최소한의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만을 판단하면서, 중개금융기관의 여신 심사기능을 최대한
활용･신뢰하고 있는 토대에 기초하고 있음

30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
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
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0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관이 아닐 것
다. 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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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한국산업은행도 신용위험을 부담하고 있는 만큼 한국산업은행의 신용평가

절차를 강화하거나,304) 중개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할 필
요가 있다고 보임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조 서 연 ☎ : 02-6788-4585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 : 02-2100-2860
한국산업은행 온렌딩금융실
☎ : 02-787-0580

304)

최영주, 「온렌딩대출 리스크 현황 및 시사점」, 감사원 감사연구원, 2016. 12.,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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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2020 국정감사 정책자료
제2부 2019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제1부

2020 국정감사
정책자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적 대응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통계청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생산연령인구가 감
소하고 있으며, 총인구도 2028년 이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2018년 3,765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72.9%에 이르던 생산연령인구는 2030년 3,395

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65.4%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2067년에는 1,784
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5.4%에 그칠 것으로 보임
◦ 주요경제활동 인구라 할 수 있는 25세~49세 인구는 2018년 1,948만 명(37.7%)에

서 2030년 1,690만 명(32.5%)으로 줄어든 이후 2067년에는 823만 명(20.9%)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한편, 2018년 73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3%였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30년
1,29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2067년에는 1,827만 명
(46.5%)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총인구, 생산연령인구, 고령인구 전망
(단위 : 만 명, %)

구분
총인구

2018년

2030년

2050년

2067년

5,161 (100.0)

5,193 (100.0)

4,774 (100.0)

3,929 (100.0)

생산연령인구

3,765

(72.9)

3,395

(65.4)

2,449

(51.3)

1,784

(45.4)

15~24세

631

(12.2)

449

(8.7)

341

(7.1)

258

(6.6)

25~49세

1,948

(37.7)

1,690

(32.5)

1,053

(22.0)

823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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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8년

50~64세
고령인구

2030년

2050년

2067년

1,185

(23.0)

1,255

(24.2)

1,055

(22.1)

703

(17.9)

737

(14.3)

1,298

(25.0)

1,901

(39.8)

1,827

(46.5)

주 : 1) 총 인구, 생산연령 인구, 노령 인구 등은 중위수준의 출산율과 기대수명, 국제순이동 조합으로 전망한 결과임
2) 고령인구는 65세 이상 인구이며, ( )는 총 인구 대비 비중임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9. 12.,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는 출생아수 감소 때문으로,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는 그 영향이
세대를 이어 지속되는 특성이 있음
◦ 1980년대 이후 감소하기 시작한 출생아수는 현재 결혼 적령기에 해당하는 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향후에도 혼인 및 출산에 지속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단위 : 천 명, 명)

구분

1970

1980

1990

2000

2010

2015

2018

출생아수

1,007

863

650

640

470

438

327

합계출산율

4.53

2.82

1.57

1.48

1.23

1.24

0.98

주 : 합계출산율은 여성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임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국가통계포털(http://kosos.kr)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는 향후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력의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장
기적으로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또한,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인구 고령화로 인해 생산연령인구의 총부양비1)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젊은 세대에게 조세 및 사회보장부담 등이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생산연령 인구의 총 부양비 전망
(단위 : 명)

구분

2018년

2030년

2050년

2067년

총 부양비

37.1

53.0

95.0

120.2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9. 12.,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1)

생산연령인구의 총부양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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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선방안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우선적이고 장기적으로 고
려하여야 하나, 출산장려 정책만으로는 이미 상당부분 진행된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단기에
바꾸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단기적으로는 향후 예상되는 노동력 부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취업능력과 취업의사가
있는 경력단절 여성, 은퇴자 및 고령자 등의 유휴인력이 보다 쉽고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진
입할 수 있도록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교육 등의 다양한 정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유휴인력 등의 노동시장 진입이후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 훈련 및 직무능력 개

발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여 노동생산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세수구조 변화, 복지예산 지출 등에 대응하여 안정적이
고 지속가능한 정부 지출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김 민 창 ☎ : 02-6788-4571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인구경제과
☎ : 044-215-8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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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 강화 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은 매년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국가경쟁력
을 평가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WEF가 평가한 2019년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141개 국
가 중 13위를 기록하였음
◦ 2018년 평가결과에서는 140개 국가 중 15위 수준이었으며, 2019년을 기준으로 141

개 국가를 대상으로 ‘기본환경’, ‘인적자본’, ‘시장’, ‘혁신생태계’ 등 4개 분야, 12개
부문, 103개 항목(통계 56개, 설문 47개)에 대해 평가하였음
WEF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구분

2018

2019

전체 순위

15

13

- 제도

27

26

- 인프라

6

6

- ICT 보급

1

1

- 거시경제안정성

1

1

- 보건

19

8

- 기술

27

27

- 생산물 시장

67

59

- 노동시장

48

51

- 금융시스템

19

18

- 시장규모

14

14

- 기업활력

22

25

- 혁신역량

8

6

◦ 기본환경

◦ 인적자본

◦ 시장

◦ 혁신생태계

자료 : WEF(http://www.weforu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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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2019년을 기준으로 ‘ICT 보급’ 부문과 ‘거시경제안정성’ 부문의
경쟁력이 세계 1위로 평가되었으며, ‘인프라’ 부문과 ‘보건’ 부문의 경쟁력도 각각 세계 6위
와 8위 수준으로 매우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생산물시장’(59위) 부문과 ‘노동시
장’(51위) 부문의 국가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음
◦ ‘생산물시장’ 부문 중에서는 ‘독과점 수준’(93위) 항목의 경쟁력이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낮았으며, ‘노동시장’ 부문 중에서는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협력’(130위) 항목
의 경쟁력이 조사대상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되었음
생산물시장’ 부문 및 ‘노동시장’ 부문 세부항목 평가결과
세부 항목
- 생산물시장 (Product market)

순위
59

∙ 조세 및 보조금의 경쟁왜곡 영향(Distortive effect of taxes and subsidies on competition)

61

∙ 독과점 수준(Extent of market dominance)

93

∙ 서비스업계의 경쟁(competition in services)

48

∙ 무역장벽이 존재하는 정도(Prevalence of non-tariff barriers)

77

∙ 관세율 (Trade tariffs)

91

∙ 관세의 복잡성 (complexity of tariffs)

83

∙ 통관절차의 효율성 (Border clearance efficiency)

25

- 노동시장 (Product market)

51

∙ 정리해고비용(Redundancy costs)

116

∙ 고용 및 해고관행(Hiring and firing practices)

102

∙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협력(Cooperation in labour-employer relations)

130

∙ 임금결정의 유연성(Flexibility of wage determination)

84

∙ 적극적 노동정책(Active labour market policies)

20

∙ 근로자의 권리(Workers’ rights)

93

∙ 외국인 노동자 고용의 용이성(Ease of hiring foreign labour)

100

∙ 국내 노동력의 이동성(Internal labour mobility)

70

∙ 전문경영에 대한 신뢰도(Reliance on professional management)

54

∙ 급여 및 생산성(Pay and productivity)

14

∙ 남성 대비 여성 임금근로자 비중(Ratio of wage and salaried female workers to male workers)

59

∙ 노동세율(Labour tax rate)

55

자료 : WEF(http://www.weforu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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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선방안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WEF의 국가경쟁력 평가 부문 중 경쟁력이 상대적
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부문을 중심으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2019년 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

되었던 ‘생산물 시장’ 부문 중 ‘독과점의 수준’(93위) 항목의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공정경쟁 촉진 등을 통해 생산물 시장의 독과점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노동시장’ 부문 중에서는 특히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협력’(130위) 항목의
경쟁력이 조사대상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사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김 민 창 ☎ : 02-6788-4571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거시정책과
☎ : 044-215-4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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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활성화
1

현황 및 문제점
사회적경제란 구성원간 협력･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용역의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
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함
사회적경제는 시장에서의 경제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시장경제와 유사하나 자율･민주, 연대･
협력 등의 활동목표에서 차이가 존재함
◦ (자율･민주) 경제적 효율성보다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 1인 1표 등 민주적 의사결정

을 통한 자율경영을 통해 운영
◦ (사회통합) 영리 추구보다 구성원 간 이익 공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기

여 등 사회적 가치를 우선 추구
◦ (연대･협력) 시민들이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자발적 공동체

를 구성하여 상호 협력
◦ (경쟁･보완) 일반 영리기업과 경쟁하면서,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시장과 정부의 실

패를 보완하는 제3의 영역으로 기능
우리나라에는 현재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
제활동을 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설립되어 있음
◦ 사회적경제조직은 유휴인력 활용 등을 통한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 소득양극화 해

소, 사회안전망 강화, 공동체 복원 등의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주요 사회적경제조직 현황
구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합계

2,518개

1,592개

1,213개

17,883개

주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은 2020년 6월 현재 기준, 마을기업은 2019년 6월, 자활기업은 2019년 12월 기준
자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ocialenterprise.or.kr), 행정안전부(www.mois.go.kr), 한국자활복지개발원(www.
kdissw.or.kr), 협동조합포털(www.coo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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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관련 법제도 및 정책이 각 소관부처별로 추진되고 있어 부처
별･지자체별로 각각의 전달체계 구축에 따른 중복･비효율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체계
적인 정책수립･집행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음
사회적경제조직의 법적 근거 및 주요업무 등
사회적경제조직
(법적근거)

주무부처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고용노동부

∙ 사회서비스 등 산업별 일자리창출 지원대책 수립･시행
∙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사회적기업 인증제도의 운영

행정안전부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
∙ 마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및 추진
∙ 마을기업 운영실태의 관리 및 제도개선
∙ 마을기업 교육･컨설팅 등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
∙ 마을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

보건복지부

∙ 종합자활지원계획의 수립･조정
∙ 자활사업대상자의 선정 및 관리
∙ 지역자활센터의 지정･평가･지원에 관한 사항
∙ 자활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자활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중앙･광역자활센터 설립, 지도･감독･지원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

∙ 협동조합 장･단기 발전전략, 정책방향 수립 및 총괄･조정
∙ 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관련 제도개선
∙ 실태조사 실시, 결과공표, 국회보고에 관한 사항
∙ 협동조합형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공동체 등에 관한 정책 협
의･조정
∙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
고･인가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협동조합 운영을 위한 세부 업무지침 마련･운영
∙ 협동조합 관련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 교육 및 홍보계획의 수립･시행

마을기업
(행안부 마을기업육성
사업 시행지침)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주요업무

◦ 사회적경제 기업의 인증, 지원 및 감독 등의 법적 근거가 기획재정부 소관의 「협동조

합기본법」,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육성
법」 등으로 나뉘어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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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선방안
현재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정책전달 체계의 중복･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기본법」 등의 제정을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통
합적인 총괄조정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김 민 창 ☎ : 02-6788-4571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 사회적경제과
☎ : 044-215-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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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내수활성화 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 19로 인해 글로벌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2020년 경제
성장률도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OECD가 2020년 6월 발표한 경제전망에 따르면 코로나가 재 확산하지 않을 경우

2020년 세계경제성장률은 –6.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도 –1.2%로 전망하였음2)
- OECD는 코로나가 재 확산할 경우에는 세계경제성장률이 –7.6%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도 –2.5%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였음
한편, 한국은행은 지난 5월 2020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0.2%로 전망하였으며, 민간소
비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불안심리 증대 등으로 전년대비 –1.4%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2019년 1.9% 증가율을 보였던 민간소비는 2020년에는 가계 소득여건의 악화와 소

비성향 하락 등으로 인해 전년에 비해 크게 부진할 것으로 예상됨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GDP

2.8

3.1

2.7

2.0

-0.2

민간소비

2.5

2.6

2.8

1.9

-1.4

수출

2.2

3.8

4.0

0.5

-2.1

주 : 전년대비 성장률이며, 2020년은 전망치임
자료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0. 5.)

우리경제는 전통적으로 수출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으나, 2018년부터
본격화된 미･중 무역갈등과 글로벌 보호무역기조 확산, 코로나 19에 따른 각국의 봉쇄조치
등으로 인해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졌음

2)

OECD, 「OECD Economic Outlook」 (202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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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의 전개양상에 따라 향후 수출경제 여건이 달라질 수 있으나, 수출 둔화와 함께 민
간 소비 등의 내수경기 침체가 가속화될 경우 경제위기 극복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코로나 19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가 우리나라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면서 투자위축

과 고용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실업 증가와 가계소득의 악화가 내수소
비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개선방안
코로나 19로 인한 글로벌 경제위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경제의 빠른 회
복을 위해서는 대외 경제여건에 따른 불확실성이 높은 수출이외에 내수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내수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진작을 위한 가계소득 지원 뿐 아니라 소비-투자-고용-

소득의 순환 고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정책의 마련이 필요함
- 소비여력 저하를 막기 위한 가계부채 관리, 안정적 물가관리 등을 통한 생계비 부담

경감 등 민간소비지출을 제약하는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
으로 보임. 또한,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 증가 등에 대응하여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고용 지원 및 직업훈련을 통한 고용회복 정책 등도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김 민 창 ☎ : 02-6788-4571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 : 044-215-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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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소득 증대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1/4분기 현재 우리나라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535만 8천 원(경상
소득 520만 8천 원, 비 경상소득 15만 1천 원)으로 전년동분기 대비 3.7%(명목기준) 증가
하였으며,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할 경우 실질소득 증가율은 2.5% 수준으로 나타남
가구 월평균 소득 동향
(단위 : 천 원, %, 전년동분기 대비)

구분
소 득

금액
2019.1/4 (구성비)

증감율
2020.1/4 (구성비)

2020.1/4

5,168

(100.0)

5,358

(100.0)

3.7

5,084

(98.4)

5,208

(97.2)

2.4

근로소득

3,466

(67.1)

3,529

(65.9)

1.8

사업소득

918

(17.8)

938

(17.5)

2.2

재산소득

37

(0.7)

45

(0.8)

22.4

이전소득

664

(12.9)

696

(13.0)

4.7

84

(1.6)

151

(2.8)

79.8

경상소득

비경상소득

자료 : 통계청, 「2020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보도자료 (2020. 5.)

한편, 우리나라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017년 1/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
였으나, 2018년 3/4분기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
소득 증감률 추이

자료 : 통계청, 「2020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보도자료 (202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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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구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상소득의 증가율은 2018년 1/4분기 이후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경상소득 증감률 추이

자료 : 통계청, 「2020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보도자료 (2020. 5.)

◦ 2020년 1/4분기 경상소득 증가율은 명목소득 기준 전년동분기 대비 2.4%, 실질소

득 기준 1.2%에 그쳤음
가구소득 증가율의 둔화는 가계의 소비지출 감소로 이어져 수요위축과 내수부진을 장기화시
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2020년 1/4분기 가계의 소비지출 증가율은 전년동분기 대비 –6.0%로 나타났음
가구 월평균 소비지출 동향
(단위 : 천 원, %, 전년동분기 대비)

구분

금액
2019.1/4 (구성비)

가계 지출

증감율

2019.4/4 (구성비)

2020.1/4 (구성비)

2020.1/4

4,147

(100.0)

3,897

(100.0)

3,946

(100.0)

-4.9

소비지출

3,061

(73.8)

2,908

(74.6)

2,878

(72.9)

-6.0

비소비지출

1,086

(26.2)

989

(25.4)

1,067

(27.1)

-1.7

주 : 비소비지출은 경상조세, 사회보험료, 이자비용, 가구간 이전지출, 비영리단체로 이전지출 등임
자료 : 통계청, 「2020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보도자료 (2020. 5.)

2

개선방안
가구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임금, 자영업자의 영업이익,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의 경상소득
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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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적으로는 코로나 19로 인한 실업 발생에 대응하여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정

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가구의 안정적 소득증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등의 고용상황 개선,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
원확대 등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김 민 창 ☎ : 02-6788-4571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 : 044-215-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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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플레이션 우려에 대응한 물가관리 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2019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0.4%를 기록하였으며, 2015년 이후 저물가 현상이 지속
되고 있음
◦ 2012년 2.2%를 나타냈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2015년에는 0.7%로 낮아졌으

며, 2016년(1.0%)과 2017년(1.9%)에 다소 높아졌으나 2018년(1.5%)부터 다시 낮
아져 2019년에는 0.4%에 그쳤음
◦ 근원물가지수3) 상승률도 2015년(2.4%)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2019년

에는 0.7%로 나타남
2012~2019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전년대비, 단위 :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2.2

1.3

1.3

0.7

1.0

1.9

1.5

0.4

근원물가지수 상승률

1.6

1.5

1.7

2.4

1.9

1.5

1.2

0.7

주 : 근원물가지수는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지수임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최근 지속되고 있는 저물가 현상과 관련하여 미중 무역분쟁의 지속 등 대외 경제 환경의 악화
와 더불어 국내의 경기둔화 국면이 이어지면서 우리나라도 디플레이션에 따른 경기불황이 장
기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디플레이션은 물가수준의 하락을 의미하므로, 소비자입장에서는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하락에 의한 실질구매력 증가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계의
소비욕구를 증가시켜 기업의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 반면,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제품의 판매가격 하락으로 인해 매출액 및 이윤이 감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업의 투자여력이 위축되어 신규 일자리 창출 둔화와 가계의
소득 감소로 이어지면 이로 인해 다시 물가가 하락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음
3)

근원물가지수란 가뭄, 장마 등의 계절적 요인이나 국제유가 변동 등 일시적 충격에 의한 물가변동분을 제외하고 물가변동의
장기적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OECD 방식에 따라 식료품 및 에너지 품목을 제외하고 작성된 소비자물가지수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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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20년 월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도 국제유가 급락과 코로나 19 등의 영향으로 크
게 둔화되었음
◦ 2020년 1월 1.5%를 기록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코로나 19의 확산 등으로 인해

점차 낮아져 2020년 4월~5월에는 0% 내외로 하락하였음
◦ 근원물가지수도 2020년 1월 0.8%의 상승률을 나타낸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져 4월

과 5월에는 0.1% 상승에 그치고 있음
2020년 1월~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전년동월대비, 단위 : %)

구분

2020.1

2020.2

2020.3

2020.4

2020.5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1.5

1.1

1.0

0.1

-0.3

근원물가지수 상승률

0.8

0.5

0.4

0.1

0.1

주 : 근원물가지수는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지수임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2

개선방안
디플레이션에 따른 경기불황의 장기화 우려와 관련하여, 중장기적으로 저물가 현상에 구조적
으로 작용하는 요인들에 대한 대응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되어 전반적인 수요 감소를 유발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에 대응해서는 사회서비스업의 질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AI와 IT 산업의
발달로 인해 제조업 등 전체 산업의 전반적인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자 위
축 및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여 신산업에서의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당 산업에 대한 투자 리스크를 줄여주는 정책 마련 등이 필요할 것으
로 보임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김 민 창 ☎ : 02-6788-4571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
☎ : 044-215-2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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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대비 투자활성화 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의 설비투자, 건설투자 및 지식재산생산물 투자는 2018년 이후 점차 줄어드는 추세
를 보이고 있음
◦ 2017년 전년대비 7.3% 증가를 나타냈던 건설투자는 2018년 –4.6%로 줄어들었으며,

2019년에도 전년대비 –2.5% 감소하였음
◦ 2017년 전년대비 16.5% 증가했던 설비투자의 경우 2018년 –2.3%를 보였으며,

2019년에는 전년대비 –7.5% 수준으로 부진하였음
◦ 지식재산생산물투자의 경우 2017년 6.5% 증가였으나, 2018년 4.4%, 2019년에는

3.0% 증가로 증가율이 점차 둔화되었음
건설투자, 설비투자, 지식재산생산물 투자 증감율
(단위 : 십억 원, %)

구분
건설투자
설비투자
지식재산생산물투자

2015

2016

2017

2018

2019

239,801

263,724

282,925

269,786

262,923

(6.9)

(10.0)

(7.3)

(-4.6)

(-2.5)

142,433

146,179

170,275

166,289

153,854

(5.1)

(2.6)

(16.5)

(-2.3)

(-7.5)

98,767

102,730

109,421

114,241

117,698

(2.0)

(4.0)

(6.5)

(4.4)

(3.0)

주 : 2015년 기준 실질금액 기준이며, 증감률은 전년대비임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한편, 정부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4)에서 투자활성화를 위해 민간･민자･공공 3대 분야
투자 100조원을 목표로 관련 사업을 발굴･집행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 있음
◦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 정책은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25조 원 수준 발굴 추진, 15

조원 수준의 민자사업 집행 및 신규 발굴 추진, 60조 원 수준의 공공기관 투자 추진 등임
4)

「2020년 경제정책방향」은 2019. 12. 19. 대통령 주재 확대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확정･발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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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5)에서 대대적 투자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인을 제

고하는 방향으로 투자 세액공제제도를 개편하기로 하였으며, 생활 SOC 투자 및 노후
인프라 시설 개선 투자확대, 공공 청･관사 복합 개발 사업 추진 등을 발표한 바 있음
투자 감소는 관련 산업 및 품목에 대한 대내외 수요부진과 향후 경기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등
에 기인하는 것으로, 투자의 속성상 투자로 인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투자의 지속적인 감소추세는 장기적으로 국내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으며 향후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잃어버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2

개선방안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고부가
가치 창출 신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육성 등을 통해 경제의 활력을 회복할 필요가 있으
며, 관련 규제완화 등 투자환경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투자회복이 지연될 경우에 대비하여 정부가 마련한 투자활성화 정책의 추진상황을 주
기적으로 점검하고 성과분석을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정부가 마련한 대책의 미비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김 민 창 ☎ : 02-6788-4571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 : 044-215-2710

5)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2020. 6. 1. 대통령 주재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발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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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서비스산업 활성화
1

현황 및 문제점
서비스산업은 다른 산업분야보다 부가가치가 높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핵심 산업 분야로,
최근 대외 경제환경 악화에 따른 제조업의 수출 부진 등으로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서비스산업의 취업유발계수6)(명/10억)는 15.2로 건설업(12.5), 제조업(8.0)보다 높

은 수준이며, 부가가치유발계수7)는 0.875로 건설업(0.804), 제조업(0.642)보다 높음
다만,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와 고용비중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
고 있음
◦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2018년 기준 59.1%로 미국 79.5%, 일본

69.5%, 독일 68.1%, 영국 79.2%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고용 비중은 2018년 기준
70.3%로 미국 79.9%, 일본 72.6%, 독일 74.5%, 영국 82.4%에 비해 낮은 수준임8)
정부에서는 2001년 이후 서비스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조업과의 차별 개선 및
관련 규제완화 등의 정책을 발표하고 추진한 바 있으나, 관련 법률의 제･개정 지연, 이해당사
자간의 견해차이 등으로 서비스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가시적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
한편, 문재인 정부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을 100대 국정운영과제 중 하
나로 선정하고 2018년 2월 「서비스 R&D 추진전략과 규제혁신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2019
년에는 내수확대, 일자리 창출,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하였음
◦ 정부가 2019년 발표한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은 산업 전반의 혁신과 활력을 높여

2018년 현재 59.1%인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2023년까지 64% 수준으로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50만개 이상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6)

취업유발계수란 재화 10억원을 생산할 때 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취업자 수를 말함

7)

부가가치유발계수란 최종수요가 한 단위 발생할 때 국민경제 전체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를 말함

8)

미국, 일본, 독일, 영국의 부가가치 비중 및 고용비중은 2017년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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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 전반의 혁신지원을 위한 4+1전략을 제시하였음
- 전략 1. 재정･세제･금융 등에서의 서비스업-제조업 차별해소
∙ 재정･세제･금융 등 다양한 지원제도에서의 서비스-제조업 차별 해소 및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촉진

- 전략 2. 정보화･표준화･연구개발(R&D)을 통한 기초인프라 확충
∙ 서비스산업 정보화･표준화, R&D 활성화, 인력양성, 규제혁신 등 서비스산업의 질적 도약을
위한 기틀 마련

- 전략 3. 서비스업-제조업 간 융합 촉진
∙ 제조업의 전후방 연관 산업인 사업서비스 육성 및 서비스산업 ICT 활용･촉진을 통한 서비스업-제
조업 융합발전 지원

- 전략 4.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 등 거버넌스 체계화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 조속 추진
- +1 전략. 보건･관광･콘텐츠･물류 등 유망서비스산업 체감형 성과 창출

정부가 제시한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포함하고
있으나, 승차공유 등과 같이 신서비스산업의 등장으로 기존 사업자와의 첨예한 이해관계 갈
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사회적 합의 마련 등의 정책적 대응방안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임

2

개선방안
향후 지속적인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롭게 등장하는 서비스 유형에 대한 유연한
규제 대응과 함께 표준화하기 어려운 서비스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각 서비스산업별로 다양성
을 고려한 정책 수립과 함께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서비스산업의 규제개선은 경쟁촉진, 불필요한 규제철폐 등 서비스산업의 경쟁여건

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으로 교육, 의료, 사회서비스 등 공공성이 강조되는 분야에서
는 공공성과 효율성의 조화를 통해 산업화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진입 및 운영 규제
를 완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4차 산업혁명 등 빠른 기술 및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규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새로운 고부가가치 서비스 개발 및 상용화를 가로막는 요소를 제거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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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현재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지속･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편, ICT 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업종 간 활발히 전개되는 융･복합으로 등장하는 신서비스
산업과 기존 사업자와의 이해관계 상충과 갈등을 원만히 조정하고 중재하기 위한 방안의 마
련도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김 민 창 ☎ : 02-6788-4571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서비스경제과
☎ : 044-215-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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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 관련
1

현황 및 문제점
서민금융을 위한 재원은 정부 주도 하에 금융회사의 출연금, 기업의 기부금, 휴면예금 등의
민간재원과 정부재원(복권기금)을 바탕으로 조성되어, 서민금융 시장 조성 및 기반 확보 등을
통해 시장서민금융의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중임
정책 서민금융 재원 현황
상품

개요

재원현황

근로자 햇살론

∙ 저축은행･상호금융권을 통해 저신용･저소득 근로자 지원
(서민금융진흥원 90% 보증)
∙ 2016~2020년(5년)간 총 11조 원 공급을 위해 필요재원을
정부･금융권이 공동 부담하여 운영

상호금융 출연
(총 9,000억 원, ~2022)
복권기금 출연
(총 8,750억 원, ~2020)

미소금융

∙ 미소금융재단 등 비영리 법인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 취약
계층의 자활지원 자금 대출

휴면예금, 민간기부금 등

햇살론17

∙ 고금리 대출에 노출된 최저신용자 지원
(국민행복기금 100% 보증)

국민행복기금
여유재원

새희망홀씨

∙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정책서민 금융 상품
∙ 저신용･저소득 서민 지원

은행 자체재원

∙ 금융권 기부금 등을 통해 공급하던 청년 대학생 햇살론이
재원고갈로 2019년 1월 중단
∙ 2020년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해 사업 재개

2020년도
복권기금 출연
150억 원

햇살론 youth
자료 : 금융위원회

현재 상호금융･저축은행권에서 2016∼2020년까지 5년간 사업수행을 위한 재원을 한시적
으로 출연중이나, 2021년 이후 사업재원의 추가확보가 필요함
◦ 2021년 이후 사업재원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햇살론(연간 약 2.5∼3조 원 공급중)

등 정책서민자금 공급 중단이 불가피함
정부재원인 복권기금 출연금의 경우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2021년부터 1,900억 원씩
임의지원의 방식으로 출연하기로 함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21일부터 4월 1일까지 안정적인 서민금융 재원 기반 마련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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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개정안은 ① 서민금융 출연 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의 범위를 종전 상호금융,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
사로 확대, ② 휴면예금 출연제도를 소멸시효와 무관한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이관
제도’로의 개선, ③ 재원관리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한 서민금융진흥원의 내부
관리체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금융위원회는 제21대 국회에 관련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임

2

개선방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을 계기로 정책당국에 의해 본격적으로 제공된 서민금융지원
은 보수적인 금융시장 환경 하에서 서민 및 중소영세기업의 금리부담 완화 및 이용자금 확대
에 기여하고 있음
◦ 기설치된 금융성 기금 중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특정계층의 안정된 생활기반 조

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민금융안정기금의 신설을 긍
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서민금융안정기금의 설치는 지금까지 재정 외로 운영되던 서민금융 사업을 재정에

편입시키는 것으로 서민금융지원사업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음
◦ 또한, 재원의 부족으로 인한 사업의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기금신설을 위해서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기금설치를 규정하는 개정안과
함께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함께 개정되어야 함
◦ 2010년 이후 문화재보호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산업기술

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언론진흥기금, 자동차사고피해지
원기금 등이 특정사업을 위해 신설9)된 점을 고려할 때, 서민금융을 위한 서민금융안
정기금의 설치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김 준 헌 ☎ : 02-6788-4574
기획재정부
기금운용계획과
관련부처
☎ : 044-215-7171
9)

김선옥, 「기금의 신축적 운용과 시사점」, 한국재정정보원, 201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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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관리 및 운용
1

현황 및 문제점
중앙정부의 재정수입은 예산수입과 기금수입으로 구성되며, 예산수입은 국세수입과 세외수
입으로 구성됨(중앙정부 재정=국세수입+세외수입+기금수입)10)
세외수입의 구분
구분(수입관)

내용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10)

우편사업, 양곡관리 등 사업형 특별회계와 특허청 등 책임 운영기관의 사업에
따른 수입으로 특별회계로 귀속

재산수입(11)

국가가 소유하는 각종 자산의 대여로 인한 수입으로 관유물대여료, 정부출자
수입, 전대차관이자수입 등으로 구성

경상이전수입(12)

벌금･몰수금 및 과태료, 변상금 및 위약금, 가산금, 법정부담금, 기타경상이
전수입 등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13)

국립병원수입, 교도소수입, 입장료수입, 면허료 및 수수료, 입학금 및 수업
료, 항공･항만 및 용수수입, 실습수입, 잡수입 등

수입대체경비수입(14)

면허 및 여권발급 수수료 및 등기부 등･초본 발행 수수료 등이 해당되며, 해
당 수입의 한도 내에서 행정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지출을 중앙관서 장의 재
량으로 상쇄할 수 있도록 허용한 특정 행정서비스에서의 수입

관유물매각대(15)

고정자산 매각대, 토지 및 무형자산 매각대, 재고자산 및 유동자산 매각대

융자 및 전대차관 원금회수(20)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융자원금회수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31)

민간차입금, 유가증권 매각대, 정부예금회수

자료 : 한국재정정보원, 「재정통계 해설」, 2019. 3. 재구성

2019년 중앙정부 세외수입 규모는 26.6조 원으로 전년대비 0.6조 원(2.3%) 감소하였으며,
중앙정부 총수입(476.1조 원)의 5.6%를 차지함
세외수입의 종합적 관리 및 운용 등을 규정한 법률은 없으며, 각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
징수하고 있음
◦ 참고로,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의 경우 2013년 8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4년부터 종합적으로 관리되고 있음11)
10)

「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제4호의4에서는 중앙정부의 재정규모를 “세입･세외수입･기금수입 등 재정수입의 증가율 및 그
근거”라고 규정하여 구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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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외수입은 항목 신설, 요율 인상, 부과･징수 절차, 체납･결손 처분 및 납부방법 등

을 「국가채권관리법」과 「국고금관리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관리는 대부분 개
별부처 중심으로 이루어져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음
◦ 중앙기관의 경우 기관별 세외수입을 전담하는 인력이 소수에 불과하여 현실적으로

세외수입 징수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어려운 여건임
- 개별 수입 항목별로 별도의 부과･징수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음

2

개선방안
세외수입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본법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세외수입은 국세 이외의 국가 수입으로서 공법상 금전채권이지만, 개별법인 「질서

행위 위반법」, 「지방세외수입법」, 「국세징수법」 등의 부과･징수절차를 따르고 있음
◦ 세외수입의 범위와 항목 및 그 부과･징수, 감면제도와 구제제도를 규정한 통일적 규

정이 필요함
기획재정부 내에 세외수입을 관리하는 전담부서 설치를 통해 관리 및 운용평가에 관한 총괄적
업무와 세외수입 관련 국가 통계 및 정보화 관리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가채권관리위원회 설치를 통한 종합적인 관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를 집중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세외수입 징수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김 준 헌 ☎ : 02-6788-4574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
☎ : 044-215-7111

11)

2020년 3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동 법률의 징수절차를 준용하고 있
는 개별법률은 96개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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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관리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2014년 2월 공공부문 부채(D3)가 공표됨에 따라 현재 정부가 산출･공표하고 있는 재정통계
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를 포함하여 모두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됨12)
◦ 국가채무(D1)는 「국가재정법」 제91조에 따라 현금주의 기준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

의 회계･기금을 대상으로 산출하며, 일반정부 부채(D2)는 국제지침에 따라 발생주
의 기준으로 중앙 및 지방의 회계･기금뿐만 아니라 비영리공공기관까지 포함하여
산출한다는 점에서 회계방식, 포함범위 등에서 공공부문 부채(D3)와는 차이가 있음
유형별 부채 포괄범위 및 산출기준
유형

포괄범위

산출기준

활용

국가채무
(D1)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

일반정부 부채
(D2)

D1+비영리공공기관

국제지침, 발생주의

국제비교
(IMF, OECD)

759.7조 원
(2018년)

공공부문 부채
(D3)

D2+비금융공기업

국제지침, 발생주의

공공부문 재정건전
성 관리

1,078.0조 원
(2018년)

국가재정법, 현금주의 국가재정 운용계획

규모

731.5조 원
(2019년)

자료 :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13)는 2018년 「2019~2050년 NABO 장기 재정전망」을 통해 국가채무가
2040년 1,930.8조 원(GDP대비 65.6%), 2050년에는 2,863.8조 원(GDP 대비 85.6%)
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음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로 진입한 바, 복지지출 증가와 생산가능인구비율 감소에 따라
국가부채가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음
◦ 우리나라보다 고령사회로 빨리 접어든 대부분의 서구선진국들의 경우 고령사회 진

입 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기간 동안 국가부채 비율이 상승하였음
12)

「국가회계법」 제14조의 국가 결산보고서에 포함되는 국가재무제표 상 부채가 포함될 경우 총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음

13)

국회예산정책처, 「2019~2050년 NABO 장기 재정전망」, 201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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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 진입시기 및 진입 후 7년간의 국가부채비율
(단위 : %, GDP 대비 %)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D2)

구분

고령사회진입 연도
(D)

D

D+1

D+2

D+3

D+4

D+5

D+6

스웨덴

1972(14.2)

27.2

26.6

26.9

26.2

24.4

26.5

30.6

벨기에

1977(14.0)

68.4

72.4

75.6

84.6

98.7

109.7

121.3

이탈리아

1988(14.1)

97.2

93.9

95.9

98.7

105.1

114.3

118.9

프랑스

1990(14.0)

41.6

42.6

47.3

54.8

59.0

67.2

73.2

일본

1994(14.0)

81.8

89.7

95.0

100.8

111.8

124.7

130.9

캐나다

2010(14.1)

86.5

89.5

93.5

90.4

92.5

98.0

98.2

호주

2012(14.1)

34.0

35.5

39.6

40.7

42.6

43.5

43.5

미국

2013(14.1)

104.5

104.2

104.4

106.6

105.8

106.8

108.4

대한민국

2018(14.2)

40.1

37.2

-

주 : 1) ( )은 고령인구비율
2) 국가부채는 GDP 대비 비율을 의미함
3) 한국은행이 국민계정의 기준연도를 개편하면서 GDP대비 국가부채비율 하락함
자료 : OECD(https://stats.oecd.org), OECD Economic Outlook No. 106(2019. 11.)

2

개선방안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등 우리나라의 재정지표가 주요 선진국이나 유럽 국가들과 비교하
여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지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재정수요의 증가를 고려하여 중장기
재정건전화 대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재정정책은 재정운영의 신축성(flexibility)과 재정규율(fiscal discipline)을

적절히 조화시켜 재정의 경기대응기능과 재정건전성 강화를 동시에 추구해야함
◦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사전적으로 대비하고 추가적인 경제충격 발생 시 국가재정이

우리나라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재정총량 측면에서는 주요 선진국보다 양호므로 재정운용, 재정의 질
적 측면(세입･세출 구조, 지출의 효과성･효율성, 재정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 재정투명성,
재정위험 등) 개선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음

279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 재정을 통한 사회･경제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분야별 재원 배분에 대한 원칙과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 조세부담율은 OECD 국가들 평균의 80% 수준14)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적정수
준의 중장기 조세부담률 목표치를 제시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경제사회 발전 및 인구고
령화에 따른 정부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함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김 준 헌 ☎ : 02-6788-4574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 재정건전성과
☎ : 044-215-5740

14)

임동원 , 「세목별 조세부담수준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201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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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국고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
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함(「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보조금법’) 제2조제1항)
보조금 관리는 「보조금법」과 「보조금법 시행령」, 그리고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2016년 만들어진 행정규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국고보조금 관련 법령 및 규정
법령 및 규정

법체계

시행

주요내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1964년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지침

행정규칙

∙ 보조금법과 보조금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 등을 구체화 할 필요
가 있는 부분에 대해 규정
2016년 ∙ 보조사업 관련자의 의무, 보조금관리위원회, 보조사업 선정, 보조
사업자 선정, 보조사업 집행관리,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보조사
업 사후관리

보조사업 정산
보고서 작성지침

행정규칙

∙ 정산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
2016년 ∙ 보조사업비의 산정기준, 불인정기준, 보조사업비의 변경, 수익금
관리 및 반환 기준, 정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보조사업 정산
보고서 검증지침

행정규칙

∙ 정산보고서 검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
2016년 ∙ 검증기관의 의무 및 선정원칙, 검증업무의 범위 및 기한, 정산보
고서의 검증절차, 보고방법 및 보고사항 등

보조사업자 회계
감사 세부기준

행정규칙

2016년

∙ 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감사인 자격, 선임, 해임, 지정, 회계감사기준, 감사조서

보조사업자 정보
공시 세부기준

행정규칙

2016년

∙ 보조사업 등의 정보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정보공시 적용범위, 공시사항, 기한, 불성실 공시에 대한 사후조치

∙ 보조금 관리에 대한 기본내용 규정
1963년 ∙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 및 결정, 사업의 수행, 반환 및 제
재등
∙ 보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보조사업자의 정보공시, 회계감사 및 부정수급자의 명단공표 등

자료 : 권오성, 「재정사업 관리체계의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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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 개정된 「보조금법」과 새로이 만들어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보조사업
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라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은 일정부분 이루
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① 점검 실효성 부족, ② 처벌･제재 관대화, ③ 부정수급 사전 관리 인프라 및

제도 미흡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와 더불어 부정수급을 전반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
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2

개선방안
현행 「보조금법」은 부정수급자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을 두고 있지 않고, 각 법률에서 각기
규정하고 있는바, 「보조금법」에 지급제한 기간을 설정하고 이에 맞추어 개별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

가자격 제한 등”의 규정을 통해 이른바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기획재정부는 2012년부터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실시와 함께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조사업평가단의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안 제출 시 국회에 보
고하고 있음. 이에 연장평가 결과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평가결과가 예산안에 얼마만큼 반
영되었는지도 구분하여 보고하는 방안을 규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부정수급 신고자 보호강화를 위해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공이익침해행위에 보조금법 위반
사항을 추가하여 비밀보장･신변보호･불이익 조치 금지 등의 조항이 부정수급 신고자에게도
적용되어 신고자를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김 준 헌 ☎ : 02-6788-4574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성과평가과
☎ : 044-215-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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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운용계획 개선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단년도 예산편성 방식에 따른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운용전략과 재원배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재원배분의 일관성･효율성･건전성 등을 제
고하기 위한 제도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04년에 최초로 수립되었으며, 2007년부터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
회에 제출되고 있음
◦ 2013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6년부터는 회계연도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 되고
있음
◦ 「국가재정법」 제7조제8항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을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회

제출 30일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회에 대한 사전 보고에 대해서는 국회의 심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임
현재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참고자료’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되고 있으며 예산안처럼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음
◦ 법적･제도적 구속성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부는 동 계획의 수립과 운영에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음
◦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재정전망의 마지막 연도에 재정수지가 균형을 달성하도

록 계획해 오고 있지만 대부분 지켜지지 않음
◦ 매년 내용을 수정하는 연동방식으로 수립됨으로써 유용성이 상실되고 있음
◦ 수립 이후 그 운용 결과를 확인하는 사후 확인 절차나 평가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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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선방안
제도운용의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 2년 또는 3년에 한하여 법적 구속력을 부여
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음
◦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법적 기속력을 부여함으로써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예산운용
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규정하여 불가피한 상황에서 경기조절 기
능을 저해하지 않을 수 있음
◦ 법적 기속력의 부여는 재정준칙 마련 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첫 2년 또는 3년에 대

한 기간 동안의 지표(예 : 관리재정수지 또는 통합재정수지)를 준칙의 기준으로 규정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 참고로, 프랑스는 중기재정계획을 「중기재정계획법률」로 공포하기 때문에 법적 기

속력이 강하며, 중기재정계획 기간 중 미션은 2년, 프로그램은 1년에 한해서만 지출
한도를 설정하여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음15)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중기적 시각에서 국가의 재원배분전략을 보여주는 제도이므로, 대통령
임기와 같은 5년 단위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사후평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
무화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사후평가는 별도의 독립기관에서 수행하게 하여 평가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김 준 헌 ☎ : 02-6788-4574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 재정전략과
☎ : 044-215-5720

15)

김대철, 박승준, 「국가재정운용계획 11년 운영 평가 및 과제」, 제도와 경제 제9권 제1호, 201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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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재정전망 관련 논의
1

현황 및 문제점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는 정부로 하여금 매년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제1항), 동 계획에는 중･장
기 재정전망 및 근거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재정전

망을 적어도 5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가재정법」 제7조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매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계획에 포
함되어야 할 내용을 열거하고 있는 바, 장기 재정전망 등 특정한 내용에 대해 다른 주기를 적
용하는 것은 동 조항이 정하는 바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국가재정법」 제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

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만 시행령에 위임을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장기 재정전망 실시 주기는 「국가재정법」 제7조에 근거하여 매년 수행하는 것이
동 조항의 취지에 부합하다는 것임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 제7조 문언상 매년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것을 정하고 있을 뿐
그 포함되는 내용인 장기 재정전망의 실시주기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현행과 같이 운영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

2

개선방안
장기 재정전망 수행 주기와 관련한 법률의 해석에 다른 의견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장기 재정
전망 실시 주기를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4대 공적 연금 등 사회보장재정추계의 경우 관련 법률에 2~5년을 주기로 장기 전망

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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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은 5년

마다 재정전망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보장기본법」은 격년으로 재정
전망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장기 재정전망 실시 주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단년도 예산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중장기적 시계에서의 전략

적 재정운용을 위해 마련한 제도라는 점을 감안하여 중기와 장기 전망을 통해 효과
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함
◦ 5년 단위의 중기 재정전략을 매년 수립하기 위해서는 40년 이상의 장기 전망의 효율

성과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중기 재정전망과 장기 재정전망의 시행 주기를 합리적으
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미국 연방의회예산국은 2009년부터 매년 장기 재정전망 결과를 공표하고 있고, 영

국의 경우 2002년부터 매년 장기 재정전망 결과를 공표하고 있으며, OECD 국가 대
부분이 5년 미만의 주기로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고 있음
주요국의 장기 재정전망 시행주기 및 전망기간
국가

전망주기

전망기간

미국

매년

50년 이상

일본

매년

11∼30년

영국

매년

31∼50년

독일

3∼6년

31∼50년

자료 : OECD, 「Budgeting Practices and Procedures in OECD Countries」, 2014. 저자재구성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김 준 헌 ☎ : 02-6788-4574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 재정전략과
☎ : 044-215-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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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현황과 정책과제
1

현황 및 문제점
임금피크제 논의배경
◦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여 정부는 2013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여 고령근로자
고용안정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우리나라의 지배적인 임금체계인 연공급
적 급여방식16)으로 고령근로자의 지속적 고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 및 신규채용 감
소 등의 문제가 대두됨
◦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발표(2015. 5. 7.)하고, 전체 공공기

관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17) 하여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 절약재원을 신규채
용에 활용하도록 함
노동자에게 정년연장(신규채용)비용 전가
◦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은 근로자는 일정기간 임금을 감액･조정 받게 되는데 공공기

관의 평균임금 조정기간은 2.5년이나, 각 기관별로 임금조정이 최소 1년에서 최대 6
년까지 6배나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임
◦ 누적임금삭감률의 경우도 평균 56.7%이지만 기관별로 최소 5%에서 최대 320%까

지 64배 차이가 나고 있음

16)

근속연수의 증가에 따라 임금이 비례적으로 상승하는 임금지급 방식

17)

현재 327개 공공기관에서 임금피크제를 시행(2019년 1월 기준) 중에 있고, 지방공기업(공사･공단)은 2016년 임금피크
제를 전면 도입하였고, 출자･출연기관은 연차적으로 도입(2016년 300인 이상, 2017년 10인 이상∼300인 미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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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임금조정기간 및 임금삭감률
(단위 : 년, %, 배)

임금조정기간
구분

누적 임금삭감률

평균

최소값
(A)

최대값
(B)

B/A

평균

최소값
(A)

최대값
(B)

B/A

공기업(시장형)

2.4

1

4

4

74.8

20

127.0

6.4

공기업(준시장형)

2.5

2

4

2

64.3

20

120.0

6.0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2.8

1

5

5

92.9

40

250.0

6.3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2.6

1

6

6

62.4

5

320.0

64.0

기타공공기관

2.4

2

6

6

47.2

10

210.0

21.0

총합계

2.5

1

6

6

56.7

5

320.0

64.0

자료 : 모주영,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보고서, 2019

◦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늘어난 정년만큼의 추가예산이 필요함에도 이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공공기관 총인건비 내에서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임금삭감액
의 범위에서 신규인력 인건비를 충당하도록 하고 있음
◦ 특히 임금피크제 기 도입 여부, 신규채용인력과 임금피크대상자 간의 임금격차 및

신규채용자 임금수준 등의 기관별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임금피크대상자의 임금삭
감액 범위 내에서 신규채용인력의 인건비를 충당하는 방식을 일률적으로 강제함으
로써 기관별로 임금조정기간과 누적 임금삭감률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임금피크 대상자에 대한 인력운용방안 마련 소홀
◦ 기획재정부는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대상자의 능력과 경험이 생산

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당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임금피크 대상자에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 그러나 실제 공공기관에서 임금피크제 대상자에게 부여한 직무에 대한 설문조사18)

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270개 공공기관 중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위한 별도 직무를
개발하였다는 기관이 전체 응답기관의 21.2%인 65개 기관에 그치고 있어 대다수의
기관이 기존의 직무와 차이가 없거나 교육, 연구 등의 업무에 편의적으로 인력배치
를 한 것으로 나타남

18)

국회예산처에서 30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대상자에게 부여한 직무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2017)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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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선방안
총인건비 구조 개선을 통한 임금피크제 대상자 임금 삭감률 등 조정 필요
◦ 현재 임금피크제는 신규채용한 인원을 별도정원에 반영하고, 이들의 인건비를 임금

피크제 대상자의 삭감된 임금을 재원으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 이로 인해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기관별 임금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이들

에 대한 지원금마저 종료된 상황으로 총인건비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임금피크제의 제도적 안착을 위한 합리적인
인건비 운용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임금감액에 따른 적합 직무 부여
◦ 임금피크제 도입과정에서 임금조정률 및 임금조정기간 설정을 통한 인건비 절감과

이를 통한 신규채용 증가 측면에 집중함으로써 제도 도입 후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한 직무 부여 등 실질적인 인력운용방안 마련에 소홀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한 적합 직무를 개발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임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정 선 희 ☎ : 02-6788-4575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제도기획과
☎ : 044-215-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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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1

현황 및 문제점
논의 배경
◦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2017년 7월 실시)에서 우리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로 소득양극화가 지목되었는데 소득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대기업과 중
소기업 간 격차가 지적됨
◦ 이에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

적 지원 필요성이 대두됨
◦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방안의 하나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해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확대
◦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전체근로자의 89.7%를 고용(2018년 기준)하여 OECD 회원

국 중 가장 높은 고용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생산성은 최하위 수준임
- 노동자 1인당 부가가치 창출의 경우 대기업의 생산성을 100으로 설정할 때 우리나

라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32.5로 OECD 회원국 중 4번째로 낮은 순위에 해당함
- 대기업이 1990년대 환율하락과 임금상승에 따른 대규모의 자동화투자와 중국 등

후발개도국의 추격에 대비한 기술혁신 등으로 생산성을 높여온 반면, 중소기업은
수출비중 및 소득증가율이 낮고, 자본도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대기업과의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어 왔음
- 대기업과의 거래에 있어 대금결제 조건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의 협

상력 격차에 따른 납품단가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또한 대기업과의 상생결제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2차 협력 중소기업의 활용은 미흡한 수준19)임

19)

대기업인 구매기업의 1차 협력기업에 대한 상생결제 비중은 98.8%이나, 1차 이하 협력사에 대한 상생결제 비중은 1.2%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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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상생협력 저조
◦ 정부는 중소협력업체의 현금 유동성 및 대금지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5년부

터 상생결제제도를 도입한 바 있음
◦ 동 제도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협력업체가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

고, 상환청구권이 없는 채권을 결제일 이전에도 구매기업의 신용으로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제도임
◦ 정부는 공공부문 전반의 상생활동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상생결제실적을 경영평가

에 포함한 바 있음
◦ 그런데 상생결제 실적 평가 대상 공공기관 수가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음
- 상생결제 실적 평가 대상 공공기관은 2009년 28개, 2010년 56개, 2014년 59개에

서 2019년 58개로 줄어든 상태임
◦ 또한 상생결제 평가 대상 공공기관의 경우도 이용실적이 저조하여 13개 기관(2019

년 기준)은 상생결제 운용 실적이 전무하고, 나머지 기관의 경우도 상생결제를 이용
한 실적이 총 구매결제액의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성과공유제 참여 저조
◦ 정부는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관계 공고화를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제8조에 따라 대기업･공공기관 등 수탁기업
과 중소기업(위탁기업)이 원가절감이나 기술개발 등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그 성과
를 공유하는 성과공유제를 실시하고 있음
◦ 민간 자율 시행을 원칙으로 2012년 77개로 시작해 2017년 기준으로 293개 기업이

도입하였으나, 매년 신규 도입 기업수는 감소하는 추세20)임
◦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293개) 중 대기업이 91개사, 중소기업 77개, 중견기업 68인

데 비해 동 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해야 할 공공기관의 경우 57개 기관만 도입하였
고, 지방공기업의 경우는 이보다 더 저조하여 도입한 기업수가 2개에 불과한 상황임

20)

신규도입 기업수는 2012년 77개, 2013년 33개, 2014년 60개, 2015년 51개, 2016년 49개, 2017년 23개로 계속 감
소하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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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선방안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상생협력 강화 노력 필요
◦ 상생결제 대상 공공기관 수를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 기관으로 확대하여 이

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대상 기관 외에도 전체 공공기관에 대하여 상생결제 도입
을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성과공유제 도입 여부를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여 도입 기업 수를 확대하고, 특

히 지방공기업의 경우 성과공유 모델의 부재로 인해 참여도가 저조하다는 의견이 있
으므로 지방공기업에 적합한 성과공유 모델 보급 및 확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필요
◦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은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술경쟁력 강화, 시장 및 매출 확

대, 경영역량 제고에 기여할 수 있고 공공기관의 경우 중소기업들의 기술력을 활용
해 공공기관의 시장 확보, 원가 절감, 매출 향상 등과 같은 성장 동력 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각 공공기관은 정부권장정책 이행 차원을 넘어 기관 경영전략체계
상에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모델을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임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정 선 희 ☎ : 02-6788-4575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평가분석과
☎ : 044-215-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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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공공갈등관리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공공갈등 현황
◦ 공공갈등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자 간의

충돌로, 과거 주로 발생했던 노동･환경분야 갈등에서 정부정책을 둘러싼 전 영역으
로 확대되어 가는 추세임
- 한국의 2009~2013년 평균 사회갈등지수(Social Conflict Index)는 OECD 29개

국(2016년 기준) 중 7위21)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 특히 공공기관은 사회적 수요가 확산되고 있는 공공재의 생산과 공급을 담당하고 있

어 이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공공기관이 이해당사자로서 공공갈등이 발생한 사례로 에너지(밀양 송전탑, 경주

방사능폐기물 시설 건설 등)사업, 댐(한탄강댐), 철도(호남고속철도 계룡산 통과 및
노선 갈등), 택지개발(성남-LH 택지개발 갈등) 등이 있음
공공기관 공공갈등관리 역량 한계
◦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공공갈등이 급증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은 이에 효과적으로 대

응할 수 있는 갈등관리 조직 및 시스템이 정비되어 있지 못한 상태로 이에 다음과 같
은 문제 제기가 있음
- 첫째, 공공기관 전반적으로 갈등관리 조직 및 전담 인력 구성이 미흡한 실정으로 대

부분의 공공기관에 별도의 갈등관리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지 않거나 구성되어 있는
경우라도 갈등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조직규모가 작아 효과적인 갈등해
결이 어려운 상황임
- 둘째,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활용하는 갈등관리접근법이 전통적인 DAD(Decide-

Announce-Defend) 방식에 머물러 피해주민에 대한 경제적 편익제공, 개별협상
(보상) 방식에 집중되어 있어 정보공개, 신뢰회복, 지역지원, 주민참여, 위험인식 개
21)

이부영, 박용정, 사회적 갈등의 경제적 효과 추정과 시사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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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절차적 정당성 확보 등과 같은 근원적인 갈등해결 방식이 활용되고 있지 못한
상황임
- 셋째, 갈등관리과정에서 지역주민, 외부전문가, 시민단체 등 갈등관리 거버넌스 구축

이 시도된 경우가 일부 있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실질적인 참여가 미흡한 상황임
- 넷째, 공공기관 조직 전반에 갈등관리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체계적인 갈등관

리 전략 및 실행계획이 부재하고, 갈등관리 담당자에 대한 성과관리 방안이 미흡하
며, 기관 간 갈등관리에 대한 정보교류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2

개선방안
갈등관리 전담조직 구성 필요
◦ 공공갈등관리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효과적인 갈등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부서와 갈등관리 조직 간 실질적인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함
◦ 갈등관리 전담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외부 전문가의 지원체

계 구축이 필요함
종합적인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 현재 경제적 편익제공, 개별보상에 집중된 갈등관리 방식을 지양하고, 갈등유발 공

공사업 진행 시 지역주민과의 협의체 구성 활성화 및 협의내용 정책반영 등 종합적
인 갈등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실질적인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
◦ 공공갈등 이해관계자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

음. 특히 지역개발 사업의 경우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체 등에 해당지역 주민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음
조직 내 갈등관리문화에 대한 이해 내재화 필요
◦ 갈등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확산하고, 갈등관리

전담부서 및 인력에 대한 차별화된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기관 간 갈등관리에 대한
정보공유 등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공갈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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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를 활용한 갈등 조정 필요
◦ 공공갈등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해결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중립적인 제

3자로 하여금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이 경우 조정자인 제3자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사업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

를 갖지 않는 기관이나 정부로부터의 독립된 기관을 조정자로 선임할 필요가 있음
- 독립성을 갖는 제3자 조정기관 선임과 관련하여 제19대 국회에서 「국가공론화위원

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전해철의원 대표발의, 2017. 11. 15.)이 발의된 바
있는데 동 법안에서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국가공론화위원회’에서 공공갈등의 조정
역할 수행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해 볼 수 있을 것임
- 제3자를 활용한 갈등 조정을 위하여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690호)’을 근거로 하여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한 바 있음(2017. 10. 20. 활동 종료)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정 선 희 ☎ : 02-6788-4575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평가분석과
☎ : 044-215-5550
국무조정실 경제･사회조정실
☎ : 044-200-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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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현황과 개선과제
1

현황 및 문제점
추진배경
◦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문재인대통령의 인천국제

공항공사 방문(2017. 5. 10.) 시 언급한 ‘비정규직 제로(Zero) 정책’으로 시작됨
◦ 이후 정부는 후속조치로 6개 기관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2017. 7. 20.)한 바 있음
- 첫째,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전환, 충분한 노사협의, 고용안정, 차별개선, 일자

리 질 개선, 국민 부담 최소화 및 국민 공감대 형성
- 둘째, 전환대상 기관의 단계적 추진으로 1단계는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 852개, 2단계는 지자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 자회사, 3단계는 민간위탁기관을 대상으로 추진
- 셋째, 상시･지속적 업무인 경우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하되, 그 판단기준(연중 9

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을 탄력적
으로 적용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
- 넷째, 전환방식은 기관 자율 추진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 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

회’를 구성하여 공정성 확보
정규직 전환 결과
◦ 공공부문 853개 기관에서 17만 4,868명(2018. 12. 31. 기준)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

되었는데, 이 중 13만 3천명의 정규직 전환이 완료(2019년 기준)된 상황이고, 2020
년까지 총 20만 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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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결정 및 전환 현황
(단위 : 개, 명)

기관
구분

대상기관

인원

전환결정 기관

합계
기간제

835

825(98.8%)

파견･용역

656

454(69.2%)

전환계획
인원

전환결정
인원

전환완료
인원(결정대비)

174,935

174,868(99.9%)

133,437(76.3%)

72,354

70,110(96.9%)

66,030(94.2%)

102,581 104,758(102.1%)

67,407(64.3%)

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2020. 3.

정규직 전환 대상 기준에 대한 혼란
◦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화라는 대원칙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예외사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 가이드라인에서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와 타 법령(교육공무원임용

령 및 초중등교육법)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일부 직종(기간제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경우 정규직 전환을 정규직전환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하여 사실
상 정규직에서 배제시킴
◦ 정규직 전환이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신분이 아닌 무기계약직 신분으로의 전환이 많

아 고용은 보장이 되나 처우나 복지에서 정규직과의 차별이 여전한 상황임
자회사 설립의 남용
◦ 가이드라인에서 국민의 생명･안전 업무에 대해서는 직접고용 원칙을 제시하였는데

공공기관에서 이를 악용하여 생명･안전 업무만 직접고용하고, 그 외 업무에 대해서
는 자회사 설립을 통해 고용하는 방식으로 변질됨
◦ 또한 생명･안전 분야에 대한 기준이 기관별로 상이하여 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노사

간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임
기존 정규직 직원과의 노노 갈등
◦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이후 정규직 전환근로자들이 기존 정규직 근로자와의

균등처우를 요구하면서 노노 갈등이 확대되고 있음. 특히 정규직 전환에 따른 공공
기관의 비대화로 공개경쟁 채용 절차를 거친 기존 직원에 대한 구조조정 압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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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대한 우려는 물론 정규직 전환과정에서의 채용비리 문제 제기22) 등 기존 정규
직 근로자와 정규직 전환 근로자 간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임

2

개선방안
정규직 전환대상 기준에 대한 명확화 필요
◦ 현재 정규직 전환 대상 기준에 있어 예외사유를 너무 폭넓게 제시하고 있어 기관들

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은 상황이므로 상시･지속적 일자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정규직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들에 대한 진단과 대안을 마련하고, 예외적

으로 정규직 채용에서 제외되는 일자리에 대한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기관별 전환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
◦ 현재 정규직 전환대상자 및 전환방식 등에 대한 기관 자율성 확대로 자회사를 통한

우회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전환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
화할 필요가 있음
기관 별 특성을 반영한 총액인건비제도 설계 필요
◦ 공공기관의 인력운용은 총액인건비제도에 의해 통제되고 있어 비정규직의 정규직전

환에 따른 인건비는 기존 정규직 직원의 인건비 문제 및 신규직원 채용과 맞물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공공부문 임금체계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통해 정규직 전환자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각 기관 별 특성이 반영된 총액인건비제도를 설계
할 필요가 있음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정 선 희 ☎ : 02-6788-4575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인재경영과
☎ : 044-215-5570

22)

중앙일보, 공공부문 18만 명 정규직 전환…노노갈등 등 부작용 대책은 “...”, 2019. 7. 23.

298

기획재정위원회

공공연구기관의 현황과 개선과제
1

현황 및 문제점
사회문제의 복잡화 심화
◦ 현재 우리사회는 양극화, 고령화, 저출산, 실업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발생하

고 있고, 사회･경제구조의 다양성 및 경계의 불분명함으로 인해 사회문제들 간의 복
합성, 복잡성이 심화되고 있음
◦ 이러한 사회문제에 대하여 과학적･체계적 접근을 통한 합리적 해결책 모색을 위해

공공연구기관의 역할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특히 사회문제의 복합성으로 인
한 공공연구기관 간의 협력적 연계시스템에 대한 요구 또한 증대되어 가고 있는 상
황임
산학연 공동협력 미흡
◦ 공공연구기관의 협력과제 평균 비율은 45%(2019년 기준) 수준으로 공동연구 실적

이 저조한 상황임. 공공연구기관 간의 공동연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경쟁적 연구환
경으로 인한 안정 연구비 부족, 공동연구의 성과배분 체계 미비 등의 제도적 측면과
공동연구 참여자 간의 이해 및 신뢰부족, 개방성 및 유연성 부족 등 협력적 연구문화
의 한계 등이 지적되고 있음
◦ 현재 학-연 협력에 비해 산-연의 협력 활동이 특히 저조한 상황으로 기술의 고도화

및 신속화 등으로 개별 기업 단위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어 공공연구
기관의 기술개발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한 상황임
◦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 인력, 정보 등 R&D 역량의 한계로 자체적으로 해결하

기 어려운 기술적 난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공공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외부 자
원 활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연구역량의 약화
◦ 과학기술 예산 배분이 경쟁 위주 지원정책으로 시행되고 있어 공공연구기관 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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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 경쟁으로 연구역량이 분산되고, 성공 가능한 연구에만 집중되어 단기적, 양적
성과에 치중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혁신성의 결여로 유망기술 분야에 대한 과감하고 장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

고, 유행에 따르는 연구수행으로 대형 성과가 부족하여 공공연구기관임에도 기업연
구소 등과의 차별성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임

2

개선방안
공공연구기관 간 협력적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관리계계 수립
◦ 사회공공문제 해결의 성과창출을 위해 공공연구기관 간 개별적 연구경쟁시스템에서

협력적 문제해결시스템으로 관리시스템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공공문제 해결이 가능한 상호 연결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분야 협의

체 구성 검토 필요
- 독일의 경우 개별 연구기관이 각자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면서 국가적으로 필요한

전략분야 및 이슈에 대응한 협력체계 구축하여 연구활동을 수행함
- 프랑스의 경우도 공공연구기관 분야별 협력 연합체인 연맹(Alliance)를 구축하고

있는데 총 5개 분야(환경분야, 보건･생명과학분야, 보건산업연구분야, 디지털과학
기술분야, 에너지연구분야)의 연맹이 구성되어 있음
기업 및 시장의 수요를 반영한 R&D 수행 필요
◦ 정부는 산-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기술 수요자인 기업과

시장의 요구에 충분히 대응하고 있지 못한 상황임
◦ 기업 및 시장 수요에 기반한 효과적인 R&D 수행을 위해 기업 및 시장 관점의 수요

를 충분히 반영하여 기업의 기술력을 견인해나갈 필요가 있음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정 선 희 ☎ : 02-6788-4575
관 련 부 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정책총괄과
☎ : 044-215-55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 과학기술정책조정과
☎ : 044-202-6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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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과 향후 추진방향
1

현황 및 문제점
추진배경 및 경과
◦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

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하는 정부시책임
◦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은 과거 경제발전과정에서 초래된 지역 간 불균형 발전에 따

른 수도권 인구집중을 완화하고, 자립형 지방화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였으
며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과 지역전략산업 및 산학연 클러스터를 연계하
여 지역특성화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지방도시의 경쟁력과 활력을 제고하는데 목적
을 두고 있음
◦ 현재 혁신도시 112개(4만 2천명), 세종시 19개(4천명), 개별이전 22개(6천명)등 수

도권 소재 153개 공공기관 총 5.2만 명의 지방이전이 완료(2019년 기준)된 상태이
고, 최근 수도권에 있는 122개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 추진 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산학연 클러스터 미흡
◦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주목표는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과 지역전략산업 및 산학연

클러스터를 연계하여 지역특성화 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음
◦ 그러나 지역 성장 거점을 위해 조성한 혁신도시 내 산학연클러스터 용지 분양율은

63.7%(2019년 기준)이지만 실제 기업 입주율은 분양면적의 35.7%에 머물러 있고,
입주 기업 중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된 기업의 비율도 41.8%에 그치는 등 이전공공
기관을 중심으로 타 기관, 기업 등의 유치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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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효율성 저하
◦ 공공기관의 업무특성 상 국회나 관계부처와의 업무협의가 빈번히 발생할 수밖에 없

어 잦은 출장 등으로 인해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음
◦ 2013년 526억 원이던 공공기관 출장비가 2015년 717억 원으로 191억 원(36.2%)

증가했고, 출장 횟수 또한 2014년 69만 8천246회에서 2015년 84만 2천 회로 급상
승하는 등 시간과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 더욱이 가족동반 이주율도 35.9%(2018년 기준)로 상당히 저조하여 가족과의 분리

생활도 업무효율성 저하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지역 여건 고려 불충분
◦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계획도시인 혁신도시가 주변 구도심의 인구를 흡수하면

서 주변 구도심 인구가 크게 줄어드는 등 공동화23)가 심화되고 있음
◦ 또한 혁신도시의 정주시설 미비로 전체 공공기관 직원 이주율은 평균 62%(24)2018

년 기준)이지만 충북혁신도시(20.6%), 경남혁신도시(55.5%) 등의 경우 평균 보다
낮은 이주율을 보이고 있음

2

개선방안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연계･협력기반 강화
◦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에 있어서 이전공공기관의 주요 역할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

한 산학연 협력사업의 추진임. 그러나 전국 10개 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분양률
은 63.7%(2019년 기준)이지만 실제 기업 입주율은 분양면적의 35.7%에 그쳤고, 전
체 입주 기업 수(1,017개) 대비 창업기업 수는 99개(9.7%), 300인 이상 중견기업은
5개(0.5%)에 그쳤으며 신규 고용 규모는 당초 예상인원인 13만명 대비 1만1천명에
그쳐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3)

나주시 인구는 2014년 8만 6774명에서 2015년 8만 5730명으로 줄어든 뒤 8만 3020명까지 크게 줄었는데 같은 기간
광주전남 혁신도시(빛가람동)엔 3만 819명이 이주하는 등 혁신도시가 건설된 빛가람동이 외부 인구뿐 아니라 나주시 내
부 인구를 흡수한 것으로 보임. 세종시의 경우도 2014~2018년 이웃 대도시인 대전으로부터 8만 73명의 인구를 끌어들
여 대전시는 인구 150만 명 선이 무너지는 등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24)

2018년 기준 가족동반 이주율은 35.9%이나 미혼과 단독 이주를 포함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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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공공기관 산하기관 및 협력업체의 동반이전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현재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본사를 중심으로 한전KDN, 한전KPS, 한
국전력거래소 등 전력산업 관련 연관기관이 한 곳에 집중되어 전력관련 기업을 혁신
도시로 유인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고 평가되고 있으므로 향후 산학연클러스터 활
성화를 위해 연관기관이 함께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업무효율성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공공기관의 유관기관 간 효과적인 업무협의를 위해 스마트워크 시스템을 활성화하

여 시스템 간 호환성 강화 및 이용권한 확대 등을 통해 업무협의의 편의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교육, 편의시설 등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공공기관 직원 가족이주가 좀 더 확대

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개선노력이 요구됨
구도심을 활용한 공공기관 이전 검토 필요
◦ 공공기관 이전지가 신도시형 혁신도시로 설계되어 구도심 인구가 혁신도시로 유입

되어 구도심공동화를 유발하고 있으나, 혁신도시는 아직 정주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
아 공공기관 직원 및 가족의 이주 기피의 원인이 된 바 있음
◦ 따라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에는 구도심과의 균형을 고려한 이주지 설계가 이루

어 질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음
- 1차 공공기관 이주 시 부산, 울산, 제주 등 기존 도심에 만들어진 혁신도시의 공공기

관 근무자의 이주율은 부산(74.4%), 울산(66.8%), 제주(73.2%) 등으로 전체 신도
시형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근무자 이주평균(62%)보다 높은 이주율을 보인 바 있음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정 선 희 ☎ : 02-6788-4575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혁신과
☎ : 044-215-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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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원선임 투명성 제고
1

현황 및 문제점
공공기관 임원 현황 및 임원선임
◦ 공공기관 임원은 기관장, 감사, 이사(상임, 비상임)로 구분되며 339개 공공기관(2019

년 기준) 전체 임원은 약 4,000여명임
◦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임원선임은 일반적으로 각 공공기관에 구성된 임원추

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임명권자가 임명하는 방식이고, 임명권자와 선임절
차는 임원의 종류, 기관 유형 등에 따라 다르게 달리 적용됨
임원추천 기준의 모호성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에서는 기관장 후보와 관련하여 ‘기업 경영

과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
력을 갖춘 사람’으로, 이사의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
력을 갖춘 사람’으로 자격기준을 정하고, 각 기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임원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해당 기관별 전문성･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자격요건을 설정하고, 이
에 따라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각 기관별 임원자격 요건을 구체화한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보면 전

문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기준이 없고, 직무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해
임원 인사 때마다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음
임원선임의 독립성 저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임원선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임원선임

과정에 있어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임원추천위원회는 해당 기관의 비상임이사와 이사회에서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비상임이사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게 되는 구조로 임원
추천에 있어 비상임이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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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는 「상법」 상 민간기업의 사외이사와 마찬가지로 대주주 및

경영진을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독립성이 매우 중요함
◦ 그러나 비상임이사 역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

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추천과 임명에서 정부 영
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녀 임원추천에 있어 독립적인 의사결정
을 하기 어려운 상황임
임원후보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저하
◦ 현재 공공기관 임원선임과정에 있어 심사기준, 심사방식, 배점기준 등의 정보가 투

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아 선정과정에 대한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임원추천과정에 대한 자료공개와 관련해서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

조에서 회의심의･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공공기
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사유가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않고 있어 실
제 공개는 제한적인 상황임

2

개선방안
임원추천 기준 명확화 필요
◦ 공공기관 임원 선임 과정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각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임원별로 그 직위에 맞는 구체적인 선임기준이 설정되어야 하고, 해당
자격요건에 따라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감사의 경우 재무･회계에 대한 전문자격과 전문지식을 보유하도록 하거나, 역량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제20대 국회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2021. 1. 1.

시행예정)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감사 후보자의 요건을 강화한 바 있음
∙ 강화된 자격요건은 공인회계사･변호사 자격을 갖고 3년 이상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 학교에서
감사 관련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상장법인 또는 연구기관에서 감사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 국가･지자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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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
◦ 현재 임원추천에 있어 독립성 확보가 필요한 비상임이사에 대해 정부로부터의 영향

력 약화를 위해 추천방식을 다변화하여 임원추천위원회 추천뿐만 아니라 관련 직능
단체의 추천 방식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현재 비상임이사와 이사회로만 구성되어 있
는 임원추천위원회에 해당 기관 근로자를 위원으로 참여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
요가 있음
◦ 또한 비상임이사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하여 상법 상 사외이사처럼 공공기관, 정부로

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적격인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임원 선임과정의 투명성 제고
◦ 임원 선임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임원 선정 기준, 선정 결과, 선정된 임원의 전

문성 등에 대한 공개가 필수적이라 하겠음
◦ 특히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심의･의결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사

항에 대한 공개도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하고 있어 실제 회의록 공
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임원 선임과정을 알리오에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정 선 희 ☎ : 02-6788-4575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인재경영과
☎ : 044-215-5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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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현황과 개선과제
1

현황 및 문제점
블라인드채용 논의 배경
◦ 인재 채용 시 지원자의 학력, 출신지역, 각종 스팩 등 직무능력과 무관한 편견요인에

의한 불공정한 채용이 만연하다는 사회적 문제제기에 따라 직무와 무관한 조건으로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블라인드 채용제도를 도입함
◦ 정부는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을 발표(2017.

7. 5.)하고, 관계부처, 주요 공공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공공기관의 블라인
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2017. 7. 13.)함
◦ 이에 따라 325개 공공기관(2018년 기준) 중 314개 기관(96.6%)이 입사지원서의 편

견요소를 삭제하고, 293개 기관(90.2%)이 채용공고 시 채용대상 직무의 내용, 세부
수행업무내용, 직무수행요건 등을 적시한 직무기술서를 사전에 공개하는 등 블라인
드 채용을 구체화함
◦ 또한 정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2019. 4. 16. 시행)을 통해 채

용 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블라인드 채용 실시에 따른 역차별의 문제
◦ 블라인드 채용이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능력 위주의 선

발로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긍정평가도 있지만 학력과
스펙도 노력의 성과이므로 열심히 준비하여 학력과 스펙을 쌓은 이들에 대한 역차별
이 될 수 있다는 반론도 존재함
◦ 특히 첨단기술을 요하는 이공계나 연구직의 경우 학교에 따라 교육설비와 교육수준

의 차이가 커 학과와 학교 정보가 구직자의 역량판단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직종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강제하는 것은 적합한 인
재를 선발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지적25)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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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과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문제
◦ 블라인드 채용 실시에 따른 서류변별력이 사라지면서 면접의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면접과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는 필수적임. 현재 정부의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
침’에 따라 공공기관 면접위원 절반(50%)을 외부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권고안
에 따라 대학교수, 변호사들을 외부위원으로 초빙하고 있으나, 면접의 객관성에 대
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위촉된 면접관과 지원자 간의 사적관계형성 가능성으로
면접과정의 공정성이 저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한계
◦ 블라인드 채용은 지원자의 학벌, 외모, 출신지역 등의 직무역량 외적인 것을 배재하

고 직무중심의 채용을 확산하기 위한 제도임
◦ 정부는 지원자의 직무역량 평가를 위해 필기전형 시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NCS는 공공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을 측정하는 적성검

사 수준으로 이것만으로는 지원자의 직무역량을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제
기가 있음

2

개선방안
기관별 업무 특성을 반영한 제도설계 필요
◦ 각 기관별 업무특성에 적합한 인재채용을 위해 획일적인 채용방식보다는 기관별 특

성을 반영한 채용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기관별 업무특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유형별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 개발

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재 NCS가 지원자의 직무역량을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각 기관

별 업무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직무분석을 하고, 이를 NCS 직무기술서에
반영하여 해당 기관에 적합한 인재가 선발될 수 있도록 NCS시스템을 구축해 나가
야 할 것임
25)

한국경제, 기업들 블라인드 채용에 난색, ‘직무에 적합한 인재 어떻게 뽑나’, 2017.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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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과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제고
◦ 면접과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요구에 대한 대응으로 외부 면접위원 초빙보다 채용업

무 자체를 위탁하는 비율(2015년 8.7% → 2018년 23.8%)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위탁비용(2015년 61.5백만 → 2018년 155.3백만)도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중소 규모의 공공기관의 경우 예산제약으로 인한 채용설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

는 상황이므로 채용절차 컨설팅, 면접위원 Pool 제공 등의 컨설팅 및 예산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정 선 희 ☎ : 02-6788-4575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윤리경영과
☎ : 044-215-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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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안전관리정책 현황과 정책과제
1

현황 및 문제점
공공기관 안전관리정책 추진 필요성
◦ 세월호 참사 및 지하철･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사망사고를 계기로 공공기관의 실효

성 있는 안전관리정책 확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2022년까지 공공기관 산재사고 사망자 절반감축을 목표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26)’을 발표(2019. 3. 19.)하고, 후속대책으로 ‘공공
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발표(2019. 3. 28.)한 바 있음
위험업무의 외주화
◦ 신공공관리 기조에 입각한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및 경영효율 정책에 따라 공공부문

의 민영화가 추진되었고, 특히 구조조정을 통한 인력감축으로 정규직 직원이 담당하
던 통신설비, 지하철 선로 안전점검, 발전시설 업무 등 위험업무의 외주화(하청)가
크게 증가되었음
◦ 위험업무의 외주화는 하청업체의 전문성 이용을 목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최근 하

청업체 파견근로자 사망사고와 같이 최저가 낙찰제를 통해 선정된 하청업체는 비용
절감을 위해 비숙련･저임금 노동자를 위험업무에 안전조치 없이 투입하여 근로자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음
◦ 위험업무의 외주화는 계속되는 비숙련 노동자 사망사고 문제뿐만 아니라 궁극적으

로는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안전성 확보 문제와도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임
공공기관 노후시설 점검･보수 미흡 및 운영상의 문제
◦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노후화로 대형사고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

한 점검･보수를 위한 인력과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26)

안전중심 경영체계수립, 안전관리 중점기관의 범위 확대, 안전인력 확충 및 투자･예산 확대, 공공계약 체결 시 안전관련
비용 반영, 안전중심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 및 임원 책임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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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사고 발생 시 문제의 진단 및 해결을 위한 논의 및 대책

마련 보다 담당자에 대한 징계 위주로 책임을 묻고 있어 안전업무 기피현상이 심화
되고 있음
안전관리에 대한 하향식 통제의 문제
◦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

하고, 안전점검 전문화를 위해 ‘안전점검 자문단’을 만들며, 중대한 안전사고 발생
시 경영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공공기관 안전관리 관련 경영평가 방식은 지침의 하달, 배점 조정 등의

하향식의 결과 중심적인 통제방식으로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안전관리의식 확산에는
한계가 있음

2

개선방안
위험업무 외주화에 대한 검토 필요
◦ 공공시설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시설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하는 공

간이므로 적정 수준의 안전 관련 업무 담당인력, 유지보수 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임
◦ 특히 현재와 같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하청기업에서 비숙련 노동자를 고용하는 방식

에 문제가 있으므로 안전시설 점검은 원청기관인 공공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하
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공공시설 안전관리 인력 확충
◦ 공공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특히 최근

위험업무 단독작업으로 노동자 사망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위험업무 단
독작업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공공기관의 인건비는 총액인건비제도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안전관련 인력 확충 예

산에 대해 재정당국과 충분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사고발생 시 담당자에 대한 사고원인 추궁 방식의 대응을 지양하고, 사고원인

을 우선적으로 규명하도록 하며, 안전교육 강화 등을 통해 조직전반의 안전문화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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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의식 내재화 필요
◦ 공공기관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안전관리를 경영평가의 지표라는 의식이 아닌 공공

성 강화라는 공공기관 본연의 설립목적 수행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조직 구성원에
대한 안전관리문화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정 선 희 ☎ : 02-6788-4575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경영관리과
☎ : 044-215-5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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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세율 및 구간의 조정 논의
1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 소득세 구조는 7개 과세표준구간에 6~42%의 세율구간으로 구성됨
우리나라의 소득세율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세율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0만원 +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9,46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1억 7,46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

자료 : 「소득세법」 제55조(세율)

우리나라 소득세 체계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취지로 하여 1996년 이후 4단계의 세율구
간을 유지하다가, 고소득층에 대한 추가 과세 요구로 2012년 과표 3억원 초과구간을 새롭게
설정하여 5단계의 세율구간으로 변경되었다가, 2014년 최고세율구간 확대 및 2017년 추가
로 최고세율구간을 신설함으로써 6단계의 세율구간으로 변경되었고, 2018년 3억원 구간을
신설하면서 7단계의 과세표준구간으로 변경됨
◦ 2014년 이후 지속적인 부자증세로 최고세율 및 고소득 구간의 변동이 있었으며, 고

소득층의 과표구간 세분화 및 최고세율 인상으로 고소득층의 과표구간별 소득세가
증가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됨
◦ 2014년에는 5단계 과세표준구간과 6~38% 세율구조로 최고세율 구간을 ‘3억원 초

과’에서 ‘1.5억원 초과’로 하향조정하였으며, 2017년에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
고, 해당 세율을 38%에서 40%로 인상함
◦ 2018년에는 ‘3억원 이하’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42%로 인상하여 현재는 7

단계 과세표준구간과 6~42%의 세율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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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20년 소득세율과 과세표준구간의 변화
2012년 이후

2014년 이후

2017년 이후

2018년 이후

5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과표구간

세율
(%)

과표구간

세율
(%)

과표구간

세율
(%)

과표구간

세율
(%)

1.2천만원 이하

6

1.2천만원 이하

6

1.2천만원 이하

6

1.2천만원 이하

6

4.6천만원 이하

15

4.6천만원 이하

15

4.6천만원 이하

15

4.6천만원 이하

15

8.8천만원 이하

24

8.8천만원 이하

24

8.8천만원 이하

24

8.8천만원 이하

24

3억원 이하

35

1.5억원 이하

35

1.5억원 이하

35

1.5억원 이하

35

3억원 초과

38

1.5억원 초과

38

5억원 이하

38

3억원 이하

38

5억원 초과

40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42

자료 : 「소득세법」 제55조(세율)

우리나라 소득세 체계는 약 10여년 동안 과세표준구간과 소득세율구간의 변화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단지 고소득층의 과세표준구간 변경과 소득세율 증가만을 가지고 소득세 구조를 유
지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이로 인하여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모두 과세표준구간의 변화 없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과세표준구간이 상향 조정되고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로 고착됨

2

개선방안
우리나라 소득세의 경우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소득세 공제체계 및 과
세표준구간의 전반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함께 제기되고 있음
◦ 복지사업 확충 및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지출 확대에 대비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재난사태로 인해 막대한 재정지출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소득세 과
세표준구간 조정과 세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27)
현행 소득세 체계를 재정비하여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
고 있음

27)

안종석･오종현, 「소득세 공제체계 개편방향 연구」, 『재정포럼』 제275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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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세수입을 확대하여 장기적인 복지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소득

세의 실효세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음28)
◦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면세자가 많은 것도 우리나라 소득세 구조의 문제라는 점에

서, 향후 면세자 축소를 위하여 소득세 공제제도의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
견이 있음29)
◦ 다만, 소득세율 인상은 근로 및 저축 의욕을 저해하고 탈세를 유발하는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음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임 언 선 ☎ : 02-6788-4572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법인세정책관 소득세제과
☎ : 044-215-4211

28)

안종석, 「소득세 부담수준의 결정요인 분석」, 『재정포럼』 제234호, 2015. 12.

29)

전병목,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6. 20.;
김재진, 「연말정산 대란과 보완대책, 그리고 남은 과제들」, 『재정포럼』 제241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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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면세자 축소 방안 논의
1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 면세자 수는 2013년 531만 명에서 2014년 802만 명, 2015년
810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18년에도 722만 명에 이름
◦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13년 32.4%에서 2014년 48.1%, 2015년 46.8%로

증가하였으며, 2018년에도 38.9%에 이르고 있음
◦ 2013년 소득공제방식의 세액공제방식으로의 전환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 및

2015년 연말정산 후속 보완대책 등의 영향으로 면세자 비율이 급증함
- 2013년 대비 2014년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전 소득구간에서 증가하였으며,

2015년 이후에는 명목임금 상승 등의 영향으로 면세자 비율이 소폭 감소하는 추세임
연도별 근로소득세 면세자 현황
(단위 : 만 명,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납세대상자

1,636

1,669

1,733

1,774

1,801

1,858

면세자

531

802

810

774

739

722

면세자 비율

32.4

48.1

46.8

43.6

41.0

38.9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 특히 중산층 및 고소득층을 포함한 1억 원 이하 전 소득구간에서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함
급여구간별 면세자 비율 비교
(단위 : %, %p)
연도

1천만원 1.5천만원 2천만원
이하
이하
이하

3천만원
이하

4천만원 4.5천만원 5천만원
이하
이하
이하

6천만원
이하

8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013(A)

92.4

38.7

24.6

14.6

6.2

2.4

1.3

0.5

0.1

0.1

0.2

2014

100.0

87.0

40.6

36.6

32.8

21.1

14.0

6.1

1.2

0.2

0.3

2015

100.0

86.3

41.2

34.5

30.3

19.5

12.8

5.3

1.0

0.2

0.2

2016

100.0

85.6

39.6

32.2

27.5

18.4

12.4

5.4

1.1

0.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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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1.5천만원 2천만원
이하
이하
이하

연도

3천만원
이하

4천만원 4.5천만원 5천만원
이하
이하
이하

6천만원
이하

8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017

100.0

85.3

38.6

32.3

26.1

17.4

11.7

5.3

1.1

0.2

0.2

2018(B)

100.0

85.0

34.8

32.9

27.4

16.4

10.8

4.9

1.0

0.2

0.2

차이(B-A)

7.6

46.3

10.2

18.3

21.2

14.0

9.5

4.4

0.9

0.1

0.0

주 : 차이는 2013년과 2018년의 차이를 의미함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근로소득세 면세자 수의 증가로 근로소득세의 과세기반이 크게 축소되고 과세대상자의 세부
담이 급증함으로써 당초 세법개정 취지와 달리 과세형평성이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음
◦ 과세대상자 1인당 세부담이 2013년 201.6만 원에서 2018년 319.9만 원으로 63.0%

상승하였고, 과세대상자 유효세율이 2013년 4.9%에서 2018년 7.73%로 높아져 과
세대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집중도가 심화되는 문제점이 있음
◦ 높은 면세자 비율은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조세원칙인 국민개세주의(國

民皆稅主義)에 위반되며, 소득세 관련 정책의사 결정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
점이 있음

2

개선방안
지나치게 확대된 면세자 비율을 축소함으로써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실현하고 납세자 간 형평
성을 제고해야 하나, 이는 납세자인 국민의 공감을 필요로 하는 사항임
◦ 장기적으로 면세자 축소는 소득세율 구조 정상화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

며, 이러한 측면에서 근로소득공제 축소가 소득세율 구조정상화와 면세자 축소에 기
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30) 단, 근로소득공제는 전체 근로소득자의 세액
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제율 수준에 대해서는 적절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소득공제 종합한도와 같이 일부 세액공제에 대한 한도를 설정하거나, 최저한

세를 설정함으로써 최소한의 소득세를 부담하는 방안, 주요 공제항목에 대하여 소득
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공제금액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Phase-out Rule 도입
등이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음
30)

전병목,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6. 20.;
김재진, 「연말정산 대란과 보완대책, 그리고 남은 과제들」, 『재정포럼』 제241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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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령자 소득공제의 경

우 기준소득금액 이하에서는 최대공제금액을 적용하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공제받
을 수 있는 금액을 점차 축소하는 방식(Phase-out Rule)으로 운영하고 있음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로 하여금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과도한 면세

자 비율 및 불안정해진 세법의 정상화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조세소위에 보고하도
록 함(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 부대의견”, 2015.
5.). 이에 기획재정부는 최저한세 도입 등 면세자 비율 축소 대안을 예시로 제시하면
서 정책 일관성 문제 및 저소득층의 세부담 증가 등이 야기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고한 바 있음
◦ 근로소득자 면세자 축소방안의 결과로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다시 늘어날 경우 여론

악화 뿐만 아니라 조세정책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며, 세부담 조정
을 위해 공제･감면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특정 정책목표를 위한 세제지원 정책의 실
효성을 감소시키고 조세체계를 복잡하게 할 우려도 있음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임 언 선 ☎ : 02-6788-4572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법인세정책관 소득세제과
☎ : 044-215-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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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및 교육비에 대한 공제 논의
1

현황 및 문제점
2014년 개정 「소득세법」에 의하면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근로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본인과 배우자, 그 밖의 부양가족)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거주자,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및 장애자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
한 의료비와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 나누어 해당 금액의 1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2014년 개정 「소득세법」에 의하면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근로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
제함
「소득세법」 상 근로소득공제31)와 근로소득세액공제32)는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사업소득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정책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의료비공제의 경우 필요경비의 성격을 지니는 납세자의 질병치료에 지출된 의료비

에 대한 공제이며, 납세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는 개인적 소비에 영향을 주고
「헌법」의 혼인 및 가족보호취지 등을 감안하여 납세자와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 교육비공제는 정책적 견지에서 납세자가 지출한 교육비에 대한 공제로, 이는 형평성

의 취지에서 세액공제보다는 국가가 저소득자에게 교육비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이나, 현실적인 재정적 문제 등을 고려할 때 그 한도를 정하여 소득공제를
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31)

근로소득공제의 경우 그 본질은 근로제공에 소요되는 필요적 경비지출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함으로써 근로자의 진정한 부
담능력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임. 그러나 근로소득공제는 필요경비의 공제라는 본질적 기능 이외에도 근로
소득자에 대한 추가적인 소득공제를 통하여 세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함

32)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일정 세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 근로소득의 경우 사업
소득이나 부동산소득 등에 비해 과세포착율이 높고 원천징수제도에 의하여 당해 소득 수령시 소득세액을 조기납부하게 되
므로 이에 대한 고려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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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선방안
최근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를 소득공제방식으로 환
원하려는 방식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과 비판적인 측면을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긍정적인 측면에서 제기되는 의견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
- 첫째, 의료비 및 교육비를 근로능력의 유지 및 향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

볼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순소득액에 대하여 과세해야 한다는
“순소득과세의 원칙”에 따라 소득공제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둘째, 2013년말 의료비 및 교육비 등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만 대폭 증가하여 소득원천간 과세형평이 저해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함
- 셋째, 고령화에 따른 개인 의료비 지출증가와 높은 수준의 대학 등록금 부담이 지속

되는 상황에서 의료비 및 교육비에 대한 세제지원을 축소할 경우 가계경제의 어려
움이 가중되고 내수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의료비 및 교육비의 세액공제를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은 비판적인 견해도 있음
- 첫째,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는 필요경비에 대한 공제제도라기보다 비재량적 지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세제지원 성격의 공제항목이므로, 의료비 및 교육비에 대한
공제방식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될 사안이라는 것임
- 둘째, 소득공제로 환원시 대규모의 세수감소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6%의 세율을

적용받는 저소득근로자(총급여액 기준 약 2,500만 원 이하자)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24% 이상의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총급여액 기준 약 7천만 원 초과자)의
세부담만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됨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임 언 선 ☎ : 02-6788-4572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법인세정책관 소득세제과
☎ : 044-215-4211

320

기획재정위원회

주택임대소득세 분리과세
1

현황 및 문제점
정부는 2014년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제도를 도
입하였으며, 이후 일몰 연장함33)34)35)
◦ 2019년 1월 1일부터는 주택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종합과세대상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종합과세(6~42%) 방법과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
과세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음(「소득세법」 제64조의2)
- 임대수입금액 2,000만 원 초과 : 종합과세
- 임대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주택 임대소득과세 기준
과세요건(주택 수 기준)
1)

주택수

1주택
2주택
3주택 이상

과세방법(수입금액 기준)

월세

보증금

수입금액

과세방법

비과세2)

비과세

2천만원 이하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과세

간주임대료 과세3)

2천만원 초과

종힙과세

주 : 1) 주택수 : 소유주택 수는 부부합산하여 계산
2)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및 국외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자도 과세
3) 소형주택(주거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는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2021
년 귀속분까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소득자로 등록할 수 있고, 임대소득세 등록의 혜택으로는
① 필요경비 및 기본공제와 ② 세액감면 등이 있음
◦ 총 임대수입이 2,000만 원 이하인 임대소득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납부할 경우

필요경비와 기본공제가 존재함
33)

「소득세법」 제64조의2 [시행일: 2017.1.1.]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비과세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분리과세함

34)

2019년부터 정부는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38%로 종합과세함(「소득세법」 제64조의2 [시
행일: 2019.1.1.] )

35)

정부는 “2016년 세법개정안”에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 등을 위해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 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를 ’18.12.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였고, 해당 사항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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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가 분리과세 선택시 필요경비 및 기본경비
구분
혜택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등록(1)

(1) 이외의 경우

필요경비율

60%

50%

기본공제

4백만원

2백만원

요건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시
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등록할 것
나. 임대보증금, 임대료의 연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등록한 경우 소형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율은 30%(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은 75%)이며, 그 외의 경우는 없음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총수입금액 규모와 무관)
구분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등록(1)

(1) 이외의 경우

감면율

30%(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은 75%)

-

요건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시
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등록할 것
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일 것
다.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라. 임대보증금, 임대료의 연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마. 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은 8년) 이상 임대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하여 14%의 단일세율
로 분리과세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첫째,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등록

할 경우 실질적으로 1,3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으며,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하여 분
리과세 및 종합과세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소득세 과세체계를 복잡
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둘째, 분리과세의 적용은 주택임대소득 이외의 상당한 규모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의 종합소득이 있는 고소득자의 세부담 감소를 상대적으로 크게 하여 소규모 주택
임대사업자와의 조세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셋째, 분리과세의 기준을 주택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로 설정함에 따라 2,000만

원을 넘지 않기 위하여 다운계약서, 이면계약 등의 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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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선방안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14% 분리과세는 과세형평성을 저해
할 수 있으므로,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하는 것보다 일정구간을 정하여 비과세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완전하게 종합과세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소득세 체계에 의하면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종

합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며, 해외 주요국들의 경우도 주택임대소득은 기본적으로 종
합과세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임 언 선 ☎ : 02-6788-4572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법인세정책관 소득세제과
☎ : 044-215-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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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액공제제도의 활성화 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월세세액공제제도36)는 2014년 2월 26일 정부의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세입자에 한하여 월세에 대한 공제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여 월세 지원을 강
화하는 제도임37)
◦ 공제대상자38)를 종전 총급여 5천만 원 이하에서 7천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 월세액

의 10%를 소득세에서 세액 공제하여 사실상 1년에 한 달 이상의 월세액을 지원해
주는 효과를 발생하도록 함39)
◦ 공제신청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월세임대차계약서와 월세납입증명(계좌이체 확인

서)만으로도 가능하며, 확정일자 없는 계약서도 가능함
◦ 만약 연말정산(근로소득자의 경우)시 미신청하더라도 향후 3년 이내에 세무서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가 가능함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임대시장을 양성화시키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월세세액공제제도도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월세세액공제제도는 임대인이 월세 세입자로 등록을 하여 월세세액공제를 받게 되

면 임대인의 임대수입이 드러나게 되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
36)

기획재정부 등,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후속조치 -』, 2014.
2. 26., p. 12~13

37)

수요자, 즉 주택 임차인에 대한 세제혜택은 임대료에 대한 세액공제제도가 유일함. 세액공제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된
소득공제제도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공제신청을 할 수 있게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 것
임. 기존 공제율은 50%, 한도 연간 300만 원에서 2013년에 공제율 60%, 한도 연간 500만 원으로 한 차례 확대된 후,
2014년 ‘2.26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었음

38)

월세세액공제의 대상범위는 「소득세법」 제52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배
우자 및 단독세대주 포함)를 대상으로 하며 임차하는 주택이 국민주택규보 85㎡ 이하 국민주택 세입자로서 총급여액이 7
천만 원 이하 이어야 하고, 관할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자에 한하며, 전입신고를 통해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가 같아야 함

39)

임대소득 과세방식의 정비를 통해 소규모 임대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임대소득의 세원관리 강화 등에 따른 임대시장
의 불안요인을 완화하고자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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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세액공제는 그 한도가 750만 원이며,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최대 75만 원)

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음

2

개선방안
월세세액공제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임대소유자들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하여 필요경비 및 기본경비 등의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또한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전월세 관련 대출 및 거래 통장을 개설하게 하는 등 은행

업무의 편의를 제공하여 주택임대소득 자료로 이용하는 방안도 월세세액공제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므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월세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의 타당성에 대하

여도 논의할 필요가 있음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임 언 선 ☎ : 02-6788-4572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법인세정책관 소득세제과
☎ : 044-215-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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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기한 연장
1

현황 및 문제점
법인세는 과세의 편의를 위해 법인이 정하는 사업연도 단위로 신고납부하고 있으며, 각 사업연도
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10년을 한도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음(「법인세법」 제13조)
◦ 그러나 2015년말 「법인세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이월결손금 중 각 사업연도 소

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한도가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로 축소되었고, 2017년 말
개정으로 2018년에는 70%, 그 이후 사업연도부터는 60%까지 축소하는 것으로 변
경됨에 따라 납세자가 이월결손금을 전액 공제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음
사업연도 단위 과세는 과세관청의 과세 편의와 세수 징수의 원활을 위한 것으로 법인 입장에
서는 그 존속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결손금을 사업소득에서 공제하여 주는 것이 공평에 부합
하다는 측면에서 경제계에서는 이월결손금 공제기한 확대를 요구하고 있음
◦ 법인의 이익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즉시 과세하는 반면, 개인에 발생한 결손

금은 일부분만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매년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의 한도가 축
소된 상황에서는 그 결손금의 발생연도에 상관없이 모두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과세형평에 보다 부합하다는 것임
◦ 이러한 취지에서 제20대 국회에서 김경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44호)로 이월

결손금의 공제기한을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서 ‘20년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외국의 경우 이월결손금의 공제기한이 없는 경우가 많음
◦ 독일, 프랑스, 영국은 공제기한이 무제한이며, 미국은 20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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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선방안
최근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의 지속적인 법인세율 인하 등 국제적인 법인세 경쟁
환경을 감안하면, 이와 상반되는 방향으로 법인세율을 인상한 우리 법인세제 하에서는 직접
적인 법인세율 조정 방안보다는 이월결손금의 공제기간 확대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법인세율
을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기업의 과세소득이 줄고 결손법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기업의 세부담 경감 차원에서 이월결손금 공제기한 연장을 검토
해 볼 필요가 있으나, 이로 인한 세수 감소 및 행정비용 발생 등의 부작용도 종합적으로 검토
되어야 할 것임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김 준 헌 ☎ : 02-6788-4574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세제실 법인세제과
☎ : 044-215-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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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기업 조세지원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국내 경기 활성화, 고용 창출 및 생산기반
확충 방안으로 해외 생산시설의 국내 복귀(Reshoring, U턴) 정책40)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나라도 2013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반영된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U턴법”)을 제정･시행하고, 2018년 유턴기업 종
합지원 대책을 발표하는 등 유턴기업에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세제로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104조의24에 따른 법
인･소득세 감면이 있음
◦ 법인･소득세 감면은 신･증설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세액을 감면하

고,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함
◦ 세제지원 조건은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입주할 것, ② 창업하거나 신･

증설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년 이내에 해외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할 것, ③
해외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증설
할 것, ④ 해외사업장을 부분축소(생산량 50% 이상) 하거나 유지(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한함)하면서 국내로 복귀할 것, ⑤ 복귀 전후 영위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동일할 것임(②, ③, ④는 선택, ①, ⑤는 공통)
유턴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법인･소득세)
해외사업장

국내사업장(신설 또는 증설)
수도권

청산･양도

5년간 100% + 2년간 50%

축소･유지

3년간 100% + 2년간 50%

수도권 이외
5년간 100% + 2년간 50%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KOTRA,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 2020, p.12
40)

해외로 나갔던 자국기업을 각종 세제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되돌아오게 만드는 정책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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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턴법이 시행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유턴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총 73개사이고, 이
중 9개사가 사후관리 기준에 따라 선정이 취소되어 2020년 5월 기준 유턴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총 64개사임
◦ 2019년 기준 유턴기업으로 선정된 총 64개사의 업종은 대부분이 제조업이고, 그 중

소부장 관련 업종은 전기전자 12개사, 자동차 8개사, 기계 6개사, 금속 5개사, 화학 4
개사 등 35개사로 전체 유턴기업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업종별 유턴기업 현황
(단위 : 개사)

업종

전기전자

주얼리

자동차

기계

신발

금속

화학

섬유

기업수

12

11

8

6

6

5

4

4

주 : 2019년 누적(64개사) 기준임
자료 : KOTRA,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 제출자료(2020. 5. 14.)

한편, U턴법이 시행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조세 감면액은 21억 8,300만원 규모에 불
과해 해외사업장을 둔 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실적이 미미한 상황임
유턴기업 법인세 감면 실적
(단위 : 개사, 백만 원)

연도
법인세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지원기업

-

2

4

4

4

5

19

지원금액

-

365

471

234

284

829

2,183

자료 : 국세청 제출자료(2020. 5. 19.)

2

개선방안
우리나라에 비해 리쇼어링이 활발하다고 평가되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 조세특례조치를 통한
한시적 법인세 감면 이외에도 사업장 이전 및 국내 시설투자 비용에 대한 지원, 유턴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지원, 법인세율의 지속적 인하 등 유턴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세제 측면에서 폭넓은 지원을 하고 있음
◦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향후 우리나라 리쇼어링 정책의 세제 개편 시 소부장

기업의 국내 복귀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소부장 유턴기업의 R&D 및 시설투자,
해외사업장 이전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도입 등의 다양한 측면의 세제지원책
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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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턴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특례 조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
선의견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첫째, 해외 현지법인의 청산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해외법인이 사실상 폐업한 경우, 정부관련기관 등의 확인서만으로 청산에 갈음하도
록 허용함으로써 U턴기업들이 법인세 감면혜택을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41)
◦ 둘째, 유턴기업 선정 후 국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되고,

공장 가동 이후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
다는 점에서 세금면제기간을 소득 발생시점부터 5년 이상의 기간으로 연장하는 방
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42)
- 현재 유턴기업은 국내로 복귀해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5년(부분복귀는 3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 이후 2년간은 50%를 감면받는데, 기업이 국내로 복귀
한 직후에는 이전비용 등으로 소득이 적어 세금 감면 혜택이 크지 않고 정작 소득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감면 시기가 경과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셋째, 현재 부분 복귀의 경우 해외 사업장 생산량의 50% 이상을 축소하고 국내에서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에만 세제감면 혜택이 주어지나, U턴법상 해외사업장 생
산량의 25% 이상 축소 시에만 유턴기업으로 인정된다는 점, 실제 유턴 시 해외현지
법인의 생산물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부분 복귀하는 경우가 많고, 유턴 확대를
위해서는 해외 사업장을 둔 기업들이 해외 시장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도 국내에 복
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조특법상 다양한 유턴
유형을 포괄할 수 있는 감면조건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김 준 헌 ☎ : 02-6788-4574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법령운용과
☎ : 044-215-4153

41)

양금승, 「한국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의 특징분석 및 U턴 촉진방안」, 한국경제연구원, 2017, p.24

42)

서민교, 「한국의 해외투자 유턴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전문경영인연구』 제20권 제4호, 2017.
12, p.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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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기부금 투명성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정보공개제도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다
양한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상의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포함되어 크

게는 「민법」의 적용을 받으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에서
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다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우리나라 비영리법인 정보공개 현황
근거법률
민법
설
립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및
법률
관
의료법
리
감
독
사회복지
관
사업법
련
법
률
사립학교법

소관부처

공개대상

31개
부처

비영리법인

∙ 주무관청에 제출

∙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 재산목록

법무부

공익법인

∙ 주무관청에 제출

∙ 사업계획 및 예산
∙ 사업실적 및 결산 감사증명서
(필요시)

의료법인

∙ 복지부장관에 제출 ∙ 결산자료

보건
복지부

교육부

세
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획
재정부

공개자료

사회복지법인

∙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제출
∙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
∙ 시･군･구 및 법인
을 포함한 결산자료
의 홈페이지･게시판
에 공시(20일 이상)

사립학교법인

∙ 관할청에 제출
∙ 학교 홈페이지

기재부장관에게
심사･지정받은
기부금단체

법인세법
소득세법

공개방법

∙ 예산서
∙ 결산서
∙ 감사보고서

∙ 공익법인 공시시스템 ∙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 단체 홈페이지
실적 명세서

자산규모 5억원
이상 또는 수익금액
∙ 기부금 모집 및 지출명세서
과 출연받은 재산액
∙ 공익법인 공시시스템
∙ 결산서류
합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종교법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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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률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

공개대상

행정
안전부

불특정다수
대상으로 천만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공개방법
∙ 등록청에 제출
∙ 모집자 홈페이지

공개자료
∙ 모집자의 성명 또는 명칭
∙ 등록일자 및 등록번호
∙ 모집금품의 총액 및 수량
∙ 기부금품의 상세명세서
∙ 회계감사보고서

자료 : 박정 의원실, 「공익법인 정책개선 세미나: 분류체계 및 공시양식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2018

세법상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 열거
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그 내부정보
를 일반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 (의무공시) 「상증세법」은 공익법인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장치로서 일정한 공익법인

에 대하여 결산서류 등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
의 인터넷 홈페이지(홈택스)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 (자율공시) 위와 같은 의무공시 대상이 아닌 공익법인의 경우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

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결산서류 등을 공시할 수 있음
◦ (법정･지정 기부금 단체 공시) 「상증세법」상 의무공시 대상이 아니고, 자율공시도 하지

않는 공익법인이라도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법정･지정 기부금 단체는 연간 기부
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를 작성하여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
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5항3호 및 제36조의2 제8항1호)
결산서류 등 공시제도의 적용대상
대상

적용요건

의무공시

자산총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 합계액 3억원 이상
으로서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

자율공시

자산총액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 합계액이 3억원 미
만인 공익법인과 종교단체

자료 :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법에 따라 내부정보를 일반에 공시하지 않는 공익법인의 경우,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에 일정한 공익법인 내부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방식으로 공익
법인을 관리･감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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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의 경우 개별 주무관청에서 내부규칙에 따라 일정한 내부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방식으로 비영리법인을 관리･감독하고 있고, 기부금단체의 기부금품 모집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내역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참조)
◦ 비영리법인의 경우 현재 31개 부처 내부규칙에서 주무관청에 사업계획 및 실적서,

수입･지출 예산서 및 결산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세법은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제고 취지에서 2016년 말 「상증세법」 개정을 통해 여러 제도
를 정비하였으나, 최근 정의기억연대 사태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 2016년 말 「상증세법」 개정으로 기존 세무확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었던 외부회계

감사를 받는 법인(총자산가액 100억 원 이상)에 대해서도 세무확인서 제출을 의무
화하고(제50조), 소관 주무부처별로 달리 운영되어온 회계기준을 표준화하였으며
(제50조의4), 외부회계감사 미이행시 0.07%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였
음(제78조제5항)

2

개선방안
공익법인의 준공공적 성격과 기능에 맞추어 공익법인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외부감사대상
선정 기준 강화와 공익법인 의무공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43)
◦ 현행 「상증세법」상 보조금 및 기부금 수입이 주 수입원인 공익법인의 외부회계감사

기준으로 총자산가액은 부적절하고, 총자산가액 100억 원 기준이 너무 높아 현실성
이 없으므로, 외부회계감사 대상에 총자산가액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총자산가액
기준에 ‘수입금액’ 기준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외부회계감사대상이 아닌 공익법인이 자율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은 경우 세

액공제율 인상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외부감사를 받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43)

박정 의원실, 「공익법인 정책개선세미나: 분류체계 및 공시양식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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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회계처리기준 관점에서 공익법인 회계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공익법인 재무정보의 투
명성 및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든 공익법인에 대하여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의무 적용하
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기본적으로 모든 공익법인이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되, 수입 및 자산의 규모에 따라

정보공개양식을 차별화하여 규모가 작은 공익법인의 공시부담을 경감해 줄 필요가
있을 것임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김 준 헌 ☎ : 02-6788-4574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법령운용과
☎ : 044-215-4153

334

기획재정위원회

글로벌 IT 기업 조세회피 대응을 위한 과세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고정사업장에 기반한 현행 법인세 체계는 디지털 경제하에서 사업활동에 있어 물리적 고정사
업장의 제약을 받지 않는 글로벌 IT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와 전통적 제조기업과의 과세불평
등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
◦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통적인 사업분야 기업들의 법인세 평균유

효세율은 23.2%인 반면 디지털 분야 기업은 9.5%에 불과함44)
◦ 국내에서도 2019년 기준 구글플레이와 애플앱스토어의 매출액은 8.3조원45)으로

전망되나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어 과세가 어려운 상황임
이러한 글로벌 IT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하여 국제적 차원에서는 OECD/G20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세 부과방안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개별국가차원에서도 디지털서비스세를 도
입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음
◦ OECD는 2012년부터 글로벌 IT 기업의 조세회피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동 대응을

위해 BEPS46)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2020년 1월 디
지털세에 관한 기본합의안을 발표하였음
◦ 이에 따르면 디지털세 과세대상으로 디지털 서비스뿐만 아니라 소비자대상 사업47)

까지 포함하고 있어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세수와 기업의 조세부담에 미칠 영항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외국 IT 기업으로부터의 세수 증가와 국내 글로벌 제조기업의

세수유출이 함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44)

European Commission(2018), “Time to establish a modern, fair and efficient taxation standard for the
digital economy,” COM(2018) 146 final.

45)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2019 모바일 콘텐츠 산업 현황 실태조사」, 2020. 3.

46)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는 다국적기업이 국가 간의 세법 차이, 조세조약의 미비점 등을 이용하여 경제
활동 기여도가 낮은 저세율국으로 소득을 이전함으로써 과세기반을 잠식하는 행위를 의미

47)

OECD는 소비자대상 사업의 예시로 ① 개인 컴퓨팅 제품(소프트웨어, 휴대폰, 가전제품) ② 의류, 화장품, 명품 ③ 브랜드
식품･음료 ④ 프렌차이즈 모델(식당, 호텔 등) ⑤ 자동차 등을 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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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국내 IT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미국과의 국제통상･조세분쟁 유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디지털세를 도입하기보다 OECD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세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한다는 입장임
◦ 기획재정부는 2019년 12월 세제실 내 「디지털세대응팀」을 설치･운영 중임

2

개선방안
OECD의 디지털세 논의에 있어 우리나라의 이해관계를 적극 반영할 필요
◦ OECD는 2020년 1월 발표한 디지털세 기본합의안을 바탕으로 2020년 말까지 디

지털세 과세 세부기준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임
◦ 기존의 논의와 달리 OECD는 디지털세 과세대상으로 소비자대상 사업까지 확대하

고 있어 우리나라의 과세기반이 침식될 우려가 있으므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디지털세에 대한 국제적 합의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대책 마련 필요
◦ 디지털세는 국가 간 과세권의 재배분 문제로 각 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국제적

합의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디지털세 논의가 장기화되거나 국제적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하여 디지털

세 도입을 위한 국내 조세체계에 대한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임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노 현 정 ☎ : 02-6788-4573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제조세제도과
☎ : 044-215-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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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율 인상 논의
1

현황 및 문제점
최근 OECD 회원국 가운데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부가가치세가 인상
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핀란드, 그리스, 폴란드, 포르투갈, 스위스 등이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함
◦ 2018년 기준 OECD 회원국의 부가가치세율은 평균 19.3%임48)
주요국의 부가가치세율
(단위 : %)

주 : 2018년 기준(일본은 2019년 10월 기준)
자료 : 조승래, 「저성장･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일본의 세제개혁」,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국회입법조사처, 2019

우리나라는 1977년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10%의 단일세율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우리나라의 재정이 비교적 건전하여 부가가치세율 인상이 필요할 정도로 위기상황

에 도달한 적이 없었음
◦ 부가가치세 이외에 소득세 등 다른 세목에서 증세 여력이 있었음
◦ 부가가치세율 인상시 예상되는 물가 상승압력과 부가가치세 부담의 역진성에 대한

우려, 10% 세율의 상징성과 단순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음
48)

OECD Tax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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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원마련이 중요한 이슈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세율인상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일본의 경우도 저성장･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재원마련을 위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5% → 8% → 10%로 소비세(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를 단계적으로 인상한 바 있음

2

개선방안
우리나라도 코로나19 사태 회복과 장기적으로 저성장･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의 하나로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논의해 볼 수 있음
◦ 최근 국회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위기 대응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5.1

조 원의 3차 추경을 확정함에 따라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도 역대 최고치인
43.5%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임
◦ 2050년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률49)이 일본(72.8%)과 비슷한 수준인 72.6%에 달하

고,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소득･법인세 등 생산활동에 기반을 둔 세수 감소가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다만,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비위축과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부가가치세 인상에 따른 물가불안과 역진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과 함께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인상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김 준 헌 ☎ : 02-6788-4574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법령운용과
☎ : 044-215-4153

49)

노인부양률 = 65세 이상 인구 ÷ 생산연령인구(15~6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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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개편 논의
1

현황 및 문제점
증권거래세는 1962년 「증권거래세법」 제정에 따라 1963년부터 과세되었으나, 자본시장육
성책의 일환으로 1972년 폐지되었음
◦ 증권거래세의 최초 도입 목적은 증권거래에 대한 과세를 통해 세정운영의 합리화와

세부담의 공평을 기하는 동시에 세수의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이었음
1978년 12월 5일 「증권거래세법」이 다시 제정됨에 따라 1979년부터 증권거래세가 부과되
기 시작함
◦ 「증권거래세법」상 증권거래세율은 1979년 도입 이후 2019년까지 1,000분의 5의

기본세율을 변동 없이 유지하다 증권거래세 폐지 논의가 본격화 된 2019년 12월
10,000분의 45로 조정되었음
◦ 현재 탄력세율이 적용되고 있음(2019년 5월 개정)
- 유가증권시장 0.1%(다만,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증권거래세 외에 농어촌특별세

(0.15%)를 별도로 부과함)
- 코스닥시장 및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0.25%
- 코넥스시장을 통해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0.1%

주식에 대한 해외 과세체계를 살펴보면 증권거래세･인지세 등 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중 하나
를 선택적으로 부과하거나 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부과하는 등 각 국마다 주식 거래 시의
과세체계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남
◦ 증권거래세는 주로 단기 투기수요를 감소시키려는 목적으로 과세되었는데, 증권시

장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효과가 뚜렷하지 않아 1990년대를 전후하여 여러 국가가
폐지하였음
◦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소득세를 동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요국은 한국, 영국(영

국의 경우 인지세),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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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소득세의 각 국 현황
국가

증권거래세

주식양도소득세

한국

과세(0.25%)

과세(대주주)

미국

비과세

과세

영국

과세(인지세(0.5%))

과세

프랑스

과세(0.3%)

과세

이탈리아

과세(0.2%)

과세

독일

비과세

과세

룩셈부르크

비과세

과세

일본

비과세

과세

중국

과세(0.1%)

비과세

대만

과세(0.15%)

비과세

홍콩

과세(0.1%)

비과세

싱가포르

과세(0.2%)

비과세

호주

과세(인지세)

과세

자료 : 임동원, 「증권거래세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2018.

증권시장 활성화, 자본거래 과세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있음
◦ (조세형평성) 증권거래세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과세됨으로써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과 부합하지 않으며, 조세 형평성 차원에 문제가 있음
◦ (투자자 부담 완화) 거래비용으로 작용하고 있는 증권거래세의 인하 또는 폐지 시 투

자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으며,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이중과세 논란 관련)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부과는 주식 거래에 따른 조세라

는 점에서 유사한 성격이 있으며, 비상장주식 및 대주주의 상장주식 등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 외에도 주식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으므로 동
일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음
◦ (해외 사례) 미국(1965년 폐지), 일본(1999년 폐지), 스웨덴(1991년 폐지), 독일

(1991년 폐지) 등 과거 증권거래세를 부과했던 해외 국가의 경우에도 증권거래세가
폐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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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6월 25일 증권거래세 인하와 주식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하였는데 증권거래세와 관련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23년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 소액주주 비과세 제도 폐지(기본공제 5,000만 원,

7월 22일 수정 발표)
◦ 주식 양도소득 과세확대 시행에 맞추어 증권거래세율을 2022년 0.02%p, 2023년

0.08%p 인하하여 (코스피) 증권거래세 0%, 농특세 0.15%, (코스닥) 증권거래세
0.15%, (비상장) 증권거래세 0.35%로 변경함
◦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병존하는 구조로 계획됨

2

개선방안
증권거래세의 개편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증권거래세 개편에는 과세 형평, 자본시장 및 세수에 미치는 영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임
◦ 2019년 정기국회 당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정부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조정 방안과 손익통산 및 이월 공제를 포함한 중
장기적인 금융 세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2020년 정기국회 개회 전에 국회 기재위
에 보고할 것’ 이라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음
◦ 정부는 9월 초 금융투자소득 도입, 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 개편 및 증권거래세율 인

하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등 관련 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임
2020년 정기국회를 통해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 됨. 증권거래와 관련한 거래세와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과
세에 있어 금융시장의 안정과 세수확보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김 준 헌 ☎ : 02-6788-4574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
☎ : 044-215-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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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별소비세 논의
1

현황 및 문제점
2020년 6월 현재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위축에 대한 대응조치
의 일환으로 2020년 3월~6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기본세율(5%)의 70%를 인하한 1.5%
의 세율이 적용되었음(최대 100만 원 한도)
정부는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승용자동차 구매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2020년 7월~12월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5%)의 30%를 인하한 3.5%의 세율을 적용하
겠다고 밝힘
승용자동차의 경우, 보급이 보편화된 현실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사치재로 보기 어려우며, 국
민 소비부담해소 등을 위하여 개별소비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우리나라 개별소비세는 1977년 7월 사치성 물품의 소비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국

민 경제의 불건전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옛 특별소비세가 2008년 명칭을
바꾼 것으로, 이는 사치성 물품 등에 대한 소비억제 제도로 인식되어 온 특별소비세
의 명칭을 부가가치세와는 별도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일부 개별 품목 등에 부
과하는 교정세적 의미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음
주요국의 개별소비세 비교
구분

한국

미국

영국

일본

독일

주류

○

○

○

○

○

담배

○

○

○

○

○

석유류

○

○

○

○

○

자동차

○

×

×

×

×

자료 : 김학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개편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8. 재구성

◦ 특히 한미 FTA 발표 이후 2015년도부터는 승용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에 따른 세율

차이 없이 일률적으로 기본세율 5%를 적용하고 있어 누진성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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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세법은 1,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경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지만, 1,000cc 이상 모든 승용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음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1항제3호나목)

2

개선방안
자동차 개별소비세 세율 인하의 지속 유지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가 종료되는 2020년 이후의 세율 인하 유지 여부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 경기 상황, 소비자 기대심리 등을 고려한
종합적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내수 활성화 및 시대 변화에 따른 소비패턴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자동차 개별소비

세의 추가 인하 및 폐지에 대한 고려도 가능하다고 보이나, 개별소비세수에서 자동차
가 차지하는 높은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세수 측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승용자동차 배기량에 따른 개별소비세 세율 조정 검토 필요
◦ 중산･서민층이 타는 1,000cc 이상 1,600cc 이하 승용자동차의 경우 생활필수품적

인 성격이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개별소비세율을 폐지 또는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할 필요가 있음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김 준 헌 ☎ : 02-6788-4574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 044-215-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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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국세 열람제도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미납국세열람제도는 주거용 건물이나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자가 임대차계약 전에 임대인
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국세징수법」 제6조의2)
◦ 조세채권은 대외적으로 공시되지 않아 별도의 절차 없이는 임차인이 관련 정보를 알

기 어려움
◦ 주택･상가 건물의 임대차 후 임대차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처분되는 경우, 임차인이

선순위 조세채권에 밀려 임차보증금을 상실하는 사례에 대비하여 임차인에게 일정
한 요건 하에 열람권을 부여하는 제도임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제도 이용은 미미한 수준임
◦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중 거주자 및 임대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특별시에서 2016년부

터 2019년까지 4년간 미납국세를 열람한 건수는 총 221건으로, 연평균 55건에 불과함
◦ 위 기간 서울특별시의 주택･상가 임대차 거래는 총 226만 8,059건(연평균 약 57만

건)임을 감안할 때, 주택･상가 임대차 시 미납국세를 열람하는 경우는 임대차 1만 건
당 1번 정도에 불과함
미납국세 열람제도의 이용이 저조한 이유는 임대차 거래에 있어서 제도 자체에 대한 홍보 부
족과 열람 요건에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주택･상가의 임대차계약은 주로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 체결되는데, 현행 「국세

징수법」과 「공인중개사법」에는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미납국세 여부
를 설명･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공인중개사나 임차인이 미납국세 열람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음
◦ 또한 현행 미납국세 열람 절차는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차인이 열위적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아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
는 경우 미납국세를 열람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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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활성화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체결시 등
기부등본 확인과 같이 미납국세 열람을 필요적 절차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

개선방안
임차인의 정보접근권과 임대인의 개인정보결정권을 모두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입법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계약금 교부로 임대차계약 관계는 착수되고 계약당사자에게 계약 완결을 위한 권

리･의무관계가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계약금 교부 전에는 임대인 동의를 요건
으로, 계약금 교부 이후부터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면서 미납국세가 있는 경우 임차인에게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
는 방안임
공인중개사에게 미납국세열람권과 이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1항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

명의무를 부여하고,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서는 확인･설명의무 사항으로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임차권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 임대차계약의 현실상 공인중개사가 계약체결과 관련한 전반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임차인이 직접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국세징수법」 제6조의2에 ‘임차인 또는 공인중개사’의 미납국세열
람권을 규정하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확인･설명 사항에 ‘임대인
의 미납국세’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은 미납국세열람제도와 유사한 형태로 미납지방세열람제
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산세 등과 같은 미납
지방세열람에 대해서도 미납국세열람과 동일한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임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김 준 헌 ☎ : 02-6788-4574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법령운용과
☎ : 044-215-4153

345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의 중앙은행의 역할
1

현황 및 문제점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으로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통화정책을
통한 금리조정 또는 유동성 지원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음50)
◦ 미국의 경우 연방준비제도(Feredal Reserve System)에서 3월 3일과 15일 각각 기

준금리를 1.00~1.25%, 0.00~0.25%로 하는 제로금리 정책을 시행하고, 국채와 주
택담보대출유동화증권(MBS)의 무제한 매입, 자산담보증권 매입 등을 통한 자금조
달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음
◦ 영국의 경우 영란은행(Bank of England)에서 3월 11일과 11일 각각 기준금리를

0.25%, 0.1%로 하는 조치와 함께, 3,300억 파운드 규모의 대출 보증, 소상공인에
대한 현금성 지원 등 대책을 발표하였음
◦ 유럽연합의 경우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에서 코로나19 이전부터

도입한 기준금리 0%를 유지하면서, 자산매입규모 확대, 매입대상자산 범위의 확대
(비금융기업 어음 포함) 등의 조치를 발표하였음
◦ 일본의 경우 일본은행은 코로나19 이전부터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0.1%로 유지하고

있었던바, ETF(Exchange Traded Fund51)) 및 CP52)(기업어음)와 회사채 매입 한
도 증대, 국채 매입 상한 폐지 등 금융완화조치를 발표하였음

50)

강구상･최원석･김종혁･오태현･이현진･김승현･박나연, 「코로나19 대응 주요국의 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 『세계경제 포
커스』(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3권 제11호, 2020. 4, pp.4~5; 장민･이동익･현정민･손영민, 「주요국의 코로나19 정책대
응(6. 9. 현재)」, 예금보험공사, pp.2~6.

51)

인덱스펀드(목표지수인 인덱스를 선정해 이 지수와 동일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도록 운용하는 펀드로, 주가지수에 영향력
이 큰 종목들 위주로 펀드에 편입해 펀드 수익률이 주가지수를 따라가도록 하는 상품)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투자자들이 주
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으로, 투자자들이 개별 주식을 고르는 데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아도 되는 펀
드투자의 성격과, 언제든지 시장에서 원하는 가격에 매매가 가능한 주식투자의 성격을 결합시킨 상품임

52)

Commercial Paper는 기업체가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어음으로, 상거래에 수반하여 발행되고 융통되는 진성어
음과는 달리 단기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이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기업과 어음상품투자자 간 자
금수급관계에서 금리가 자율적으로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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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또한 기준금리를 기존 연 1.25%에서 3월 16일 0.75%, 5월 28일 0.50%로 인하
하고,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53) 신설, 금융중개지원대출54) 한도 증액,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
보증권 확대55) 등 유동성 공급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중앙은행이 전통적으로 수행하여 온 ‘기준금리를 통한 통화정책’ 외에 위기 상황에서 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재정정책에 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56)
◦ 중앙은행의 준재정적 활동이란 원칙적으로 정부의 재정정책과 동일한 수행 효과를

가지면서 중앙은행의 재정적 활동에 영향을 주는 정책을 의미함57)
◦ 금리를 통한 통화정책을 통하여 시중에 자금을 공급하더라도 경제주체들이 현금을

보유하기만 할 뿐 소비나 투자에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는바58), 중앙은
행이 물가안정 등에 목표를 둔 통화정책보다 적극적으로 경기부양을 위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

2

개선방안
중앙은행의 장기적 최종대부자의 역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59)
◦ 미국 연준의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계기로 은행에만 제공되었던 금융

안전망을 비은행권 등 자본시장에까지 확대함으로써 전체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감
독하는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였다고 평가받고 있음60)

53)

한국은행이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에 일반기업이 발행한 우량 회사채를 담보로 최장 6개월 이내 최대 10조원 한도의 대출
을 해 주는 제도임

54)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은행에 저금리로 지원하는 자금임

55)

기존 국채, 통화안정증권, 정부보증채 이외에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
저당증권을 신규로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으로 인정함

56)

함정호, 「금융경제환경 변화와 통화정책: 도전과 과제」, 한국금융학회 심포자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중앙은행업: 경
험과 전망』 발표자료, 2014.

57)

2020. 4. 9. 한국은행 국외자료 조사연구, 「중앙은행의 준재정적 활동에 사회적 합의 필요성과 연준의 사례」

58)

한국은행이 2020. 6. 3. 발표한 2020년 1분기 총저축률은 36%로 2018년 3분기 이후 최고치인 반면, 소비자심리지수
는 2020년 4월 70.8로 2008. 12. 이후 최저수치를 기록하였음

59)

함정호, 앞의 글, pp.34~35 및 강현주, 앞의 글, p.3

60)

함정호, 앞의 글,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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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역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금융불안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금융위기 상황

에서 한국은행이 최종대부자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이 필요할 것임
한국은행의 회사채나 CP의 직접 매입을 위한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음61)
◦ 미국 연준의 경우 CPFF(Commercial Paper Funding Facility)라는 CP 매입기구

를 설립하여 단기 회사채를 직접 사들이고 있으나,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한국은행의
여신 및 증권 매입대상의 한정으로 회사채와 CP를 직접 매입할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음62)
◦ 다만, 2020. 5. 20. 경제부총리 주재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정

부･중앙은행･정책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 간의 역할 분담을 통하여, 저신용등급을
포함한 회사채･CP･단기사채 매입기구(SPV : Special Purpose Vehicle)를 설립하
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려는 방안이 발표되기도 하였음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조 서 연 ☎ : 02-6788-4585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거시정책과
☎ : 044-215-2831

61)

강현주,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대응한 통화 및 재정정책」, 『자본시장포커스』 제2020-07호, pp. 2~3.

62)

「한국은행법」 제68조(공개시장 조작) ①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기 위하
여 자기계산으로 다음 각 호의 증권을 공개시장에서 매매하거나 대차할 수 있다.
1. 국채(國債)
2. 원리금 상환을 정부가 보증한 유가증권
3. 그 밖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유가증권
② 제1항 각 호의 유가증권은 자유롭게 유통되고 발행조건이 완전히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79조(민간과의 거래 제한) 한국은행은 이 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정부대행기관 또는 금융기관 외의 법
인이나 개인과 예금 또는 대출의 거래를 하거나 정부･정부대행기관 또는 금융기관 외의 법인이나 개인의 채무를 표시
하는 증권을 매입할 수 없다. 다만,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과 예금거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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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운영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국세상담센터는 2001년 3월 국세청 납세지원국 소속 콜센터로 출범한 이래, 종전 국세청･지
방청･세무서에 분산되어 있던 세무상담 창구를 한 곳으로 통합하여 전화와 인터넷을 통한 세
법상담과 홈택스상담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국세상담센터의 상담업무는 상담채널･업무분야 모두에서 지속적
으로 증가하였음
◦ 상담채널별 실적을 보면, 전화상담은 2015년 391만 8,537건에서 2019년 444만

7,252건으로, 인터넷상담은 2015년 24만 2,510건에서 2019년 36만 210건으로
각각 증가했음
◦ 업무분야멸 실적을 보면, 세법상담은 2015년 166만 3,205건에서 2019년 196만

1,264건으로, 홈택스상담은 2015년 249만 7,842건에서 2019년 284만 6,198건
으로 각각 증가했음
◦ 또한 주요세목별 상담실적에서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관련 상담이 주를 이루고 있어,

법인납세자보다는 개인납세자 또는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서비스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이러한 국세상담센터의 긍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세상담센터의 운영에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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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문의가 상담사에게 바로 연결되지 못하고 통화 종료되는 비중이 높고, 통화 연

결이 된 경우라도 통화대기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남
- 2015년~2019년 전화상담 평균 응답률은 67.9%이고, 2019년 기준 통화 대기시간

은 평균 3분 23초로 나타남
◦ 세정서비스의 특성상 특정 시즌에 상담수요가 몰리는 경향이 있음에 따라 인입량에

따라 연중 응답률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세법상담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경에 인입량이 연중 최고 수치를 나타내고,

홈택스상담은 연말정산 시즌인 1월경에 인입량이 연중 최고 수치를 보였으며, 이러
한 응답률 편차는 매년 반복적인 양상을 보임
◦ 국세상담센터가 한정된 상담인력으로 운영되는 결과 2018년 9･13 부동산대책과

같이 새로운 정부시책에 따른 상담수요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
생하고 있음
◦ 또한 상담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예산 및 상담인력은 그에 비례하여 증

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담사 업무량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개선방안
응답률 제고 및 상담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상시 상담인력의 확충이 필요함
◦ 세법상담의 경우 임시상담사 충원 없이 상시 상담인력만으로 운영되는 하반기에 응

답률이 특히 저조하고, 현재 상담인력의 업무부담이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
시 상담인력의 증원을 통해 응답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시즌별 폭주하는 상담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임시상담사의 안

정적인 수급확보와 처우개선방안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통화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상담채널을 다각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국세상담센터 상담채널은 전화와 인터넷 두 가지에 한정되어 있고 그 중 유선

전화를 통한 상담이 대부분의 서비스를 차지하고 있으므로(전화상담 비중 94.3%),
63)

문은희, 「국세상담센터의 운영현황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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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전화 이외에 SNS, 챗봇 등 새로운 전자서비스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상담채널
을 개발하여 상담수요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새로운 정부시책 발표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는 세법상담 및 홈택스상담 수요에 효율적
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시책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여 직무교육에 반영하고, 국
세상담센터에서 직원교육 매뉴얼을 총괄적으로 수립하여 상담사 교육의 전문성과 통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김 준 헌 ☎ : 02-6788-4574
관련부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 064-780-6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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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의 실효성 확대
1

현황 및 문제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탈세와 체납은 부도덕하다는 성숙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한 세정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2004년 도입된 제도임64)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로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임65)
- 명단공개에 앞서,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로 안내문 발송 대상자 확정 후 6개

월 이상의 안내문 발송 및 소명서 접수･납부 독려 기간을 가진 후 연말에 국세정보
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단 공개자를 확정하게 됨
◦ 세법개정을 통해 명단공개 기준이 완화되어 2004년 ‘2년이 지난 10억 원 이상’에서

현재는 ‘1년이 지난 2억 원 이상’으로 그 기준이 낮아짐
- 명단공개기준 : (2004년) 기간 2년, 금액 10억 원 이상 → (2010년) 2년, 7억 원 →

(2012년) 1년, 5억 원 → (2016년) 1년, 3억 원 → (2017년) 1년, 2억 원
◦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현황자료에 의하면 2019년 고액･상습체납자는

6,838명(개인 4,739명, 법인 2,099개 업체)으로 총 체납액은 5조 4,073억 원, 개인
최고액은 1,632억 원, 법인 최고액은 450억 원으로 나타남
고액상습체납자 및 체납액 현황
(단위 : 명, 억 원, %)

구분
인원
비율

계
인원
6,838
100.0

개인
체납액
54,073
100.0

인원
4,739
69.3

법인
체납액
38,530
71.3

인원
2,099
30.7

체납액
15,543
28.7

자료 : 국세청, 「2019년 고액상습체납자 6,838명 공개: 악의적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보도자료, 2019. 12. 4.
64)

「국세기본법」 제85조의5[법률 제7008호, 2003.12.30., 일부개정]와 동법 시행령 제66조
국세청장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납자와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정보를 국세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터넷과
관보와 관할세무서의 게시판에 공개할 수 있음

65)

「국세기본법」 [법률 제14382호, 2016.12.20., 일부개정]
제85조의5(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13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6조에도 불구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이하 생략) <개정 2011.12.31.,
2013.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1.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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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공개제도의 명단공개 제외 규정(「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으로 인하여 명단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함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의 명단 공개에서 제외되는 사례는 체납자의 사망,

체납 소멸시효 도래, 체납액 전액 납부, 체납액이 2억 원 이하로 되는 경우, 체납액
일부 납부(30% 이상) 등이 있으며, 이중 문제가 되는 것은 체납액 일부납부로 인하
여 명단공개에서 제외되는 경우임
- ‘체납액 30% 이상 납부 시 명단공개 제외 조항’은 명단 공개 이전에도 적용되는 것

으로, 국세청은 명단 공개 대상자들을 확정한 이후, 6개월 동안 소명 기회를 주고 납
부를 독려하고 있음

2

개선방안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의 명단 제외 규정에
30% 납부 후 체납액 절대금액 기준을 새롭게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
◦ 현행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의 명단공개 요건은 “1년 이상 체납한 체납액 2

억원 이상 체납자”이므로,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한 체납자가 일부 체납액을 납부
하더라도 체납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명단공개 제외대상에서 배제하는 방
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다만, 체납액의 일정비율(30%) 이상을 납부한 자를 납부비율과 무관하게 체납액 절

대금액을 기준으로 전부 명단공개를 할 경우 고액･상습체납자의 납부의지를 약화시
켜 오히려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도 있다는 점에서
기준금액 설정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임 언 선 ☎ : 02-6788-4572
관련부처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 : 044-204-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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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출국금지제도 개선 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고액･상습체납자의 출국금지제도는 고액 체납자 중 채권확보가 곤란하거나 생활 및 사업근
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로서 해외로 이주 또는 도피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출국을 제한
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체납조세의 납부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함66)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기간은 최대 6개월로 제한되며, 출국금지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금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출국금지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67)
◦ 동 기간의 만료 후 반복적으로 연장을 요청해야 하는 등 업무집행 상 어려움이 있으

나, 금지기간연장 등은 「출입국관리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법무부와의 협
의가 필요할 것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연도별 출국금지실적을 살펴보면, 당해연도말 출국금지인원은
2013년 2,698건에서 2018년 12,012명으로 약 4.5배 증가함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현황
(단위 : 명)

당해연도

구분

전년도말
출국금지인원

출국금지인원

출국금지 해제인원

당해연도말
출국금지인원

2013

2,557

1,149

1,008

2,698

2014

2,698

1,007

738

2,967

2015

2,967

1,518

889

3,596

2016

3,596

4,499

1,983

6,112

2017

6,112

5,651

2,811

8,952

2018

8,952

9,560

3,600

12,012

자료 : 국세청, 「2019 국세통계연보」, 보도자료, 2019.12.
66)

「국세징수법」 제7조의4, 동법 시행령 제10조의5 및 「출입국관리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1조의3~4, 제2조, 제2조의2,
제3조의3, 제5조, 제36조의2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67)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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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제도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라는 판결68)이 나왔음에도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
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 기본권의 제한이 인정된다 하더라고 출국금지제도는 과잉금
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과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 등이 제기되고 있음69)

2

개선방안
출국금지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논의될 수 있을 것임70)
◦ 첫째, 출국금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상당폭 연장하는 방안71)
- 출국금지 기간요건을 강화한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체납징수효과를 제고한다고 보

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반복적인 연장요청에 소요되는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 또한 반복적인 연장요청을 하지 않아 기간만료의 사유로 조기에 출국금지가 해제되

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다만,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은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

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과 과잉금지원칙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둘째, 금액기준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체납액 기준을 낮추는 방안
- 기준금액을 더 낮출 경우 대상자가 확대되어 체납징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임
- 다만, 체납액 기준이 낮아지면 대상자가 증가하여 과세관청의 행정부담이 크게 증

가하는 반면, 체납액 징수 효과는 크지 않을 수도 있음
◦ 셋째, 국세청과 법무부의 업무협조 강화 방안
- 국세청 정보시스템과 법무부 출입국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

한 출입국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모색되어
야 할 것임72)
68)

헌법재판소 2004년 10월 28일 「선고 2003허가18 결정」에 의하면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제도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과잉금지 원칙이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합헌이라고 판단하였음. 이상덕, 「체납
자 출국금지처분의 요건과 재량통제」, 『행정판례연구』 10-1, 2014. 9, pp. 105~167

69)

김완석, 「조세징수의 간접적 강제수단의 문제점」,『조세연구』, 조세연구포럼, 2003. pp. 138~139.

70)

김완석, 「조세징수의 간접적 강제수단의 문제점」,『조세연구』, 조세연구포럼, 2003. pp. 137~140

71)

추순호, 『국세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 징수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세무법무학과 석사학위논문, 2010. 6,
pp. 9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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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출국금지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출국금지는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큰 수
단이기 때문에 그 요건을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방안 이외에도 체납액의 규모, 체납자의 과거
납세이행정도, 체납자의 해외 생활기반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하여 출국금지의 필요성 기
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임 언 선 ☎ : 02-6788-4572
관련부처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 : 044-204-3032

72)

장상록･정연식,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제도에 관한 연구」, 『세무회계연구』 통권 제36호, 한국
세무회계학회, 2013. 6, pp. 168~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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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자영업자 소득 탈루 개선 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국세청이 고소득 전문직 및 고소득 자영업자 등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변칙적 탈세를 근절
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왔으나, 고소득사업자의 소득 탈루는 여전히 높
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고소득사업자의 소득적출률은 2005년 12월 56.9%에서 2009년 9월 31.2%까지 하

락하였으나, 그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에는 53.4%에 이름
- 소득적출률이란 실제소득 중 신고하지 않고 누락된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며, 소득적출률이 높을수록 탈세를 많이 한다는 의미임
-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고소득사업자는 고소득을 올리는 개인사업가들을 지칭하며,

여기에는 도소매업자, 고소득 전문직(의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등), 현
금수입업자(음식점, 숙박업 등), IT관련업자(유투버, BJ, MCN, 웹하드업체, 웹작가
등), 신종호황분야 업자(반려동물 관련업자, VR사업자, 부동산금융컨설팅 등), 문
화･스포츠 분야(연예인, 연예기획사, 프로선수 등), 부동산 임대업자 등이 포함됨.
여기서는 고소득사업자를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고소득 전문직은 고소득사업
자 중 한 부분을 지칭함
◦ 2005년 이후 최근까지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조사대상인 고소득사업

자 총 9,703명의 소득적출률은 49.2%이며, 부과된 세액은 6조 679억 원임
고소득 자영업자 기획조사 현황 및 소득적출률
(단위 : 명, 건, 억 원, %)

구분

착수일

인원

총소득
(①=②+③)

신고소득
②

적출소득
③

부과세액

소득저출률
(③/①)

1차

’05.12.22

422

5,302

2,286

3,016

1,094

56.9

2차

’06.03.20

319

5,516

2,331

3,185

1,065

57.7

3차

’06.08.16

362

15,459

7,932

7,527

2,454

48.7

4차

’06.11.06

312

10,911

5,777

5,134

2,096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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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착수일

인원

총소득
(①=②+③)

신고소득
②

적출소득
③

부과세액

소득저출률
(③/①)

5차

’07.02.26

315

11,048

5,795

5,253

2,147

47.5

6차

’07.06.21

259

7,865

4,230

3,635

1,581

46.2

7차

’08.01.10

199

6,688

3,671

3,017

1,271

45.1

8차

’08.08.21

136

4,075

2,257

1,818

843

44.6

9차

’08.11.28

147

2,874

1,630

1,244

905

43.3

10차

’09.05.06

130

5,160

3,048

2,112

883

40.9

11차

’09.09.25

150

2,751

1,894

857

378

31.2

2010년

상시

451

10,285

6,267

4,018

2,030

39.1

2011년

상시

596

20,431

12,764

7,667

3,632

37.5

2012년

상시

598

17,967

10,889

7,078

3,709

39.4

2013년

상시

721

20,833

11,047

9,786

5,071

47.0

2014년

상시

870

23,347

13,296

10,051

5,413

43.1

2015년

상시

960

27,326

15,585

11,741

6,059

43.0

2016년

상시

967

22,626

12,901

9,725

6,330

43.0

2017년

상시

908

22,324

10,801

11,523

6,719

51.6

2018년

상시

881

23,769

11,066

12,703

6,929

53.4

9,703

266,557

158,763

131,141

60,679

49.2

합계
자료 : 국세청, 내부자료

정부는 대규모 재정지출에 따른 재정건전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및 저소득층과의 과
세형평성 차원에서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과세기반을 강화해 오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
이 지적되고 있음
◦ 고소득사업자의 탈세 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소득사업자 기획조사에 의한 대상

인원, 적출소득 및 소득적출률, 부과세액이 증가하는 등 고소득사업자의 소득탈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고소득사업자의 소득규모가 일반 근로소득자의 소득규모에 비해 매우 높은데도 불

구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근로자들이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 소득적출률의 추이가 2009년 이후 정체 현상을 보이다가 2013년 이후 증가하고 있

어, 고소득사업자의 소득 탈루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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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소득세 개편에 의해 최고소득세 구간이 3억원으로 낮아지면서부터 고소득

사업자의 소득적출률이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2014년 1.5억원 과표구간이 실시
되고 2017년과 2018년 과표구간이 확대되면서 고소득사업자의 소득적출률이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남. 즉, 세율이 증가하면 탈세가 증가하며, 그에 따라 고소득사업
자의 소득적출률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

개선방안
국세청은 지하경제양성화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한 고소득사업자의 관리 및 관리대상 확대와 더불어 철
저한 조사를 통하여 탈세율을 낮추고, 부과세액에 대한 징수율을 높여야 할 것임
◦ 고소득사업자의 탈세를 막기 위하여 정부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을 현행 10만 원보다 낮추는 방안,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가산세(20%)를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19년도 세법개정을 통해 2019년 1월 1일 이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기존의 과태료 50%가 아닌 가산세 20%를 부과하기로 함
◦ 또한 정부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곳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포상금 제

도”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포상금 지급(현금영수증 미발급금액의 20%, 연간 200만
원 한도)을 중장기적으로 확대･시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임 언 선 ☎ : 02-6788-4572
관련부처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 : 044-204-3027

359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장려 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로, 체납
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하여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04년 도입되었음
◦ 징수금액에 따라 5~20%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최대 20억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

하고 있음
◦ 다만,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
하지 않음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
징수금액

지급률

5천만원 미만

지급하지 않음

5천만원 이상 5억원 미만

20%

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1억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5%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억 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10%

30억원 이상

4억 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금액의 5%

자료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 은닉재산이란 체납으로 압류된 모든 체납자 재산 이외에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하며, 다음의 것들은 재산에서 제외함(「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3항)
① 「국세징수법」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②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③ 그 밖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2항에 의하면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에 있는 부동산)
◦ 은닉재산과 관련된 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문서, 팩스,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또는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하여야 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①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거나 진술할 것
②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함), 날인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을 할 것
③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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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2006년 1,100만원에서 2018년 8억 1,300만원으로
약 73.9배 증가함
◦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건수는 2006년 46건에서 2018년 572건으로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으며, 은닉재산에 대한 징수금액도 2006년 6억 3,800만원에서 2018년
80억 6,900만원으로 증가하였음
◦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도 2006년 2건에 1,100만원에서 2018년도에는

22건에 8억 1,300만원을 지급하였음. 그 결과 건당 지급금액도 2006년 550만원에
서 2018년 3,700만원으로 높아졌음
고액상습체납자 및 체납액 현황
(단위 : 명, 억 원, %)

구분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

신고건수

징수금액

건당 징수금액

건수

지급액

건당 지급액

2006

46

638

13.9

2

11

5.5

2007

87

1,639

18.8

4

48

12

2008

81

842

10.4

11

43

3.9

2009

93

166

1.8

11

44

4

2010

97

191

2.0

10

49

5

2011

123

41

0.3

7

32

5

2012

183

590

3.2

7

82

12

2013

316

2,650

8.4

5

48

10

2014

259

22,813

10.9

15

226

15

2015

344

7,929

23.0

23

851

37

2016

282

7,744

27.5

25

839

34

2017

391

8,810

22.5

30

1,365

46

2018

572

8,069

14.1

22

813

37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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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선방안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을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은닉재산 신고건수 대비 신고포상금 지급건수가 적어 은닉재산 신고에 따른

포상금 수급의 기대가 낮아 신고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신고포
상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현행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금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 설정되어 포상금 지급 요건

이 높다는 점에서 기준금액을 ‘1천만원 이상’ 등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둘째, 은닉재산 징수금액 대비 신고포상금 지급액 비중이 낮아 은닉재산에 대한 신

고포상금 제도 활성화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액을
상향조정하는 방안과 신고포상금 지급률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현행 20억원에서 탈세 제보에 대한 신고포상금 상한액과 같

은 4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과 신고포상금 지급률을 현행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셋째, 명단공개제도의 명단 제외 규정(체납액 30% 이상 납부 시 명단공개 제외)으로

인하여 은닉재산 신고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명단공개 제외 규정에 체납액
의 절대금액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한 체납자가 일부 체납액을 납부하더라도 체납액의 절대금

액이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에는 명단공개 제외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임 언 선 ☎ : 02-6788-4572
관련부처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 : 044-204-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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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UN 등 해외조달시장 진출 활성화
1

현황 및 문제점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향후 의료기기 및 의료장비 등에 대한
UN 등 해외조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UN 조달 시장의 경우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 지원과 극빈국에 대한 기아 구호

활동 등 유엔의 주요한 활동 특성상 조달수요가 단기간에 긴급 대량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음
UN 조달 시장은 UN 본부 및 40여개 산하기구 등에 필요한 물품 및 서비스를 조달하는 시장으
로 2018년 기준 188억 달러 규모에 이르고 있으며,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2018년 기준 분야별 구매금액은 물품 분야 90.5억 달러, 서비스 분야 97.3억 달러

규모임
UN 조달 시장 규모 추이 및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물품
서비스
합계

2011
7,066
(-0.1)
7,210
(-3.5)
14,276
(-1.8)

2012
6,808
(-3.7)
8,564
(18.8)
15,372
(7.7)

2013
7,634
(12.1)
8,450
(-1.3)
16,084
(4.6)

2014
8,525
(11.7)
8,713
(3.1)
17,238
(7.2)

2015
8,620
(1.1)
8,955
(2.8)
17,575
(2.0)

2016
8,709
(1.0)
9,004
(0.5)
17,713
(0.8)

2017
8,796
(1.0)
9,826
(9.1)
18,622
(5.1)

2018
9,055
(2.9)
9,730
(-1.0)
18,785
(0.9)

주 : ( )는 전년대비 증가율임
자료 : UN, 「2018 Annual Statistical Report on United Nations Procurement」,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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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 산하 기구별로는 WFP(World Food Programme, 유엔세계식량계획)와

UNICEF(International Children’s Emergency Fund, 유엔아동기금)의 조달 금
액이 각각 34억 9천 7백 만 달러와 34억 8천 6백만 달러로 가장 많음
2018년 기준 UN에서 가장 많이 조달한 품목은 의약품류(29억 9천 6백만 달러)로 전체 UN
조달 금액의 16.0%를 차지하고 있음
◦ 의약품류 다음으로는 운송 및 보관서비스(23억 8천 6백만 달러, 12.7%), 식음료품

(20억 4천 7백만 달러, 10.9%), 관리/행정서비스(16억 7천 2백만 달러, 8.9%) 등의
순이며, 의료장비와 ICT 장비의 조달 규모도 각각 6억 5백만 달러와 4억 4천만 달
러 수준임
UN 조달 시장 상위 10개 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조달금액 (비중)

의약품류 (Pharmaceuticals, Contraceptives, Vaccines)

2,996.4

(16.0)

운송 및 보관 서비스 (Transportation, Storage, Mail Services)

2,386.2

(12.7)

식음료품 (Food and Beverage Products)

2,047.5

(10.9)

관리/행정 서비스(Management and Admin Services)

1,672.0

(8.9)

건설 및 유지보수 서비스(Building and Maintenance Services)

1,393.4

(7.4)

엔지니링 서비스 (Engineering and Research Services)

1,105.2

(5.9)

연료류 (Fuels and Lubricants etc.)

635.5

(3.4)

의료장비 (Medical Equipment)

605.0

(3.2)

여행, 숙박 서비스 (Travel, Food and Lodging)

450.3

(2.4)

ICT 장비 (IT and Communications Equipment)

440.2

(2.3)

상위 10개 품목

13,731.8

(73.1)

UN 총계

18,784.8

(100.0)

자료 : UN, 「2018 Annual Statistical Report on United Nations Procurement」, 2019

한편, 우리나라의 UN 조달 시장 납품 총액은 2018년 기준 1억 6천만 달러로 전체 UN 조달
금액의 0.9% 수준에 불과함
◦ UN 조달시스템(UNGM, United Nations Global Marketplace)에 등록73)된 국내

기업체 수는 2018년 기준 1,535개사이나 입찰 참여기업 수는 331개사에 불과함
73)

UN의 조달 구매방식은 경쟁적 입찰(competitive tendering)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전에 UNGM
을 통해 공급자(vendor) 등록을 하여야 함

364

기획재정위원회

우리기업의 UN 조달 시장 납품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물품

160

176

188

177

134

서비스

17

17

27

25

26

합계

177

193

215

202

160

자료 : 조달청 해외조달정보센터(http://www.pps.go.kr)

◦ 우리나라 기업의 UN 조달시장 진출부진 사유로 UN 조달시장에 대한 정보 및 네트

워크 부족, 영어로 진행되는 입찰프로세스를 담당할 전문인력 부족, 현지 파트너사
발굴의 어려움 등이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음74)

2

개선방안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향후에는 감염병과 관련한 우리나
라의 감염병 진단기기, 의료소모품, 진단 검사장비 등의 의료물품에 대한 UN 등 해외조달 수
요의 증가가 예상됨
우리 기업이 강점을 갖고 있는 의약품류 및 의료장비 등의 UN 조달시장 진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입찰준비 및 입찰과정의 지원항목을 다원화하는 등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김 민 창 ☎ : 02-6788-4571
관련부처 조달청 기획조정관 조달수출지원팀
☎ : 042-724-7592

74)

한국조달연구원, 「UN 조달시장 진출전략 연구」(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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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낙찰제 및 종합낙찰제 등 확대 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은 공공조달 시 계약의 방법으
로 일반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75)
또한,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경쟁 입찰 시 낙찰자 선정방식으로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
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및 일자리창출 능력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선정하
는 적격심사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76)하고 있음
다만, 추정가격이 일정규모 이상이거나,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 한해 종합심사낙찰
제(공사 또는 용역)와 종합낙찰제(물품)를 적용할 수 있음
◦ 종합심사낙찰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4항77)에 따라 공사 또는 용역 입

찰과 관련하여 가격뿐만 아니라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임
- 적용대상은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인 공사,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공사 등임

◦ 종합낙찰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4조78)에 따라 입찰가격외에 품질 등을 종합
75)

「국가계약법」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
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76)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
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및 기획
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77)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
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공사 또는 용역입찰에 대해서는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용역입찰의 경
우에는 용역수행능력을 말하며, 제40조제2항 단서 및 이하에서 같다)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여 합산점수가 가
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1.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재수리로서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공사
3.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20억원 이상인 용역
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건설공사기본계획 용역 또는 같은 영 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 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15억원 이상인 용역
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25억원 이상인 용역

78)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4조(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 또
는 구매계약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입찰가격외에 품질 등을 종합
적으로 참작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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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고려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
로 선정하는 방식임
한편, 해외에서는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수요기관의 구매 가치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 및 경제에 이익을 창출하도록 보장하는 ‘지속가능한 공공조달(SPP, Sustainable
Public Procurement)’의 개념이 도입･확산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공공조달은 자원 효율
성, 기후변화, 사회적 책임 및 경제 활성화 등과 관련된 보다 광범위한 목표를 반영하고 있음
◦ 특히, EU 집행위원회에서는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방안의 하나로 낙찰자 선정 시 ‘경제

적으로 가장 유리한 입찰자(MEAT, Most Economically Advantageous Tender) 기
준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MEAT 기준은 가격뿐만 아니라 품질, 기술력, 미적･기능적 특징, 환경, 운영비용,

비용 효율성, 사후관리 및 기술지원, 납품일 및 납품기간 등 가격 이외 조달 대상과
관련한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법임

2

개선방안
현행 규정은 공공조달 시 적격심사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제품 및 서비스가 수요기관의 구매 가치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 및 경제에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도입되어 있는 종합심사낙찰제 및 종합낙찰제의 낙
찰자선정 방식을 공공조달 시장에 보다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2019년 기준 공공조달 시장 규모가 159조 9천억 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공공

기관의 물품 및 공사･용역 등에 대한 구매 시 수요기관의 특성(가격 및 기술 등)뿐만
아니라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가치 등을 포함한 다양한 평가요소를 반영하여 낙찰
자를 심사･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이를 위해 EU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입찰(MEAT) 기준과 유사

한 취지로 도입･시행되고 있으나, 일정 요건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종합심사낙찰제
와 종합낙찰제의 적용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김 민 창 ☎ : 02-6788-4571
관련부처 조달청 국고국 계약정책과
☎ : 044-215-5210

367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통계청
농어업통계
1

현황 및 문제점
최근 농어업통계의 기관 간 불일치, 정확성 및 전문성 부족 등 문제가 지적되는 가운데 농어
촌의 구조적 변화79)와 함께 코로나19 등으로 사회 전반에 큰 변화가 나타나면서, 통계청은
농어업 통계의 신규통계 개발 및 개선을 통해 농수산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
년 6월 「농수산 정책 지원을 위한 농어업통계 중장기 발전전략」을 발표하였음
◦ 이 발전전략의 세부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음
- ➀ 정책지원을 위한 신규통계 개발 : 낚시어선어획량 조사 등 수산정책 지원을 위한

신규통계 개발, 농어가경제조사 공표범위 확대 및 세분화, 농축산물생산비조사 품
목 세분화･축종 확대
- ➁ 현장조사 정확성 제고 및 효율화 :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조사 도입 및

확대, 농어업통계 행정자료 활용 확대, 가축동향조사 이력제 활용 확대 및 효율화
- ➂ 고객만족도 제고로 국가통계 신뢰성 확보 : 유사･중복통계 정비를 위한 협업 네

트워크 구축, 조사방법 개선을 위한 협업 및 소통 강화, 통계 신뢰성 확보 및 홍보 강
화로 고객만족도 제고
- ➃ 미래를 대비한 인프라 구축 및 극복 : 농어업통계 전담조직 및 인력확충, 통계작

성 개발･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 및 확보, 농어업통계 전문성 및 역량 강화

79)

농어촌 고령화 심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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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은 농어업 통계의 개선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인력 및 예산의 한계라는

의견임
- 신규통계 개발, 기존통계 세분화를 위한 조직개편 및 인력 충원에 애로가 있으며,

농어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부족 및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다고 밝힘

2

개선방안
사회적 요구와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통계청이 농어업 통계의 개발 및 개선을 위한 중
장기 계획을 수립한 점은 바람직한 변화임
◦ 특히 낚시어선어획량 조사 등 정책수요에 맞춘 신규 통계 개발과, 그동안 지표 다양

성 부족, 정확성 부족 등 문제가 지적되어 온 농어가경제조사의 개선은 농어업 통계
발전에 있어 고무적인 변화로 보여짐
향후 신규 통계 개발 및 개선 과정에서 세부적인 통계 내용 및 조사방법을 거시적인 농어업
정책의 방향성과 일치시켜 통계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
계 부처와 협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함
◦ 이번에 발표된 중장기 발전전략에서도 유관기관과의 협업, 본청-지방청 간 협업･소

통강화, 정책공유 및 토의, 이해관계자 소통강화 등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에 대한 충실한 이행이 필요함
- 예를 들어, 현재 정부가 공익증진 직접지불제, 그린뉴딜 등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농어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친환경 농어업 등 관련 통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통계청이 제공하고 있는 통계의 정확성, 활용성 등에 대해서도 꾸준한 의견수

렴을 통한 모니터링이 강화되어야 함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도 통계청과의 협업을 통해 정책적 수요를 농어업 통계
에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부처 내 통계 담당 부서의 역량 및 업무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정보통계정책담당관’에서 농업통계 총괄 업무를 담당

하는 인력은 4명이고, 해양수산부의 경우 ‘정보화담당관’에서 어업통계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2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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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통계는 단순히 농어업 정책에만 국한되어 그 중요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산업정책, 인
구정책, 국가균형발전정책, 복지정책 등을 수립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기적인 관
점에서 농어업 통계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한 인식 개선, 인력 및 예산 지원 확대 등을 위한 다
각적 노력이 필요함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팀
편 지 은 ☎ : 02-6788-4593
관련부처 통계청 농어업통계과, 농어업동향과
☎ : 042-481-3864
042-481-2583
해양수산부 정보화담당관
☎ : 044-200-5178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
☎ : 044-201-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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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 기획재정위원회의 2019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피감기관의 처리건수는 215건
으로 전년도의 164건에 비해 51건 증가하였음
 기획재정부의 처리건수는 36건에서 74건으로 증가하였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등의 처리건수가 증가하였음
상임위원회

정부부처

피감기관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기획재정부

20

36

74

한국은행

15

20

20

한국수출입은행

13

16

13

한국조폐공사

7

5

6

한국투자공사

5

7

6

한국재정정보원

3

5

5

국세청

20

26

31

관세청

16

23

28

국제원산지정보원

4

5

6

조달청

조달청

6

8

15

통계청

통계청

7

13

11

계 (건수)

116

164

215

기획재정부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국정감사 연례적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2017-19년)
기획재정부

3년
연속

기관

정책주제

1

기획재정부

경제성장방안

2

기획재정부

최저임금 관련 대책

3

기획재정부

근로장려금

4

기획재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

부동산에 대한 세제 개편을 검토할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마련 필요
필요

5

기획재정부

외국 IT기업 과세

IT 다국적 기업 등에 대한 과세방안 다국적 IT기업에 대한 과세방안 마련 외국 IT기업에 대한 과세방안 마련

한국은행

통화스와프 체결국
다양화

국내 외환･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미국･일본 등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와프 체결 노력을 지속하고,
통화스와프의 규모･체결국･방법
등을 다양화하여 금융안전망의 효
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국내 외환･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하
국내 외환･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하
여 미국･일본 등 주요국 중앙은행
여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와
과의 통화스와프 체결 노력을 지속
프 체결노력을 지속할 것
할것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 운영 점검 및
실효성 강화

중소기업 대출비율 미준수 금융기
관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바, 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규 대출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위규 대출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금융기관의 위규 대출이 줄어들지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 유도 및 지
않고 있으므로 실태 점검을 강화하
원 확충 등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고,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
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개선방
는 방안을 마련할 것
안을 마련할 것

8

한국은행

한국은행의 독립성
제고

한국은행의 독립성 제고를 위하여
한국은행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열
금융통화위원회 구성방식 변경, 열
석발언권 폐지, 국내외 금융기관에
석발언권 폐지, 국내･외 기관에 대
대한 출자･출연금 축소방안 등을
한 출자･출연금 축소방안 등을 검
검토할것
토할 것

9

기획재정부

남북경제협력

남북 경제교류협력 관련 철저한 준
남북협력기금의 실효적인 집행 필요
비 필요

10

기획재정부

지방재정 분권

지방재정 분권 확대 필요

11

한국재정정보원

보조금 관리

보조금 중복 및 부정수급 해소를 위 보조금 중복 및 부정수급 해소를 위
한 개선방안 마련
한 개선방안 마련

12

한국재정정보원

시스템 보안

dBrain 시스템 보안 강화방안 마련 관리감독 강화 및 시스템 보안 강화
필요
방안 마련

13

기획재정부

공공계약 관리 철저

공공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개선 대형입찰 심사과정의 투명성 제고
필요
및 심사 공정성 확보 필요

14

기획재정부

채용비리 근절

15

기획재정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리

정규직 전환과정에서의 노노갈등 정규직 전환자 처우개선 및 공무직
및 채용비리에 대한 관리 철저
제 인사기준 마련 필요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중소기업･자
영엽자･소상공인･취약계층･다중
기준금리 인상에 따 채무자 등의 이자부담이 증가하고
른 대책 마련
경기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
능성이 있으므로 그 충격 완화를 위
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할 것

기준금리 인상 시 저소득층･다중채
무자･자영업자 등의 채무상환부담
이 증가하여 가계부채가 부실화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면밀히 점검
하여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

6

7

2년
연속

16

한국은행

2017년

2018년

2019년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효성 제고 경제 성장동력 활성화 제고방안 마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를 위한 방안 마련
련 및 혁신성장을 위한 제도 마련
마련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자
최저임금관련 개선방안 마련
에 대한 지원 필요

최저임금 관련 개선방안 마련

근로장려금 확대 방안 마련/
EITC 확대에 따른 대응 강화

근로자녀장려금 부정수급 대응 방
안 마련/제도 운영에 대한 실태조
사 및 제도 개선

근로장려금 확대 방안마련/
EITC 확대에 따른 대응 강화

부동산 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부
동산 관련 탈세 등 대응 강화

정부 고위인사들의 기준금리 관련
발언 자제, 금융통화위원회 구성방
식 변경 등 한국은행의 독립성 제고
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차질 없는 지방재정 분권화 정책 수
행 필요

채용비리 조사 철저 및 조사범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 조사 및 친
･기준 명확화
인척 채용비리 방지 법제화

기관

17

18

정책주제

2017년

2018년

한국은행

미국의 금리
인상 대비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한･미 금
리 역전현상 가능성 및 이에 따른
외국인 자본 유출과 국내외 금융시
장의 변동성 확대 등이 우려되고 있
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마
련할 것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한･미 금
리 격차 확대에 따라 외국인 자본
유출 및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이 우려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

한국은행

지역본부의 조사･
연구 기능 강화

지역경제의 현황, 문제점 및 활성화
대책에 관한 지역본부의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그 결과를 정부에 정
책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지역경제의 현황,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지역본부의 조사･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적 대안
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019년

한국은행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화

한국은행 본부의 지원업무 인력이
금융감독원･산업은행의 2배에 이
르는 등 조직･인력 운영이 방만하
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으므로
이를 시정할 것

한국은행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강화 필요

한국은행이 주요 경제현안 및 우리
한국은행이 주요 경제현안 및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 등에 대하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 등에 대하여
조사･연구를 강화하고, 그 원인을
조사･연구를 강화하여 대외적인 목
분석하여 적극적으로 정책대안을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제시할 것

한국은행

과도한 복리후생
개선

감사원 감사 결과 한국은행은 2013
년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지침‘에
따라 과도한 복리후생 항목 16개를
정비하도록 지적받았으나 일부 항
목을 계속 유지해 온 것으로 나타났
으므로, 향후 동 운용지침에 부합되
지 않는 복리후생 항목은 감축 또는
폐지하는 개선안을 마련할 것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과도한 복
리후생과 유급휴가제도를 개선하
고, 이 과정에서 노조와 원만히 협
의할 것

기관

정책주제

2017년

2018년

2019년

1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대책 마련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대책 마련

고액상습체납자 엄정 대응

2

국세청

역외탈세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역량 개선

역외탈세 대응 강화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3

국세청

납세자보호

납세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제
납세자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도 개선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세무행정
개선

4

국세청

편법적 증여

편법적인 증여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 미성년자 증여에 대한 검증 강화

상속증여세 제도개선 방안 검토

5

국세청

공익재단

6

국세청

조세소송 승소율
제고

7

국세청

국세통계자료 공개

8

국세청

국선대리인 제도

국선대리인제도의 개선

국선대리인제도 개선

9

국세청

모범납세자 제도

모범납세자 제도의 보완 필요

모범납세자 제도 개선방안 마련

19
2년
연속

20

21

국제금융기구에의 인력 파견 확대,
자체 보안인력의 역량강화 등 조
직･인력 운영의 효율화 방안을 마
련할 것

국세청

3년
연속

2년
연속

공익재단의 탈세에 대한 관리 강화

공익재단의 탈세에 대한 관리 강화

조세소송 승소율 제고를 위한 제도 조세송송 패소율 개선을 위한 방안
개선
마련/ 조세소송 패소비용 축소 필요
국세통계의 적시성 있는 공개 등

국세통계자료 공개 확대

관세청

3년
연속

2년
연속

기관

정책주제

1

관세청

면세점제도 개선

2

관세청

마약 밀･반입 단속
강화

3

관세청

관세체납액 대응

기관

정책주제

조달청

부정당업체 제재
실효성 제고

기관

정책주제

1

통계청

공무직 근로자 등
처우개선

2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정확성 제고

3

통계청

수의계약 과다문제
등 해결

2017년
면세점제도 개선

2018년
면세점제도 개선

마약 밀･반입에 대한 단속 강화 및
특송화물을 통한 불법밀수 등 단속 마약 밀･반입 단속 강화
강화
체납자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2019년
면세점 특허 관련 제도개선
마약류 밀･반입 단속 강화 및 근절
대책 마련 필요
관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 방안 마련

조달청
3년
연속

1

2017년
부정당업체 제재 실효성 제고

2018년
부정당업체 제재 실효성 제고

2019년
부정당업체 제재 실효성 제고

통계청

3년
연속

2년
연속

2017년

2018년

2019년

현장조사원 업무환경 개선 등

공무직 근로자 처우 개선

통계 도급조사원 근무조건 개선

가계소득통계 정확성 제고

가계동향조사의 고소득가구 소득
가계동향조사 개선 필요
포착의 정확성 제고 노력 필요
통계청 위탁사업의 수의계약 과다
통계위탁 사업 개선
문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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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필요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2019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에 대하여 일자리정책의 실효성 제
고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기획재정부

∙ 직접 일자리 예산사업 시 취업연계가 미흡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면밀한 평가･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중장년 층 빈곤 해결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
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기획재정부는 2019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일자리사업의 효율성･효과성 제고를 위해 매년 일자리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편성과정과 연계 중임
- 직접일자리 사업은 취업률을 성과지표로 설정, 성과평가 및 예산요구 시 반영

◦ 저성과 사업에 일몰제 도입, 핵심지표에 대해 최소성과기준을 설정하는 등 성과관리

강화 예정
◦ 중장년층(40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별도대책 마련･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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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일자리 지원 이외에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

수요･공급 시장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접근 중
- 투자확대, 혁신성장･규제혁신 등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 고용서비스 혁신 및 고용

안전망 확충, 산업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등 추진 중
∙ 투자확대(100조 원 투자프로젝트 발굴･집행 중), 혁신성장(3대 신산업(BIG3) 중점투자 등),
규제개혁(규제 샌드박스, 한걸음 모델 구축 등)

∙ 공공 고용서비스 혁신 방안(2019년 6월),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등
∙ 혁신성장청년 인재양성･이공계 전문기술인력양성 확대, 국민내일배움카드 도입 등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직접일자리 예산사업 시 취업연계 미흡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 수행 여부
- 취업률을 성과지표로 설정, 성과평가 및 예산 요구 시 반영함(이행)
∙ 중장년층 빈곤 해결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였는지 여부
- 중장년층(40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별도 대책 마련(이행)
-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종합적으로 대책 추진 중(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직접일자리 예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해 취업률을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를 연계하는 조치는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조치로 평
가할 수 있음
◦ 중장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2020년 6월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관련 정책 대응방안이 반영되어 중장년층 빈곤해
결을 위한 정책 발굴이 비교적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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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대 구직자를 중심으로 인력부족 분야에 대한 훈련-체험-채용연계 일자리 패키지 신설
- 생계부담, 경력전환 등 40대 특성을 고려한 고용지원 방안 마련
-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 직무 범위 확대
- 고용위기지역에 중장년층창업센터 및 40대 기술창업 보육트랙 신설 등 40대 창업

접근성 제고를 위한 자금･인프라 지원
- 사회･복지분야 일자리 촥충 및 40대 인력이 부족한 농･어･산촌 지역의 도시민 복귀

자 지원 강화 등
◦ 다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에 따
른 보완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김 민 창 ☎ : 02-6788-4571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일자리경제정책과
☎ : 044-215-8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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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선제적이고 면밀한 대책 마련 필요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2019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에 대하여 우리경제의 대외환경 변
화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기획재정부

∙ 미･중 무역 분쟁, 일본 수출 규제, 개도국 지위 포기 등 변화하는 대외환경을 면밀히 분석하여
정부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외환시장 개입 공개 주기 단축, 외평채 발행통화의 다양화 등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기획재정부는 2019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정부는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맞추어 ‘2020년 대외경제정책방향’을 발표(2020. 1.

20.)하였음
-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 규제, WTO 개도국 특혜 포기 등 대외 불확실성 증대에

따라 마련
◦ 최근 코로나 사태를 감안, ‘20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여건 긴급점검 및 보완방안’ 추

가발표(2020. 3. 6.)
◦ 국제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추진 중
- 외환시장 개입공개 주기는 旣 단축(2019년 12월부터 반기별 → 분기별로 주기 단축)
- 외평채의 경우 금융시장 동향, 발행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행여부, 시기,

통화 등을 결정해 나갈 계획
-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외환건전성제도 조

정(2020. 3. 18., 2020. 3. 26.)
∙ 선물환포지션 한도 상향조정, 외환건전성부담금 한시적 경감, 외화 LCR 한시적 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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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대외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정부합동 대책 마련을 위한 조치 수행 여부
-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맞추어 ‘′20년 대외경제정책방향’ 및 ‘′20년 대외경제정책추진 여건 긴급점검 및
보완방안’ 발표(이행)
∙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였는지 여부
- 외환시장 개입공개 주기 단축(이행)
- 코로나19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외환건전성제도 조정(이행)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미･중 무역 분쟁, 일본 수출 규제 등 대외 불확실성 증대에 대응하여 ‘20년 대외경제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최근 코로나 사태를 감안하여 이에 대한 보완방안을 추가적
으로 마련한 조치는 급변하는 대외환경 변화에 적절하고 신속히 대응한 것으로 평가
할 수 있음
◦ 외환시장 개입공개 주기를 종전 반기별에서 분기별로 단축하고 선물환포지션 한도

상향조정 등 외환건전성제도를 조정한 것은 코로나19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가 비교적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김 민 창 ☎ : 02-6788-4571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 : 044-215-7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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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수익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2019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에 대하여 공기업의 사회적 가치
강조와 함께 수익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공공기관 부채 감소 및 방만경영
방지를 위하여 법 제정 및 공공기관 평가기준의 수정, 회계전수조사 등에 대하여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음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기획재정부는 2019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공공기관은 적정한 수익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사

회적 가치와 수익성을 조화시킬 계획임
-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주요 공공기관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등

을 통해 경영효율화, 자산매각 등 부채관리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임
◦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의 사업성과와 경영관리에 대한 종합평가로 공공성과 효율성을

균형있게 평가할 계획임
- 효율성 측면도 재무예산 운영성과, 업무효율성, 총인건비 관리 지표 등을 통해 면밀

히 점검하고, 조직･인사관리, 보수 및 복리후생지표를 통해 방만한 인력운영 및 과
도한 복리후생 여부를 지속 점검해 나가겠음
◦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협업하여 결산교육, 결산서 검토 등을 강화하는 한편, 결산검

사 대상 확대를 감사원과 협의 추진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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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적정한 수익을 바탕으로 국민들에 대한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 및 사회적 가치와 조화
-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이행 중)
- 경영효율화, 자산매각 등 부채관리노력 지속(계획 수립 중)
∙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시 공공성과 효율성 균형있게 평가
- 재무예산운영성과, 업무효율성, 총인건비관리지표를 통해 효율성을 면밀히 점검(이행 중)
- 방만한 인력운영, 과도한 복리후생 여부 지속점검(이행 중)
∙ 결산교육, 결산서 검토 강화 및 결산검사 대상 확대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악화는 정부재정의 부담과 국가경제에 악재가 될 위험이 있어 부

채감축과 방만한 경영 해소를 통해 건전재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동 처리결과 상의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확보 방안은 자산매각, 복지축소 등

공공기관 단독의 부채감축방안만 적시되고 정부의 부채감축을 위한 부채관리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의 자구노력에 의한 부채감축 후 부채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부채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이행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 부채가 일반적으로 정부를 대신한 정책사업의 수행, 요금인상 최소화, 과도

한 복리후생제도, 방만한 사업확장 등의 경영비효율성에서 기인하고, 부채감축과 관리
방안으로 정부정책사업과 기관자체사업의 구분회계 도입, 기능조정 및 사업정리, 원가
검증과 합리적인 요금인상, 복리후생제도 점검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평가되어 왔음
◦ 그러나 이와 같은 부채유발요인과 실제 부채증가와의 상관관계에 관한 체계적인 연

구가 미진한 상황으로 부채감축을 위한 근원적인 방안 모색을 위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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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관련한 시정조치에서는 기존의 공공기관의 경영평가가

경영 효율성에 근간한 획일화된 평가체계 및 지표로 인해 기관 특성 및 본연의 업무
와는 무관한 ‘평가를 위한 평가’가 이루어져 왔다는 지적에 따라 효율성과 공공성을
균형 있게 평가하여 공공기관의 전문성 및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정부가 2019년 공공기관 경영평가항목에 사회적 가치실현 항목을 새롭게 도입한 바

있으나, 사회적 가치는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볼 때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현
재 경영평가에 반영된 사회적 지표80) 외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사회적 가치를
경영평가에 반영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또한 공공부문은 기관마다 추진해야 할 공공성이나 이해관계자가 다양하므로 각 공

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 및 과제를 설정하고, 이행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
되어야 할 것임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정 선 희 ☎ : 02-6788-4575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윤리경영과
☎ : 044-215-5620

80)

2019년 경영평가에 반영된 사회적 가치 지표는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적 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운리경영’, ‘삶의 질’, ‘혁신 노력･성과’, ‘국민 소통’, ‘노사관계’ 등 9개 항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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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원 임명 등 인사개선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2019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에 대하여 성과 위주의 임원 인사,
공기업 임원 임기를 대통령과 일치시키는 방안, 총액인건비제와 임금피크제의 개선사항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직무 난이도가 높은 원자력 분야의 직무중심의 보수체계 도입에 대하
여 검토해야 하며, 청년의무고용률과 지역인재할당 기준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였음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기획재정부는 2019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임원인사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임원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하

였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감사 자격요건을 신설하고, 임원추천

위원회 운영방안 개선 등을 추진하였음
- 공공기관장 임기와 대통령 임기 연계방안에 대한 국회 논의 시 적극 참여하겠음

◦ 임금피크제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보완방안 마련 중에 있음
- 기관별 노사합의에 따라 도입되어, 기관별 제도 재설계를 통해 기관여건에 맞는 자

율적 제도개선 가능하나, 기관 공통적인 임금피크 대상자 적합 직무가 부족하고, 일
하는 분위기가 저하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보완 검토 중에 있음
◦ 직무중심의 보수체계 도입은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직무가치 등의 반영이 상대적

으로 용이한 기관부터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음
- 직무난이도가 높은 원자력환경공단, 한수원 등 원자력 분야 공공기관의 경우 직무

분석 완료 후 보수체계 개편을 위한 다양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음
◦ 청년의무고용 및 지역인재할당 준수를 위한 점검 및 지원 등을 강화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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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의무고용 미이행기관 점검회의 개최(고용부와 합동) 및 경영평가 중 ‘청년미취

업자 채용’ 가중치를 확대하겠음
- 청년 및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고용률을 2020년도 실적 중간점검(2020. 7.∼

8.) 등을 통해 이행을 독려하겠음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임원 인사제도 개선
- 감사자격 요건 신설, 임원추천위원회 운영방안 개선 추진(이행 중)
- 공공기관장 임기와 대통령 임기 연계방안 국회 논의 시 적극 참여(계획 수립 중)
∙ 임금피크제 운영상의 문제점 보완
-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기관별 제도 재설계를 통해 기관여건에 맞는 자율적 제도개선 필요(계획 수립 중)
-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적합한 직무개발 등 문제점 보완 검토 예정(계획 수립 중)
∙ 직무 중심 보수체계 도입과 관련해서 직무가치 반영이 상대적으로 가능한 기관부터 점진적 도입 추진 예정
∙ 청년의무고용･지역인재 할당 비율 준수 위한 점검 및 지원
- 청년의무고용 미이행기관 점검회의 개최 및 경영평가 시 청년미취업자 채용 가중치 확대(계획 수립 중)
- 청년 및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에 대한 이행 독려(계획 수립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공공기관 임원 임명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감사자

격요건을 강화하고, 임원후보자 추천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임원
추천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을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 법령 상 감사

를 제외한 이사의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
람’으로 자격기준이 모호하고, 공공기관 임원선임과정에 있어 심사기준, 심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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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기준 등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아 선정과정의 투명성이 떨어진다
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 따라서 임원추천기준을 명확히 하고, 임원 선임과정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임원추천위원회에 정부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인사를
위원으로 참여하게 하는 등 위원회 구성을 다변화함으로써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
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임금피크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기관여건에 맞는 임금피크제 재설계 및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한 적합 직무개발을 통해 임금피크제 운영 상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으
로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현재 임금피크제 운영방식이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임

금을 삭감하여 마련한 재원으로 신규직원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인건비 한도
의 개선 없이는 각 기관에서 제도를 재설계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특히 임금피크제 실시 과정에서 임금피크제 기도입 여부, 신규채용인력과 임금피크

대상자 간의 임금격차 및 신규채용자 임금수준 등 기관별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임
금피크 실시 방식을 일률적으로 강제함으로써 임금피크제 대상 기관별 형평성의 문
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각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총인건비 구조 개선에 대한 검토
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직무 중심 임금체계 도입과 관련해서는 직무가치 반영이 용이한 기관부터 점진적으

로 도입함으로써 동 제도를 안착하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직무분석을 통해 2020년 상반기 중 직무급제를 실시할 예정이었던 대한무역

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경우 직무급제 실시에 따른 임금삭감 등으로 노조에서 도입
에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므로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노조와의 충분한 합의가 전
제될 필요가 있음
◦ 또한 노조와의 합의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이 필수적일 것이므로 직무

급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시장임금 정보 마련 및 정확한 직무분석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청년의무고용 및 지역인재 할당 준수와 관련해서는 경영평가 시 청년의무고용에 대

한 가중치를 확대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이행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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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현재 청년고용 의무대상 기관에 해당하는 308기관(2019년 기준) 중 53기관

이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데81) 이는 공공기관의 정원과 예산에 대한 기
획재정부의 통제에 근본 원인이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82)이 제
기되고 있음
◦ 청년실업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의무고용 이행 평가 등의 단기적

처방보다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대･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등의 경
제구조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정 선 희 ☎ : 02-6788-4575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인재경영과
☎ : 044-215-5570

81)

아웃소싱타임즈, 윗물이 흐리니..청년의무고용 무시하는 공공기관, 2019. 10. 2.

82)

윤호중의원실 정책토론회,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 해법을 모색한다, 2015.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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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자의 처우개선 및 공무직제 인사기준 마련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2019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자들에 대한
실질적 처우 개선이 필요하며, 채용비리 해결을 위한 공공기관 재평가가 필요하고, 공무직제
의 계급체계･인사기준･보수등급 등에 대한 전반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음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기획재정부는 2019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무직 등의 체계적 인사 및 노무 관리 등 논의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공무직위원회를 설치(2020. 3. 27. 총리 훈령 시행)하였음
- 공무직위원회에서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력운영･관리의 기본방향, 인사 및 노무관

리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임금 및 처우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계획임
◦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2019. 12. 4.)에 따라 감사원의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

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결과(2019. 9.)를 근거로 각 기관의 2018년 경영평가
결과를 수정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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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무직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공무직위원회 설치
- 공무직 근로자의 인력운영 및 관리 기본방향, 임금･처우 관련 정책 심의 예정(계획 수립 중)
∙ 감사원의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라 각 기관 경영평가 결과 수정 예정(계획
수립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비정규직의 공무직83)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기관별 보수 차별을 해소하고, 합리적

인 인력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무직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평가됨
◦ 정부는 공공부문 853개 기관에서 근무하는 17만 4,868명(2018. 12. 31.기준)의 비

정규직 근로자 중 13만 3천명의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2019년 기준)시킨 바 있음
◦ 이 과정에서 각 기관별 예산상황에 따라 공무직 전환자의 임금 차별을 해소하기 위

한 방안을 마련 중이나, 현재 공무직 전환자 처우개선 논의과정에서 임용시험을 통
과한 공무원과 공무직 전환자의 처우를 비슷하게 하는 것에 대한 공직사회 반감이
큰 상황이고, 임용시험 없이 서류와 면접으로만 선발된 공무직 전환자의 선발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이는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과도 맞물리는 사안으로 정규직 채용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은 만큼 비정규직 채용 과정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비정규
직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으로의 공정성 및 처우개선에 대한 논란이 가라앉을 것으로
보임

83)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으로, 청소･경비･시설 관리를 주로 맡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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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비정규직의 공무직 전환은 국가 예산과도 맞물려 있어 전환결정 전에 공공부문

임금 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었다는 점에서 공공부문 임금체계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통해 공무직 전환자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임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정 선 희 ☎ : 02-6788-7437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인재경영과
☎ : 044-215-5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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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한 과세당국 간 협조 방안 검토 필요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2019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에 대하여 체납액 징수 강화와 관
련해 다음과 같이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기재부

∙ 체납액 징수를 위한 관세청의 통관검사 및 국세청의 은닉재산 추적활동의 성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관세청･국세청과 협의하여 상호정보공유 및 협조 방안을 검토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관세청과 국세청은 2019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함
◦ 관세청은 수입품 검사비율 제고 및 ‘타인명의 수입 추적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임
- 신규 명단공개자 검사를 강화하여 검사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임. 특

히 해외여행 성수기(연말･휴가시즌 등)에 국세 체납자 입국 시 휴대품 집중 검사할
예정임
- 체납자가 타인 명의로 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타인명의 수입 추적시스템’ 개

발 및 운영(2020년~)할 예정임
◦ 국세청은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에 수입품 압류자료를 적극 활용할 계획임
- 관세청이 통보한 체납처분 자료를 현행 ‘체납자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에 전산

수록하여, 추적조사에 적극 활용할 계획임
- 5천만원 이상 체납자의 해외출국, 소득, 소비지출, 재산변동 현황 등 16개 항목을

종합분석 후 재산은닉혐의가 높은 체납자를 전산 추출하고, 추출된 체납자를 대상
으로 탐문 및 잠복 등 현장확인을 거쳐 최종 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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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사치성 품목(금･은, 명품의류 등)에 대해서는 지방국세청(체납자재산추적과)

에 즉시 통보하여, 수색대상자 선정시 활용할 예정임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관세청] 수입품 검사비율 제고 및 ‘타인명의 수입 추적시스템’ 도입 여부 (이행 중)
∙ [국세청]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에 수입품 압류자료 적극 활용 여부 (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관세청은 수입품 검사비율 제고 및 ‘타인명의 수입 추적시스템’ 도입을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관세청은 신규 명단공개자 검사를 강화하여 검사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있으

며, 해외여행 성수기(연말･휴가시즌 등)에 국세체납자 입국 시 휴대품을 집중 검사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체납자가 타인 명의로 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체납자 우회수입 적발 시스템’

을 개발･운영하고 있음
◦ 국세청은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에 수입품 압류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관세청이 통보한 체납처분 자료를 현행 ‘체납자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에 전산

등록하여, 추적조사에 적극 활용하고 있음
- 사치성품목(금･은, 명품의류 등)에 대해서는 지방국세청(체납자재산추적과)에 즉시

통보하여, 수색대상자 선정시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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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방안
관세청은 폐업 후 타인명의로 수입을 지속하는 악성 체납자를 예방하고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 및 체납처분 면탈죄 고발 등에 활용하기 위해 ‘체납자 우회수입 적발 시스템’을 구축함
◦ ‘체납자 우회수입 적발 시스템’은 체납자의 우회수입 차단을 위한 정보분석을 수작

업 방식이 아닌 시스템으로 하는 방식으로 개선함
- [분석 프로세스]
∙ ① 체납자 인적 사항 추출
∙ ② 수출입 통관, 적하목록, 외환거래내역 등 분석
∙ ③ 체납발생일 이후 ②번 자료와 동일한 패턴을 이용한 수입건 분석 및 활용
- [기대효과] 정보분석 시스템을 통해 분석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선별된 우회수입 정

보를 실제적으로 입증하는 집중함
국세청은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체납처분 자료를 ‘체납자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에 전산
수록하여, 추적조사에 적극 활용하고 있음
◦ 5천만 원 이상 체납자의 해외출국, 소득, 소비지출, 재산변동 현황 등 16개 항목을

종합 분석하여 재산은닉혐의가 높은 체납자를 전산 추출함
◦ 추출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탐문 및 잠복 등 현장확인을 거쳐 최종 추적조사 대상자

로 선정하고 있음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임 언 선 ☎ : 02-6788-4572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법인세정책관 소득세제과
☎ : 044-215-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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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소득 과세체계 정비 필요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2019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에 대하여 자산소득 과세체계 정비
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기재부

∙ 자산소득(금융소득,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담세력에 상응하는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종합과세
기준 금액 인하 등 과세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자산소득 과세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기획재정부는 2019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그간 세법개정을 통해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임
- (금융소득) 금융소득 비과세 범위 지속 축소
-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과세 전환(2019년~)

◦ 추가적인 자산소득 과세 강화방안은 ① 부동산･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② 외국의

자산과세 수준과의 비교, ③ 은퇴자 생계부담, ④ 자산과세 강화에 따른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한편, 금년 상반기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 대하여 발표할 예정임
-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조정방안과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등을 검토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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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지속 강화 여부(이행 중)
∙ 추가적인 자산소득 과세 강화 여부(이행 중)
∙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발표 여부(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기획재정부는 2020년 6월 25일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통하여 증권거래세

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조정방안과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등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국회의 요구를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정부는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과세전환하여 2019년부터 종합소

득세로 과세하기로 하는 등 국회의 요구를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기본방향] 금융세제의 선진화를 목표로 금융자산간 과세형평성 제고, 금융자산 투

자에 대한 조세중립성 제고, 금융세제의 합리성 제고를 기본방향으로 함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분류과세 도입]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증권, 파생상

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확대함
- 현행 비과세 중인 채권 양도소득(2022년),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소득(2023년)도

단계적으로 과세 확대함
◦ [금융투자소득간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적용] 과세기간 별로 금융투자상품의 소득금

액 및 손실금액을 합산하여 기본공제와 이월공제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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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공제] 국내 상장주식은 2,000만 원 공제,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

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서 250만 원 공제
- [이월공제] 과세형평,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3년간 이월공제함

◦ [적용세율(20/25% 2단계 세율)]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조세중립성･과세형평 및 납

세편의 등을 감안하여 단순히 2단계 세율로 과세함
금융투자소득 세율 구조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6천만 원 + (3억 원 초과액 × 25%)

자료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보도자료, 2020. 6. 25.

◦ [증권거래세 조정(2022년~2023년 시행)] 금융투자소득 도입 및 주식 양도소득 과

세확대 시행에 맞추어 증권거래세를 인하함
- (2022년) 금융투자소득 부분 시행84), 증권거래세 △0.02%p
- (2023년) 금융투자소득 전면 시행85), 증권거래세 △0.08%p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임 언 선 ☎ : 02-6788-4572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법인세정책관 금융세제과
☎ : 044-215-4231

84)

금융상품간 손익통산･이월공제, 주식형 펀드 과세범위 확대(주식양도차익은 현재와 같이 대주주 과세)

85)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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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에 대한 검토 필요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2019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에 대하여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기재부

∙ 납세자의 실질적 세부담이 물가변동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소득세 물가연동
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기획재정부는 2019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높은 면세자 비율, 안정적인 재정수입 확보 필요성,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에 대응한

탄력적인 조세정책 기능 등을 감안시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
요가 있음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검토 여부(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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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기획재정부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에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함
- 물가상승에 따라 소득세 저율 구간이 확대되어 면세자 확대 및 세수 감소가 우려됨
- 과세표준이 물가에 연동되어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에 대한 탄력적인 과표구간 조

정이 곤란하고, 과세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해질 우려가 있음

3

개선방안
2000년 후반부터 매년 소득세율과 과세표준구간에 대한 정책과 각종 소득공제에 대한 요구
가 늘고 있는 시점에서 소득공제를 간소화(선진화)하고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
도 있음86)
◦ 기획재정부가 2007년 과표구간을 조정할 당시 1996년 이후 11년만에 과세표준구

간을 조정하면서 과거 물가상승률 40~50%를 한 번에 반영하기엔 세수감소가 너무
커 미래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하후상박87)을 원칙으로 적용하여 과세표준구간
을 조정했다고 함.88) 그러나 2007년 이후 현재까지의 물가상승률과 소득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소득세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전환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 해외 주요국들과 같이 소득세 체계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

가 있음. 참고로 삼성경제연구소는 1996~2009년의 소득세를 물가연동하여 적용해
본 결과 실제 걷어 들인 세수와 물가연동제를 도입했을 경우의 세수와의 차이가
0.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임 언 선 ☎ : 02-6788-4572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법인세정책관 소득세제과
☎ : 044-215-4211
86)

임언선, 「소득세 과세표준구간 및 세율에 대한 쟁점」(이슈와 논점 제775호), 국회입법조사처, 2013.

87)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함

88)

최저구간은 20%, 중간구간은 15%, 최고구간은 10% 올렸다. 그 결과 최저구간은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최
고구간은 8,000만 원에서 8,800만 원으로 조정됐다. 그 결과 최저구간은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최고구간은
8,000만 원에서 8,800만 원으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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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엄정대응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2019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세청에 대하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엄
정대응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국세청

∙ 체납액이 증가한 반면 체납정리비율은 하락하고 있으므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범위
확대, 체납담당 직원에 대한 우대조치 및 성과금 지급, 체납 재산조회 대상 확대 등 특단의 대
응 방안을 검토･마련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국세청는 2019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명단공개 확대 등의 기준 변경 방안으로 최근(2017년) 공개기준금액을 2억 원(종전

3억 원)으로 하향하는 방식으로 공개대상을 확대함
◦ 체납액 징수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세무서에 체납전담조직을 설치(2020년 1월)하여

체납관리역량을 강화하였음
◦ 체납 재산조회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2019. 12. 27.)된 「금융실명법」을 적용

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의 친인척까지 금융정보조회를 확
대 실시하는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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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명단공개자에 대한 누계통계 공개 여부(이행 중)
∙ 세무서에 체납전담조직 설치 여부(이행 중)
∙ 금융정보조회 확대 등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 강화 여부(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명단공개 확대 방안으로 2017년 공개기준금액을 2억 원(종전 3억 원)으로 하향하는

방식으로 공개대상을 확대하고, 그 간의 명단공개자에 대한 누계통계를 공개하여 제
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국회의 요구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국세청은 2007년 이후 공개되고 있지 않은 명단공개 누계인원과 누계체납액의 현

황에 대한 통계를 공개함으로써, 명단공개 누계인원과 누계체납액 그리고 당해연도
현금징수 누계인원과 누계납부세액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음
◦ 2020년부터 전국 세무서에 체납업무를 전담하는 체납징세과가 신설되어 세무서에

서도 은닉재산 추적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체납 담당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실적 우수자에 대한 인사우대 및 포상강화 등 다

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마련 중임
◦ 「금융실명법」 개정을 통하여 체납자의 배우자･친인척까지 금융거래 조회가 가능하

게 되었으며,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감치명령제도 도입 및 여권미발급자 출국금
지 확대 등을 통해 국회의 요구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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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방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제도의 개선방안은 체납발생 억제효과 측면과 체납징수효과 측면
에서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음89)
◦ 첫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체납기간 기준을 단축함으로써 체납자의

악성화를 막아 체납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둘째,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되 체납금액을 상당폭 낮추어(1억 원 또는 지방세와

같은 5천만 원) 과세관청의 집중관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다만, 명단공개를 통해 사전적으로 체납을 방지하고 사후적으로 체납금액의 징수율을 높이는
효과뿐 아니라, 정보공개로 인한 과세관청의 비용, 과세관청과 체납자간의 갈등비용을 적정
하게 고려해야 할 것임90)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임 언 선 ☎ : 02-6788-4572
관련부처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 : 044-204-3027

89)

장상록･정연식,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제도에 관한 연구」, 『세무회계연구』 통권 제36호, 한국
세무회계학회, 2013. 6., pp. 171~174

90)

김창배･김태호,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개선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11. 27., pp. 7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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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방지 및 적발 노력 필요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2019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세청에 대하여 탈세 방지 및 적발 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국세청

∙ 탈세 방지 및 적발을 위하여 탈세제보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탈세제보 포상금 확대, 공공기관 탈
세에 대한 감독 강화, 전문인력 양성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특히 고소득사업자 및 민생침해사범
의 탈세, 편법을 이용한 증여와 상속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국세청는 2019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탈세제보 제도 활성화
- 포상금 지급 확대 :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 인상, 지급률 상향 등 제도개선 결과 탈

세제보 접수 건수 및 포상금 지급액이 증가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관행적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
- 공공기관 탈세감독 강화 :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각종 불공정 행위

관련 세금탈루에 대한 검증 강화를 추진하겠음
◦ 고소득사업자･민생침해 탈세자 조사 강화
- 조사강화 : 고질적 탈루분야인 전문직･현금수입업종 등 고소득사업자에 대해 지속

조사하겠음
- 인프라 구축 : 과세인프라를 지속보강하고 차명계좌 등 지능적 탈세행위에 엄정 대

응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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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법 상속･증여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 검증강화 : 일감 몰아주기 집중검증 및 자금출처 검증대상자의 지속적 확대 등 고액

자산가의 편법 상속･증여에 엄정 대응하겠음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탈세제보 제도 활성화 여부
- 탈세제보 접수 건수 및 포상금 지급액 증가(이행)
∙ 탈세 조사 강화 여부
- 고소득사업자 및 민생침해 탈세자 조사 강화(이행 중)
- 편법 상속･증여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탈세제보 제도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을 확대하고 탈세제보 제도 활성화를 지속

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포상금 지급 확대]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 인상, 지급률 상향 등 제도개선 결과 탈

세제보 접수 건수 및 포상금 지급액이 증가하고 있음
∙ (한도액 인상) 30억 원 → 40억 원(2018년 2월)
∙ (지급률 인상) 5~15% → 5~20%(2018년 2월)
∙ (탈세제보 접수건수) 15,628건(2017년) → 20,319건(2018년)
∙ (포상금 지급액) 115억 원(2017년) → 125억 원(2018년)

◦ 탈세 조사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에 대한 탈세 감독과 고소득사업자 및 민생침해 탈

세자 조사를 강화하고, 편법 상속･증여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등 국회의 요
구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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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8월 이후 부동산･금융자산 등을 통한 변칙증여혐의에 대해 9차례에 걸쳐

3,070명에 대해 자금출처 등을 조사하여 탈루세액 4,877억 원을 추징함
변칙증여혐의 조사결과
조사착수일

기획조사 횟수

조사대상자(명)

추징세액(억 원)

2017년

3

843

1,428

2018년

4

1,385

2,970

2019년

2

481

479 (일부 조사 중)

2020년

1

361

조사 중

합계

10

3,070

4,877

자료 : 국세청, 「고가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편법증려 혐의자 등 517명 세무조사 착수」, 보도자료, 2020. 5. 7.

3

개선방안
탈세제보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포상금 지급을 확대하고 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있으나, 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금 한도액을 확대(50억 원까지)하고, 지급률도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고질적인 탈루분야인 전문직, 현금수입업종 등 고소득사업자 및 민생침해 탈루자에 대한 조
사･검증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일감 몰아주기 집중검증 및 자금출처 검증대상
자의 지속적 확대 등 고액 자산가의 편법 상속･증여에 대한 조사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임 언 선 ☎ : 02-6788-4572
관련부처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 : 044-204-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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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제도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2019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세청에 대하여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운영
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국세청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의 적정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제도에 대한 안내 및 홍보 강
화, 장려금 환수비중 축소, 농어촌 고령층의 신청 편의 제고 등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국세청은 2019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장려금 신청편의 개선 및 사후환수 축소 등 집행 노력을 강화하고 신청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대국민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있음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장려금 신청편의 개선, 사후환수 축소, 대국민 총보 추진 여부
- 제도 확대로 근로유인과 소득지원 효과 제고(이행)
- 대국민 제도 홍보 지속 추진(이행)
- 사후환수 축소를 위해 신청안내 및 심사 강화(이행)
- 신청편의 제공(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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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국회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
로 평가할 수 있음
◦ [실태조사]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의 확대로 인하여 저소득 가구 근로유인과 소득 지

원 효과가 제고됨
- 2019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1분위 소득 증가 및 5분위배율 하락 등 소

득･분배여건이 개선됨
∙ (1분위 가계소득 증가율) (2018. 3/4) △7.0 → (4/4) △17.7 → (2019. 1/4) △2.5 →
(2/4) 0.0 → (3/4) 4.3

∙ (5분위 배율, 3/4분기) (2015) 4.46(△0.27) → (2016) 4.81(+0.35) → (2017) 5.18(+0.37)
→ (2018) 5.52(+0.34) → (2019) 5.37(△0.15)

- 연령요건 폐지, 수급요건 완화 등으로 특히 20대 청년가구, 60대 이상 노인가구, 연

소득 1천만 원 미만 저소득가구의 수급이 증가하였음
∙ (20대 이하) 107만 가구(27.6%), 9,323억 원(21.7%) 지급
∙ (60대 이상) 94만 가구(24.3%), 1조 1,198억 원(26.0%) 지급
∙ (1천만 원 미만) 201만 가구(51.8%), 2조 2,074억 원(51.3%) 지급

◦ [홍보 강화] 다양한 콘텐츠와 접근성 높은 매체를 활용하여 대국민 제도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있음
- (콘텐츠 다양화)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영상, 배너, CM, 샌드아트, 웹툰, 인쇄물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제작
- (생활 밀접 매체) 지하철･버스･KTX 등 일반국민의 접근성이 높은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확대로 대국민 제도 인지도 제고
◦ [환수비중 축소] 사후환수를 축소하기 위해 신청안내 정확도 제고 및 지급 전 심사

강화 등을 잘 이행하고 있음
- (신청안내) 심사 단계에 반영하던 외국인등록･확정일자자료 등을 신청안내부터 반

영하여 안내 정확도 제고
- (심사강화) 신용카드 매출자료 등을 활용한 소득검증을 통해 지급 전 심사를 강화하

여 복지재정 누수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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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편의 제고]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고령층을 위해 지자체의 「종합소득세･지방소

득세 합동신고창구」 내에 장려금 신청창구를 운영하고, 전화신청대행 등을 통해 편
의를 제고하는 등 국회의 요구를 잘 이행하고 있음
- (합동신고창구) 228개 지자체에 장려금 신청창구 설치
- (전화신청대행) 장려금 전용콜센터 상담원에게 전화로 신청을 요청하면 상담원이

대신 신청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임 언 선 ☎ : 02-6788-4572
관련부처 국세청 소득지원국 장려세제운영과
☎ : 044-204-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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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2019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세청에 대하여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국세청

∙ 역외탈세 증가에 대응하여 납세자 입증책인으로의 전환, 유관기관 TFT 구성, 국세청 전문인
력 양성 및 지방청의 역외탈세 정보수집인력 증원,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상향, ‘역외
탈세 등 공격적 조세회피전략에 대한 의무보고 제도’ 도입 등의 대책을 검토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국세청은 2019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국세청은 역외탈세 증가에 대응하여 납세자 입증책임으로의 전환, 유관기관과의 공

조, 전문인력 양성, 역외탈세 정보수집인력 증원, 해외금융계좌 신고 강화, 공격적
조세회피전략에 대한 의무보고 제도 협의 등 국회의 요구사항 전반에 대하여 잘 수
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역외탈세 증가에 대응 여부
- 납세자 입증책임으로의 전환 여부(이행)
- 유관기관과의 공조 여부(이행 중)
- 전문인력 양성 여부(이행 중)
- 역외탈세 정보수집인력 증원 여부(이행 중)
- 해외금융계좌 신고강화 여부(이행 중)
- 공격적 조세회피전략에 대한 의무보고 제도 시행 여부(이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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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국회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
로 평가할 수 있음
◦ [납세자 입증책임으로의 전환] 작년 세법개정 시 국제거래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이

상당부분 반영됨
- 우회거래를 통해 조세부담 감소 시 입증책임 전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룰」 제2조의2)
- 원천징수대상자인 외국법인 등 경정청구 시 자료제출 요구권 규정(「법인세법」 제98의4)

◦ [유관기관 공조] 역외탈세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해외불법재산환

수 합동조사단」에 참여함
- 2018. 6. 22. 검찰, 국세청, 관세청 등 6개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출범시키

고 전문인력을 파견하여 긴밀한 공조를 실시함
◦ [전문인력 양성] 국제거래 전문보직자 132명 신규선발 및 지방청･세무서 전문보직

161개를 확충함
- 전문보직자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실시와 보직관리로 전문역량

을 향상시키고 있음
◦ [역외탈세 정보수집인력 증원] 지방청･세무서에 역외탈세 정보 수집･분석 전담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있음
구분

계

본청

지방청

세무서

인원

131

4

24

103

◦ [해외금융계좌 신고 강화] 신고기준금액을 인하(10억 원 → 5억 원, 2019년~)
-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를 위한 세법개정안을 제출(20. 3.)하고 세부사항을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음
∙ 과태료 하한율(10%) 적용범위를 현행 미신고금액 10~20억 원에서 5~10억 원으로 낮추고,
10~20억 원 및 20~50억 원 구간의 과태료 부과율을 인상(10→14%, 15→17%)

◦ [공격적 조세회피전략에 대한 의무보고 제도] 납세자의 협력의무가 지나치게 가중되

지 않도록 관련 세법개정안을 마련하여 기재부에 제출(2020년 3월)하고, 세부사항
은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음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임 언 선 ☎ : 02-6788-4572
관련부처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역외탈세정보담당관
☎ : 044-204-2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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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부당이득환수 법적근거 마련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2019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달청에 대하여 부당이득환수와 관련하여 다
음과 같이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조달청

∙ 조달청은 부당이득환수 관련 소송의 패소율이 높으므로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들에 대한 대책
을 마련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조달청은 2019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부당이득 환수 근거를 마련하였음 (2020. 10. 1. 시행)
- 계약상대자가 불공정 조달행위로 이득을 얻은 경우 조달청이 환수할 수 있는 근거

신설(법 제21조제6항)
◦ 향후 부당이득 환수 관련 계약조건을 개정할 계획임
- 불공정조달행위 유형별 위약금 산정기준 및 방법 구체화
∙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및 ‘MAS 계약특수조건’ 개정
※ 부당이득 환수 계약규정 개선 연구용역(2019년 4월~7월) : 부당이득 환수현황 및 문제점, 관련
소송내용 검토, 계약조건 개정(안) 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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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부당이득환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조치 수행 여부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부당이득 환수 근거 마련(이행)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6항에 조달청장으로 하여금 계약상대자가 불공정

조달행위로 이득을 얻은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당이득
환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할 수 있음
◦ 또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시행 2020. 4. 1.)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

수조건」(시행 2020. 4. 1.)에 부정한 행위로 이득을 얻은 경우 이를 조달청에 반환하
도록 규정하여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조달청이 계획한 바와 같이 불공정조달행위 유형별 위약금 산정기준 및 방법

을 구체화하는 등의 조치에 대한 조속한 이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김 민 창 ☎ : 02-6788-4571
관련부처 조달청 구매사업국 구매총괄과
☎ : 042-724-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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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관리 제고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2019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달청에 대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조달청

∙ 나라장터쇼핑몰에 판매실적이 없는 물품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조달물품의 실수요 파악 등을
통해 상품거래공급을 활성화하고,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점검 강화 및 방식 개선 등으로 종
합쇼핑몰 상품의 가격관리를 철저히 할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조달청은 2019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물품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규정」 및 「물품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개정

(2019. 12. 31.)
- 3년간 납품실적이 없을 시 재계약･차기계약 배제 요건 강화(세부품명 기준 → 품목

기준)
- 우대가격 유지의무 1차 위반 시 거래정지로 제재수준을 상향하고 2차 이상 시 제재

도 강화, 위반 범위를 ‘성능･사양 동등 이상’ 확대 적용을 통해 가격 관리 보강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시 조치 내용
구분

당초

변경

1차

단가인하, 경고

단가인하, 거래정지 (1개월)

2차

단가인하, 거래정지 (1개월), 환수

단가인하, 거래정지 (3개월), 환수

3차

단가인하, 거래정지 (3개월), 환수

4차

단가인하, 거래정지 (6개월), 환수

단가인하, 거래정지 (6개월),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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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관리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수행 여부
- 납품 실적에 따른 품목관리 방안 마련(이행)
-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관련 제재수준 상향 등 가격관리 보강(이행)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납품실적이 없는 물품 등에 대한 재계약 배제 요건을 강화하는 등 「물품다수공급자

계약 업무처리규정」 및 「물품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개정을 통해 나라장터 쇼핑
몰 등록 품목에 대한 관리제고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또한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시 제제수준을 상향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상품의

가격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당초 우대가격 유지의무 1회 위반 시 단가인하, 경고 수준이었던 제재조치를 단가

인하, 거래정지 1개월 등으로 상향함으로써 나라장터 쇼핑몰의 가격관리 수준을 제
고한 것으로 평가됨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김 민 창 ☎ : 02-6788-4571
관련부처 조달청 구매사업국 쇼핑몰기획과
☎ : 042-724-7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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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주기 단축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2019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통계청에 대하여 소비자물가지수 산정과 관련
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통계청

∙ 소비자물가지수가 시의성있게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년도 개편주기 단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통계청은 2019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기준년도 개편작업(자료수집91) 및 분석 등)은 1년 이상이 소요되며, 최근 소비지출

비중 변화를 반영하고자 가중치 개편 주기는 단축을 완료하였음(5년→2~3년)
◦ 2020년 기준 개편을 추진 중이며, 장기적으로 기준년도 개편주기 단축 등 소비자물

가지수의 시의성 확보 방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91)

「가계동향조사」 1년간 소비지출 자료로 가중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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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20년 기준년 개편 연도별 추진 현황
2019년(완료)

2020년(추진 중)

2021년

- 개편 기본계획 수립

- 추가예상품목 가격조사

- 대표품목 확정

- 추가예상품목 선정

- 대상처 보완

- 가중치 산정

- 조사지역 조정

- 외식부문 특별조사 실시(가중치 산정용)

- 신 지수 시산 및 공표

- 계절품목 조사기간 조정

- 1차 대표품목 선정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소비자물가지수의 시의성 확보를 위한 조치 수행 여부
- 소비지출 비중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가중치 개편 주기 단축 완료(이행)
-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관련 제재수준 상향 등 가격관리 보강(이행)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최근 소비지출의 비중 변화를 반영하고자 종전 5년 주기의 가중치 개편을 2~3년 주

기로 단축한 것은 소비자물가와 체감물가와의 괴리를 해소하여 소비자물가지수의
시의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평가됨
- 다만, 향후에도 경제･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소비지출 변화가 일어

날 수 있으므로 소비자물가지수 산정을 위한 대표품목 등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및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작 성 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김 민 창 ☎ : 02-6788-4571
관련부처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 물가동향과
☎ : 042-481-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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