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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 리 말
外換危機 이후 국민의 정부 는 4대 개혁과제 1)의 하나로 公企業의 民營化를 포함한 공
공부문의 개혁을 내걸었다. 公企業(public enterprise)2)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
공재의 생산과 유통 또는 공공 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운영하는 기업을 말한
다. 私企業과는 달리 營利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필요한 경비는 사업수익으로 충당
하는 獨立採算制를 원칙으로 한다. 공기업은 전기, 수도, 가스, 통신 등 공공성이 강하면
서 자연독점적인 사업, 초기에 대규모 자본을 요하지만 투자위험이 커서 민간부문이 담
당하기 어려운 사업 또는 사회정책적인 목적을 지닌 사업분야에서 주로 운영되고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공기업들은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들에 비해
방만하게 운영되고 막대한 재정부담을 안겨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3) 이에 따라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침은 일부 공기업 노동조합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널리 국민의 지지를
받았으나, 그 성과는 그리 만족스럽지 못한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그 동안 많이 다루어진 공기업 민영화4 )의 경제적 측면5)은 제외하고 주로
1) 外換危機 직후 출범한 국민의 정부 는 기업·금융·노동·공공 등 4대 부문의 개혁에 나섰다. 우선 企業
部門의 구조조정은 당초 설정한 경영투명성 제고, 상호빚보증 해소, 재무구조 개선, 핵심업종 중심의 개
편, 경영진 책임 강화 등 5대 기본과제에 산업과 금융의 분리, 계열사 연결 단절, 변칙상속 방지 등 3대
과제를 추가하였고, 勞動部門의 개혁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임금안정 및 노사
협력 증진, 노동기본권 보장, 사회보장제 확충 등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金融部門의 구조조정에서는 금융
기관의 퇴출, 합병 등 강도 높은 부실정비, 경영진 책임강화, 경영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하였고, 公共部門
의 개혁을 위하여는 정부조직 개편, 전자정부 실현, 공기업 민영화 등을 추진키로 하였다.
2) 광의의 공기업은 國家 또는 地自體 행정조직의 일부로서 운용되는 기관(예: 철도청, 체신청)도 포함하지
만, 본고는 행정조직으로부터 형식적 독립성을 지니는 法人型 公企業만을 대상으로 한다.
3) 정부는 공기업 경영쇄신을 위하여 1983년 말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 을 제정하고 자율적인 경영목표에
입각한 경영평가, 지배구조 개선,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노력하였으며, 1997년 10월에는 담배인삼공사,
한국중공업, 한국가스공사 등을 대상으로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을 시행하여 민영화
를 강력히 추진하였다. 그럼에도 공기업들은 해마다 監査院으로부터 방만한 사업확장에 따른 예산낭비,
자회사와의 부당 내부거래, 복리후생비의 과다지급, 경영효율 및 경쟁력의 저하를 지적 받기 일쑤였다.
4) 民營化(priv atization , denationalization )란 공공부문에 속한 자산이나 서비스 기능을 私的인 소유 또는 통
제 아래로 이전하는 동시에 규제완화(deregulation ) 등을 통하여 기업경영에 市場의 힘이 작용하도록 여
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李容根, 한국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 ,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3.12, 21～22면; 그러므로 민영화는 좁게는 국가 소유 자산의 매각에서부터 넓게는 민간부문을
확대시키고 정부부문을 축소시키는 여러 정책들을 포함한다. 또한 舊社會主義 국가에서의 전반적인 사유
화 작업을 지칭하기도 한다. 윤미경, 公企業 海外賣却: 외국의 사례 — 通信部門을 중심으로 ,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1998 겨울, 132면.
5) 민영화의 경제적 측면을 집중적으로 다룬 논문집으로는 삼성경제연구소 편, 민영화와 한국경제 , 1997;
윤미경·박영호, 公企業 매각방식의 주요 유형: 해외매각을 중심으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8.12; 박
진우, 공기업 문제에 대한 경쟁정책적 접근 , KDI 정책연구 77호, 1997; 남일총·강영재, 공기업 민영
화방안 , KDI 정책연구 79호 1999;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추진현황은 기획예산처 정책자료 참조.
< http :/ / w w w .mpb .go.kr > 세계은행과 OE CD에서도 민영화에 관한 국제적인 통계자료를 지속적으로 공표
하고 있다. OE CD, F inancial M ark et T rends , N os .66,70. Liberm an & Kirkness eds ., P rivatiz ation and
E m erg ing E quity M ark ets , W orld Bank and F lemings , 1998 등.

法律問題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 대두된 長期의 외국인
투자(foreign direct inv estm ent : F DI) 유치와 外換 확보를 목적으로 공기업을 해외에 매
각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민영화 대상 공기업을
어떻게 선정하였는가, 공기업 민영화 내지 해외매각의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민영화를 추
진함에 있어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및 해외매각시의 유의할 점은 무엇인
가, 작금의 민영화 추진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차례로 알아본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은행(IBRD)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에서는 공기업의 민영화를
東歐, 아시아 지역의 체제전환국들이 국유기업을 사유화하는 것까지 포함시켜 함께 다루
고 있으므로 본고에서도 통일후 북한 지역의 私有化 문제까지 함께 생각해보고자 한다.

II. 政府의 公企業 民營化政策
1 . 民營化對象의 선정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는 정부의 지분이 50% 이상인 政府投資機關과 50% 미만인 政府
出資機關, 그리고 정부투자기관·정부출자기관의 재투자기관 중에서 민영화가 필요한 기
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투자기관이라 해도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은 일률적인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되고(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2조2항 참
조), 국제결제은행의 소정 자기자본비율(BIS capit al adequacy ratio) 유지를 위해 공적
자금이 투입된 은행들은 별도의 방법으로 정부 지분이 처분될 예정이다.
공기업 민영화는 경제발전과 기술진보로 自然獨占性이 줄었거나(한국전력공사, 한국가
스공사, 한국통신 등), 설립된 지 오래 되어 투자위험이 크게 줄었거나(포항제철), 기술혁
신·경제여건의 변화로 경쟁체제의 도입이 필요하거나(한국통신, 한국중공업, 담배인삼공
사), 정치·사회환경의 변화로 더 이상 정부가 지분을 보유할 필요가 없는(대한매일신문)
공기업들이 그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기준에 입각하여 정부가 1998년 企劃豫算委員會에서 마련한 시안을 토대로 行
政改革委員會의 심의 및 공청회를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거
쳐 확정한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추진계획은 < 표 1> 과 같다.
제1차 민영화 대상 11개 기관(21개 출자회사 포함)은 검토대상 108개 공기업(모기업
26개, 자회사 82개)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숫적으로는 30%에 불과하였지만 매출액이나
종업원 수에 있어서는 거의 70%에 달하였다. 그 중에서 2000년 12월 말 현재 민영화가
완료된 기업은 국정교과서, 종합기술금융, 대한송유관, 포항제철, 한국종합화학, 한국중공
업이며, 한국통신, 한국전력, 담배공사, 난방공사, 가스공사는 계속 추진 중이다. 그 구체
적인 내역은 < 표 2> 와 같다.

<표 1>

1998 公企業 民營化 및 經營革新 計劃
계

획

대 상

공 기 업

완전 민영화
(5개)

포항종합제철, 한국중공업, 한국종합화학, 한국종합기술금융, 국정
교과서

단계적 민영화
(6개)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송유관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경영혁신
(13개)

한국관광공사, 한국석유개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
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자료: 기획예산위원회 보도자료, 1998.7.3.

2 . 民營化의 期待效果
우리나라의 공기업들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상당수의 공
기업은 경영진이 낙하산식 인사로 충원되어 경영효율이 떨어지고, 사업의 실패와 적자의
누적으로 그 설립취지와는 다르게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무엇보
다도 公益性을 앞세운 나머지 收益性의 개념이 희박하게 운영되어 적자가 누적되는 데도
구조조정에 늑장을 부리고, 반대로 이익이 나면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자회사를 만
들고 방만한 경영을 일삼았다. 그 결과 모회사와 자회사간에 부당 내부거래가 성행하고,
勞組 무마용으로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비 등의 예산을 과다 집행하는가 하면 불요불급
한 인원과 조직을 유지하는 사례마저 있었다.6 )
정부는 경제개혁의 일환으로 공기업 민영화에 착수하면서 우리보다 앞서 1970년대 말
에 IMF 관리체제를 극복한 영국을 모델로 삼았다. 당시 英國病(the British disease )으로
일컬어지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대처 수상이 채택한 정책은 공공부문 개혁, 공
기업 민영화 및 노사관계의 개혁으로 요약된다. 이른바 대처리즘 (T hatcherism )으로 알
려진 일련의 개혁조치는 영국의 각 부문이 세계수준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생산성을 향상
시키도록 각종 제도를 개선하고 유인책(incentiv es )을 제공하며, 개혁의 걸림돌을 과감하
게 제거하는 것이었다.7) 이와 같은 대처리즘에 입각하여 영국의 공공부문은 정치의 압력
에서 벗어나 市場의 압력(m arket pr essure)을 받도록 개혁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영국의
6) 한겨레신문, 감사원의 공기업 특감 결과와 민영화 , 1998.6.21자 사설; 한국경제신문, 요원하기만 한 공
공부문 개혁 , 2000.12.12자 사설.
7) 원종근, 공공부문 개혁 없이 기업 구조조정 없다 , 월간 新東亞기사 2000.12, 359면.

공공부문은 민간기업과 같이 비용, 효율성, 생산성 및 성과 등의 개념을 가질 수 있게 되
었다. 재정지출의 절대규모가 대폭 삭감되고 비용에 비해서 효율성이 낮은 정부조직은
과감하게 정리되거나 민간으로 이양되었다. 즉 공공부문에도 市場原理가 도입된 것이다.

<표 2>
구 분

公企業 民營化 推進實績
기 관
국정교과서
(1998.11)

대한교과서에 매각 완료(460억원)

종합기술금융
(1999.1)

미래와사람에 매각 완료(93억원)

대한송유관
(2000.4)

民營化
완료

포항제철
(2000.10)
한국종합화학
(2000.11)
한국중공업
(2000.12)

주주5사(SK , LG, S - Oil, 현대정유, 인천정유)에 매각 완료(1,970억원)
DR발행 3회(17억불)
- 1차 98.12, 3.5억불, 2차 99.7, 10.1억불, 3차 2000.9, 3.4억불
국내매각 3회(8,442억원)
- 1차 99.12, 3,618억원, 2차 2000.6, 3,108억원, 3차 2000.10, 1,716억원
주총에서 해산결의·청산인 선임, 청산절차 진행중
국내공모(2000.9, 1,250억원)
지배주주 선정·경영권 민간 이양(2000.12, 3,057억원)

한국통신

전략적제휴(15%)·국내매각(14.7%) 등을 통해 02년 상반기까지 정부
지분(59%)을 매각, 민영화 완료

한국전력

금년 상반기중 발전부문 분할, 02년부터 민영화 추진
금년 2월 전기위원회 설치, 4월 발전자회사·전력거래소 설립
금년중 발전자회사 민영화 방안 수립

民營化
추진계획

추 진 실 적

담배인삼공사

금년중 정부·은행지분(53%)을 주식예탁증서(DR)·교환사채(EB) 발행,
국내매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매각, 민영화
담배사업법은 임시국회에서 개정 재추진
(제조독점·잎담배의무수매제도 폐지 등)

지역난방공사

금년까지 정부·한전지분(51%이상) 매각, 경영권 민간 이양

한국가스공사

금년중 도입·도매부문을 자회사로 분할
2002년까지 정부·한전지분매각, 민영화

자료: 기획예산처, 공기업 민영화추진위원회 제8차 회의 , 보도자료, 2001.1.16.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공기업의 민영화는 ▷공공부문의 비중을 축소함으로써 민
간의 창의와 활력을 극대화하고, ▷공기업 부문에 대한 직·간접적인 정부투자 및 예산

지원을 줄여나가고, ▷공급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 가격의 인하 및 품질향상을 통하여 소
비자인 국민의 厚生을 증진하며, ▷해당 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효율이 개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동시에 공기업에 대한 정부지분 내지 공기업 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IMF 위기극복을
위한 失業對策이나 構造調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하여 필요
한 외자를 도입8)하는 한편 선진기술 및 경영기법도 함께 받아들일 수 있다. 통신부문에
서는 기술혁신으로 진입장벽과 자연독점이 사라지게 되자 많은 나라에서 통신분야를 첫
번째 민영화 대상으로 꼽고 있다.9) 특히 외국인이 선호하는 포항제철, 한국통신 등의 공
기업은 외국인 보유지분의 확대 여부가 논란이 되었던 만큼 공기업의 해외매각은 외국인
들에게 정부의 적극적인 개방의지를 보여주는[dem on str ation effect] 것이다.10) 그리고 외
국인투자가들은 거액을 투자한 후 최대한 이익을 남기려 할 터이므로 경영의 효율화를
위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된다.

III. 公企業 民營化의 方法과 節次
1 . 民營化方法의 비교
가. 民營化推進의 경위
종래 정부의 민영화 추진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1987년에는 國民株 방식으로
한전과 포철 주식 등을 매각 추진하였으나 증시침체로 실적이 부진하였으며, 1993년에는
主人 있는 經營 으로 전환하고자 58개 공기업의 민영화와 10개 공기업의 통폐합을 추진
했으나 이해당사자들의 반발과 대기업에 대한 특혜 시비, 경제력 집중문제 등으로 실패
하고 말았다. 다시 1996～97년에는 管理의 民營化 개념을 도입하여 민영화특별법까지
제정하였으나 진정한 민영화에는 이르지 못하였다.11)
따라서 정부는 과거와 같은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계획적이고 시스템적 접근과 구체
적이고 확실한 실천력을 바탕으로 민영화를 추진 12)하는 한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해외
매각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공기업의 매각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투명성과 공정성

8) 공기업 해외매각의 경우에는 後續投資를 이행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세계은행 그룹인 F oreign
Inv estm ent A dvisory S ervice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민영화를 통한 1달러의 외국인투자는 그와 무관한 외
국인투자를 0.88달러만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미경, 전게논문, 139～140면.
9) 상게논문, 141면.
10) 상게논문, 139면.
11) 기획예산처 정책자료 공기업 민영화 관련 Q&A 자료 , 1998.7.2. < http :/ / w w w .mpb .go.kr >
12) 정부(기획예산처)는 민영화의 추진상황을 지원·점검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차관들로 구성된 공기업민영
화추진위원회 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을 확보하여 모든 사항은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우리사주와 국민주 방식
을 도입하여 일정 지분은 종업원과 일반국민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고 있다.

나. 民營化의 방법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방법은 그 지분을 특정인에게 직접 매각(trade sale)하는 것과 자
본시장(stock m arket )을 통하여 매각하는 것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에서 실제 행하여지는 방법을 중심으로 설명하는데,13 ) 두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
는 경우도 많다.14) 그밖에 외국에서 많이 이용되는 새로운 매각방법도 소개한다.

<표 3>

公企業 民營化의 방법

직접 매각

자본시장을 통한
매각

기 타

국내 매각

해외 매각

경쟁입찰
자산매각, 영업양도

F DI
F DI (tr ade s ale )
전략적 제휴

國民株
장내 매각
Book - buildin g
EB

DR
EB

민간위탁
IP O- PLUS

비 고
非上場기업의 경우
고용승계의무 완화
上場前에 실시
上場기업의 경우
주식교환이 없으면
민영화가 원점으로 복귀
투자펀드 활용

어느 경우에나 공기업은 국민들의 조세부담으로 설립되고 운영되어 온 만큼 절차의 투
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① 國民株 방식의 民營化(mass privatization)
공기업은 國民이 主人이라 할 수 있으므로 사업성이나 재무구조가 양호한 공기업을 민
영화할 때 일반 국민과 당해 공기업의 종업원들에게 上場前에 고정 가격으로 주식을 매
13) 현실적으로 공기업의 민영화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 경영권 이양 : 한국중공업(국제경쟁입찰)
- 지분매각 또는 증자 : 담배인삼공사(국내 공모 및 DR 발행), 포철(정부 및 산은 지분 매각), 가스공사(공
모상장 방식의 유상증자), 한국통신(DR 및 전략적 제휴)
- 자산매각 : 한전(열병합발전소), 지역난방공사(안양·부천지사), 종합화학(종합화학 및 남양화성 청산)
14) 한국중공업은 2000년 12월 12일 두산 컨소시엄에 정부 지분 36%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낙찰됨으로써 민
영화되었다. 24%는 기업매각 이익을 국민 다수와 종업원들에게 환원하기 위해 증권거래소에 직상장된
다. 해외 협력업체는 전략적 제휴 차원에서 최대 25%까지 인수시키기로 했다.

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영국 정부는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가능한 한 국민들의 주
식 소유를 최대한 확대하는 것을 원칙 15)으로 했다. 특히 종업원들의 주식 소유를 적극
권장함으로써 민영화에 따른 노조의 반발을 무마하고 기업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데 도움
이 되도록 했다.16)
국민주 방식은 그 취지가 좋고 경제력 집중을 방지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일찍이 포항
제철과 한국전력의 경우에 경험했던 것처럼 증시가 活況을 보여 재산형성을 기대(upside
potential)할 수 있지 않은 한 국민주 내지 우리사주 청약의 부진으로 민영화 자체를 곤
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
② 競爭入札(public sa le by a uction)
공기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企業 또는 企業群(컨소시엄)에 한해 입찰자격을
주고 가장 높은 가격으로 응찰한 자가 소유권과 경영권을 인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당해
공기업의 주식이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의 株價平均을 기준으로 기업가치를
실사하여 그 이상으로 낙찰가를 정하게 된다. 재정수입을 늘리는 데 도움은 되지만 인수
할 자력이 있는 대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되는 폐단을 가져올 수 있고, 반대로 경영권을
이양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값을 못 받거나 입찰이 실패로 끝날 우려가 있다.
③ 資産賣却(sa le of assets)
공기업을 有機的 一體로서 매각하지 않고 가치가 있는 자산을 선별하여 원매자에게 매
각하는 것이다. 당해 공기업을 淸算(liquidation )한 후에는 자산 위주로 매각할 수밖에 없
지만, 원매자가 고용승계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산을 분할 매각하기도 한다.
④ 海外賣却(sa le to fore ign investors or FDI)
OECD 투자규범은 정부조달이나 민영화에 있어 外國人의 차별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17)
외국인들도 기업인수[직접투자] 또는 주식투자의 형태로 공기업 인수에 대등하게 참여하
고 있다.

OECD 통계에 의하면 1990년대 들어 외국인투자가 세계 민영화 매각금액의

40～50%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동유럽, 중앙아시아, 중남미
등 신흥경제권(em er ging m arket s )에서는 민영화 프로그램이 대규모로 진행되면서 외국
인투자가들의 역할이 점차 중요시되고 있다.18)
15) 이를 全國民의 株主化 (Shareholder Economy )라고 불렀는데, 종업원지주제를 적극 도입한 결과 종업원
의 90% 이상이 自社株를 보유하게 되어 주식보유인구가 14명당 1명에서 4명당 1명으로 급증하게 되었
다. 윤성훈, 미국과 영국의 경제구조조정 사례와 시사점 ,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 , 2000.12.13, 20면.
16) 원종근, 전게기사 364면.
17) 미국, 프랑스 등 OECD 회원국간의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성립이 보류되었지만 多者間投資協定案(draft
Multilateral A greem ent on Inv estm ent : MAI)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체약국의 투자자 및 투자에 대하여
內國民대우와 最惠國대우를 의무화하고, ▷民營化時 외국투자자의 참여 보장 ▷외국투자자 및 그 투자
에 대한 이행의무 부과 금지 ▷獨占企業의 외국투자자 및 그 투자에 대한 차별 금지 ▷核心人力의 자유
로운 이동 보장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자본시장이 개방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외국인들도 상장되어 있는 공기업의 주식을 외
국인지분한도까지 매수할 수 있으며, 당해 공기업이 외국인투자가를 위하여 따로 해외에
서 발행하는 주식예탁증서(depositary r eceipt : DR )를 매입할 수도 있다. 해외 DR은 국내
증시에 매물부담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換리스크가 없는 만큼 프리미엄부로 발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⑤ 民間委託經營(de le gated ma na ge me nt, contra cting- out)
본래 의미의 민영화는 아니지만 민영화의 前 단계로서 공기업의 관리 운영을 유능한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것이다. 당해 공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서비스의 내용이 당장의 민
영화에 적합하지 않거나 민영화의 효과를 미리 알아보고자 할 때 택할 수 있는 방법이다.
⑥ 株式의 場內 賣却, 交換社債의 발행
이 두 가지는 시장원리에 충실하게 공기업 주식을 처분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場
內 賣却은 이미 상장되어 있는 공기업의 주식을 거래소에서 時價로 수시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증시가 활기를 띨 때에는 시장에 매물압박을 주지 않고 프리미엄을 붙여 처분할
수도 있으나 계획성 있는 민영화에는 적합하지 않고 증시상황에 따라서는 시일을 오래
끌 수 있다.
交換社債(ex changeable bond: EB )의 발행은 공기업 주식을 보유한 금융기관 등이 이
를 기초로 한 채권을 발행하고 채권투자자가 원할 경우에는 소정 가격으로 공기업 주식
으로써 상환하는 것을 말한다.19) 그러나 주가가 채권투자자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오르지
않으면 민영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⑦ 外國에서 이용되는 방법
최근 여러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공기업 주식매각 방법으로 북 빌딩(book - building )
이 있다. 이것은 기관투자가 또는 거액의 개인투자자들이 자신이 희망하는 주식가격, 물
량을 제시하고, 중개기관(coor dinat or )이 이를 토대로 매각대상 주식의 예시적인 가격범
위(indicativ e price range)를 정하면 정부가 최종 단계까지 가격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
18) 윤미경, 전게논문, 136～138면.
19) 교환사채는 증권거래법 제191조의4에 의하여 기채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상장유가증권(주권, 사채권, 신
주인수권부 증권, 출자증권, 국채, 지방채 등)을 대상으로 사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유증권과 교환하
여 주는 특수사채를 말한다. 교환사채(EB )가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전환사채(conv ertible bond:
CB)와 비슷하지만 EB는 자기 주식이 아닌 다른 상장법인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점, CB는 사채권자
의 전환청구가 있어야 신주를 발행하고 그때마다 자본이 증가하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최근 중소기업
은행은 정부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담배인삼공사 주식을 기초로 350백만 달러의 해외교환사채를 발행하
였다. EB는 사채권자가 주식으로의 전환을 요구할 때 12월 14일 종가(18,900원)에 18% 프리미엄을 얹은
주당 22,302원으로 교환해줘야 하며 이자율은 1.5%이다. 만기인 2003년 8월 17일까지 담배인삼공사 주식
과 교환하지 않으면 4.14%의 만기수익률을 지급한다. 해외주간사는 CSFB , 국내주간사는 현대증권과 동
원증권으로 미국, 유럽, 아시아 등지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성황리에 판매했다. 한국경제신문 2000.12.16.

서 일찍 입찰한 사람, 구체적인 가격을 제시한 사람, 장기 보유할 사람 등 적절한 입찰자
들에게 우선적으로 주식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북 빌딩 방식은 정부가 매각대상 주식에
대한 수요자들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전반적인 매각과정을 통제하면서 수요공급
의 법칙에 따라 주식을 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20 )
또 세계은행이 폴란드 등 체제전환국의 국민투자기금(national inv estm ent fund)에서
힌트를 얻어 널리 소개한 IP O- 플러스 방식이 있다. 정부의 승인을 받은 민간 투자편드
(priv ate inv estm ent funds )가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성하여 민영화 대상 공기업
주식을 인수하게 하는 것이다. 공기업의 인수주체는 하나이지만 실질적으로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것이다. 공기업 인수를 활성화하려면 펀드에 대해 공기업 주식을
할인가격으로 매각하거나 장기 저리의 금융지원을 하고, 매각대금의 납입을 유예해주는
등의 방법을 쓰면 된다.21)

2 . 民營化의 推進速度
나라마다 민영화를 추진할 때 국민적 합의에 따라 경제여건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택
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민영화를 급진적으로 할지, 아니면 점진적으로 할지 그 추진
속도가 문제가 된다.22)
① 急進的인 민영화(Big Ba ng a pproa ch)
국내총생산(GDP )에서 공기업의 비중이 너무 큰 경우에는 경제 시스템을 효율화하기
위해 경제개혁의 초기에 민영화를 급격하게 추진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1980년대 초
영국의 대처 政權이 채택하였던 방법이다. 소규모 또는 수익성이 좋은 공기업은 민영화
하는 데 굳이 시간을 끌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衝擊療法(shock ther apy )이라 할 수 있는데, 勞動組合23) 및 이해관계자
20) T im Jenkinson , "Corporat e Governance and Priv atization Via Initial Offering (IP O)", OE CD
P roceed ing s : Corp orate Gov ernance, S tate- owned E n terp ris es and P rivatiz ation, pp.97- 99; 윤미경·
박영호, 전게서, 21～22면.
21) 윤미경·박영호, 전게서 24～25면; Itzhak Goldberg, Gregory Jedrzejczak and Michael Fuchs , "A New T ool
for Privatization - T he IPO- PLUS", 1997. < http:// ww w .w orldbank.org/ ecspf/ final/ html/ papers/ ipo- plus.html>
22) 민영화의 추진속도(pace of priv atization )는 주로 體制轉換國에서 국유기업을 사유화할 때의 정책변수로
논의되었다. 東歐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체제전환 과정에서 대부분 빅뱅 방식을 택한 반면, 중국과 베트
남은 점진적인 방식을 택하였다. Nicholas Stern , "T he T ransition in Eastern Eur ope and the form er
S oviet Union : som e strat egic less ons from the experience of 25 countries ov er six y ears ", Salv atore
Zecchini ed., L ess ons f rom the E conom ic T rans ition — Central and E as tern E urop e in the 1990s ,
Kluv er Academ ic Publishers , 1997, pp.52- 55.
23) 영국을 비롯한 각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민영화 후 경영효율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構造調整 내지 減員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그러나 민영화가 반드시 失業을 심화시킨다고는 단언할 수 없다. 종국적으로 기
업의 효율성이 개선되고 경제의 대외경쟁력이 강화되면 다소 시간은 걸리지만 새로운 고용창출의 기회
가 생긴다. 원종근, 전게기사 364～368면; 영국은 구조조정의 결과 물가는 바로 안정되었으나, 실업률은

(stakeholder s )들의 반발이 거세 정치적으로 민영화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또 국
내 자본이 민영화되는 공기업을 인수할 자력과 태세가 부족한 경우에는 國富의 유출 내
지 과도한 外資의 참입이 우려된다.24 )
② 漸進的인 민영화(gradua l a pproach)
급격한 민영화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민영
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1차 매각되는 공기업을 인수한 국내 기업들이 경영정상화에 성공
을 거둔 후에 2차로 매각되는 공기업 인수에 나서는 것이므로 오랜 시일이 걸리게 마련
이다. 인수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資力이 풍부한 少數의 大企業에 경제력이 집중
되는 폐해를 가져올 수 있다.
점진적인 민영화는 민영화에 따른 불확실성 및 이해관계자의 반발을 줄일 수는 있으
나,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요하는 경제상황에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3 . 海外賣却의 節次와 問題點
가. 海外賣却의 절차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은 內·外國人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
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해외매각의 경우 매각방법과 매각시기를 적절하게 조정함으로써
매각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분매각, 자산매각, 분할매각, 해외공모(DR ), 교환사채(EB )
발행, 전략적 제휴(str ategic alliance)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외국의 공기업 민영화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당해 기업의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수
행할 만한 역량을 갖춘 외국인투자가에게 경영권을 이양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
영업권(concession )을 보장하고 일부 지분만 매각하여 기업가치를 충분히 높인 다음 국
내외 주식시장에 상장하여 나머지 정부출자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영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주요 공기업들이 이미 부분적으로 민영화되어 있어 국
제입찰을 통해 여러 차례로 나누어 외국인투자가들에 매각하는 방식을 취하였다.25)
원활한 해외매각을 위해서는 해당 공기업이 투자은행 등 전문기관(financial advisor )의
자문을 받아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해외매각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순서를 밟아 이루어진다.26) 참가예상기업에 대하여 사업제안요청서(request
일시 급증하였다가 점차 하락했는데 구조조정 이전 수준으로 낮아지기까지 10년 이상 소요되었다. 윤성
훈, 전게보고서, 24면.
24) 박상일, 外資 經營의 빛과 그늘 , CEO Inform ation , 삼성경제연구소, 2001.1.31 < http :// seriecon .seri.org >
25) 공기업의 매각가격을 극대화하고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당해 공기업 주식을 여러 차례 나누어 발
행하고, 주식시장의 추세에만 의존하지 말고 의식적으로 기관투자가들과 개인투자자들의 需要競爭을 유
발하도록 하며, 관계 금융기관들에 인센티브를 주어가며 적절히 통제하고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윤
미경, 전게논문, 153～154면.

for proposal: RF P )를 발송한 후 신청서를 제출한 응모자들(long list )을 대상으로 예비적
으로 자격심사(prequalification : PQ)를 하여 3～4개의 후보자(short list )를 선정한다. 최
종 후보자들 앞으로 자금조달계획, 경영계획 등을 확인한 다음 입찰안내서(invitation to
tender )를 보내고 각 입찰자로 하여금 최선의 조건(best and final offer : BAF O)으로 응
찰하도록 한다.27) BAF O를 심사하여 우선협상대상자(preferr ed bidder )를 선정하고 그가
제시한 조건을 협상을 통해 수용할 수 있는지, 특히 정부 및 이용자들에 대하여 제반 약
속을 이행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 확인한 후 계약서의 세부사항과 조건을 확정
(final close)한다.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는 이 사실을 공표하고 정부의 주무관
청과 관리·감독상의 관계를 정립해 나간다.

나. 海外賣却에 따른 問題
민영화 대상 공기업에 국가기간산업이 포함되어 있어서 多國籍企業(m ultinational
corporation s : MNC)이 이를 인수할 경우에는 經濟安保마저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
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전력·가스·철강·통신 등 기간산업 분야의 공기업을
외국인이 장악하고 이윤추구만 앞세울 경우 그 제품·서비스 가격의 상승, 공급 조절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공기업 매각을 서두른 나머지 외국인투자가에게 상당 기간의 독점체
제를 보장해준다면 이러한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그러므로 일부 공기업에 대해서는 안보적 차원에서 法的으로 또는 당해 공기업의 定款
上으로 정부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유지하거나 동일인 소유한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으
며, 외국인이 경영을 담당하더라도 정부가 적절한 監督權을 발동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
화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보다는 선진자본이 우리 공기업을 인수함으로써 외국 자본의
유입과 함께 선진기술과 경영기법이 도입되고 경영의 효율화 및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전력산업 등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하여 노동조합, 시민단체, 일부 학자들이 극구 반
대28)하고 있지만, 정부 일각에서도 달러 유입에 따른 환율 하락과 경상수지 악화를 초래
한다는 견지에서 해외매각의 재고를 요청하기도 했다.29 ) 그러나 과거 민영화 정책이 실
26) 拙稿, 民間主導에 의한 프로젝트 金融의 法的 硏究 ,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2000.2, 57～59면 참조.
27) 원매자들은 BAF O를 내기 전에는 예비실사(prelim inary due diligence), 그 후에는 정밀실사(on - site due
diligence)를 하여 매입가격을 정하게 된다.
28) 정부가 1998년 말 전력산업의 분할 매각을 포함한 전력산업 구조개편안을 黨政協議에 올리자 시민사회
단체와 종교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999년 1월 전력산업분할·해외매각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 를
결성하고 반대운동에 나섰으며, 108인의 대학교수들도 정부의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는 선언문을 발표하
였다. 이 문제는 2000년 12월 한전노조가 파업을 선언하고, 일찍이 전력산업을 민영화하였던 미국 캘리
포니아주에서 2001년 1월 전력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클로즈업되었다.
29) 2000.2.8자 연합뉴스는 공기업 주식 해외매각 방침 철회 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재정경제부 측이 공기업
주식의 해외매각을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기획예산처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재경부 측
은 외환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달러가 급히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優良공기업 주식을 굳이 해외에

패한 것은 정부정책이 일관성을 잃었기 때문이므로 당초 계획대로 정부 지분의 해외매각
이나 외국 유수 기업과의 제휴를 추진하되, 국가이익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해외매각의
물량과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外資기업이 많이 들어오면
장기적으로 국내에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글로벌한 생산기지로 활용될 수 있으
며, 世界化時代에는 외국 자본의 유입을 제한하는 것이 국제규범에도 어긋나고 시대조류
에 역행하는 것임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30)

IV . 公企業 民營化에 따른 法律 이슈
1 . 關聯法制의 정비
民營化는 본래 민간부문의 창의와 자율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므로 민간부문의 자율성
을 통제하고 제약하는 각종 제도의 정비, 규제완화(deregulation )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에 의하여 공기업에 대한 경영목표의 설정, 예산편성

지침의 시달, 경영실적평가 등의 방법으로 통제하여 왔으나, 1997년 공기업의경영구조개
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을 제정하고 민영화 대상 공기업에 대하여는 사장 및 이사의 선
임, 주주협의회의 구성 등에 있어서 주주의 발언권을 제고하였다. 1999년 5월에는

정부

투자기관관리기본법 을 개정하여 政府의 당연직 이사제를 폐지하고 사장추천제를 도입하
는 등 자율화의 폭을 더욱 확대하였다.
프랑스, 멕시코의 경우 憲法에서 일정 산업의 국가소유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의 國公
有를 배제하고 있다(헌법 126조). 다만, 민영화를 위해서는 전력, 통신, 담배제조 등 일부
산업에 대하여 국가[公社] 독점 또는 외국인 지분제한을 규정한 사업법을 개정하거나 경
쟁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근거법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력산업구

매각할 이유가 없고, 국내 증시에서도 외국인투자가들이 얼마든지 매입할 수 있는 데다 해외매각의 경우
달러 유입에 따라 환율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기업 주식의 해외
매각은 경영제휴 등 다른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30) 韓電노조 및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政府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전력산업을 분할 매각키로
하는 방안을 확정한 직후 美國 캘리포니아주에서 민영화의 후유증으로 電力難이 발생하여 정부와 국민
모두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최근의 캘리포니아 사태는 민영화 이후의 전력수요예측을 잘못한 데
다 지나친 환경규제로 발전소의 신규 건설이 벽에 부닥치고 발전원가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력요금의
인상이 억제됨으로써 채산에 맞는 전력공급이 곤란해졌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이에 대해 선업자원부
측은 우리나라의 경우 전원개발특례법 에 따라 발전소의 신설이 지원을 받게 되며, 送電網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고 밝히고, 발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신
규 진입을 허용하면서 설비투자 유인책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2001.1.19. 이 문제를 둘러
싼 논쟁은 중앙일보 時論에 잇달아 게재된 김동기, 전력산업과 캘리포니아 교훈 , 중앙일보, 2001.1.27
및 장현준, 왜곡한 캘리포니아 사태 , 중앙일보, 2001.1.30을 참조할 것.

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2000.12.23 법률 제6282호)과
6283호),

전기통신사업법 (2001.1.8 법률 제6346호),

전기사업법 (2000.12.23 법률 제
담배사업법

등을 제·개정하였거

나 개정을 추진 중이다. 영국의 경우에도 80년대 초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전기통신법 등
관련법규를 대대적으로 제정 또는 개정하였다.3 1)

2 . 經濟力集中의 방지
독점적 지위에 있던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것은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점에서 바람직
하지만, 이를 인수한 私企業이 독점적 지위까지 승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32) 따라
서 경제력집중 문제가 심화되지 않도록 同一人所有限度를 엄격히 제한33)하고 독자적으로
요금인상을 하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다. 민영화 방식에 있어서 국민주, 우리사주의 비중
을 늘리는 것도 그에 도움이 될 것이다.34) 영국의 경우 독과점 성격이 강한 공기업의 경
우 임직원에 의한 分社(m anagem ent buy - out : MBO), 기업분할, 경쟁기업 육성 등을 통
해 경쟁체제를 구축한 다음 민영화하는 방법을 취하였다.35)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상 공기업을 인수함에 있어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公正去來法 ) 상으로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
질적으로 제한하는 다른 회사의 합병, 주식의 취득을 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동법
7조1항). 산업합리화 또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뿐이다(동법시행령 13조, 14조). 또 자산총액이나 매출
액의 규모가 1천억원 이상인 회사가 합병 또는 주식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 체결
(합병계약에 대한 주총 또는 이사회의 승인후; 상법 522조) 또는 주식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공정거래법 12조, 동법시행령 18조1항).
31) 1980년의 교통법, 1982년의 석유·가스법, 1983년의 에너지법 등이 좋은 예이다. 이 법들은 각기 교통,
통신, 석유, 전기 등 비교적 독점적 성격이 강한 산업분야에서 기존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 또는 개정되었다. 원종근, 전게기사, 364면.
32) 민영화된 공기업을 인수하는 것도 넓은 의미의 기업인수·합병(M&A )에 속한다. 미국에서는 셔먼法
(Sherm an Anti- trust Act of 1890)으로 기업간의 공동행위와 독점행위를 금지하고, 클레이튼法(Clayton
Act of 1914)으로 競爭을 저해하는 합병 및 주식·자산취득 등의 방법에 의한 기업의 매수를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기준으로 볼 때 M&A의 결과 市場에 영향을 줄만한 독점적인 요소가 발견되면 연
방거래위원회(F ederal T rade Com mission )와 법무부로부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지하는 처분
(injunction )을 받거나 초과지분의 매각(div estiture) 명령을 받을 수 있다.
33) 경제력집중을 막기 위해 동일인소유한도를 엄격히 적용[持分분산]하는 것은 좋지만, 민영화의 또 다른
목표인 主人 찾아주기 [경영권부 持分이양]가 곤란해지고, 당해 기업의 자본금 규모에 비추어 경영권을
지배할 수 있는 자력을 가진 투자자는 사실상 외국인뿐이므로 핵심 공기업을 외국인의 손에 맡기는 결
과를 가져온다. 또한 재정수입을 늘리기 위해 제값을 받고 매각하려면 어느 정도 독점적 지위를 인정해
줘야 하는 문제가 따른다. 요컨대 민영화의 목표는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므로 처음부터 일
관되고 명확한 목표의 설정이 필요하다.
34) 손종학, 構造調整을 위한 M&A의 機能과 法的 規制 , 산은조사월보 제512호(1998.7), 34～54면.
35) 성상경·박상원, 영국 공기업 민영화의 성과와 시사점 , 조사통계월보 , 한국은행, 1996.12, 33면.

공기업을 영업양수·도의 방식으로 인수하는 것이 競爭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되면
이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동법 7조1항4호),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이를 승인하는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은 후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企業結合의 신
고를 하여야 한다(동법 12조4항).
그런데 최근 공정거래법이 개정되어 1998년에 폐지되었던 出資總額制限제도 가 2001년
4월 1일부터 다시 시행36 )됨에 따라 30대 그룹 계열사는 25%의 출자한도에 묶여 공기업
을 인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에서는 지주회사가 자회
사에 출자하는 경우 에는 출자총액제한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하여, 외국인투자 유치 또는 중소·벤처 기업과의 협력관계 유지를 위하여 출자하는
경우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 OC)에 출자하는 경우 에 한하여 동 시
행령으로 例外를 인정할 뿐이다(동령 17조의2). 외국 기업은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으므
로 국내기업에 대한 逆差別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민영화되는 공기업을 타깃으로 다국적기업(MNC)과 국내 대기업이 격돌하는 경우이다.
출자총액제한을 받는 국내 계열사는 당해 공기업의 인수가 애당초 불가능한 반면, 다국
적기업은 전세계적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고 있음에도 아무 제한 없이 국내시장까지
獨占하게 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태를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면 국내시장 방어를 위해서라도 탄력적인 법 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 . 政府의 統制力 유지
민영화란 정부 지분을 일정 수준 이하로 민간부문에 매각하는 것이다. 민영화의 결과
정부 지분이 제로 가 되었지만 公共性의 요청에 따라 정부가 당해 기업의 경영에 개입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아직 우리 법제상 인정되지 않고 있으나, 特別株(황금주: golden
shar e, special share )라는 특별 주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영국에서는 민영화된
기업을 바람직하지 않은 기업인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또는 기간의 제한
없이 정부의 대표가 특별주주로서 액면가 1파운드의 황금주를 보유하고 있다.37)
황금주에는 원칙적으로 의결권이나 이익배당청구권은 부여되지 않지만, 그 보유자는
주주총회에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정관의 변경 기타 중요한 사안의 결정
에 있어서는 특별주주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38)
36) 1998년 2월 출자총액제한을 폐지한 것은 외국인에 대한 적대적 M&A를 전면 허용키로 함에 따라 경영
권 방어를 돕기 위한 것이었으나,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출자가 증가하고 내부지분율이 크게 높아
짐에 따라 일부 계열사의 부실이 전체 기업집단의 동반 부실화를 초래하는 등 船團式 經營의 폐해가 생
겨났다. 이에 정부는 무분별한 계열확장을 억제하고 핵심역량에의 집중을 유도하기 위해 대규모기업집
단에 속하는 회사(금융·보험회사 제외)가 소유하고 있는 국내 다른 회사 주식의 합계액(출자총액)이 당
해 회사 순자산의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공정거래법 10조).
37) 삼성경제연구소, 전게서, 104면.

현행 제도상 정부가 민영화 대상 공기업에 대하여 계속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정부투자기관의 지분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경우이다. 감사원과 국회는 이러한 기업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또는 국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감사를 할 수 있다(감사원법 23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7조4호). 그러나 이러한 감사는 민영화 과정에서 위법 부당한
처리는 없었는지 事後的으로 또는 政治的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행해지는 것이 대부분이
므로 정부가 민영화된 당해 기업의 경영을 지속적으로 통제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보다는 민영화된 이후에 거대 기업의 시장독점 폐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이들의 초과
이윤을 규제하고 경쟁체제를 유지하는 등 정부의 규제감독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39)

4 . 企業支配構造의 개선
공기업은 그 조직이 관료제적 타성에 젖어 있어 경영효율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그러
므로 공공부문의 개혁이 정부의 의도대로 성공하려면 민영화된 공기업의 경영은 시장경
제에 밝은 경영인이 맡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경영진의 刷新 내지 외부 전문
가의 참여 없이 기업의 지배권만 정부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양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소기
의 성과를 거둘 수 없게 된다. 세계은행(W orld Bank ),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OECD
등이 민영화 과정에서 관심을 두는 것도 지배구조를 어떻게 갖추느냐 하는 것이다.40)
따라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공기업의 개혁도 企業支配構造(corpor ate gov ernance)의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1999년 5월에 공포 시행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종전에 주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던 社長을 투명성과 공정성
을 높이기 위해 비상임이사와 민간위원들로 구성되는 社長推薦委員會가 사장후보를 추천
하여 주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도록 하고(법 13조의2 1항, 13조의3), ▷정
부의 당연직 이사제4 1)를 폐지하는 대신 常任理事는 사장의 제청으로 주무부장관이 임면
하며, 非常任理事는 사장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청하고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의
38) 정부는 국가의 중요산업체가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나 특정 재벌에 의한 인수의 표적이 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관변경을 저지할 수 있는 황금주를 보유할 수 있다. 이러한 황금주는 정부개입을
지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민영화를 성공시키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이 분명히 인식되어야 한다. 삼성
경제연구소, 전게서 456- 466면. 현재로서도 안정주를 확보함으로써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나, 황금
주를 도입하는 것은 그 취지상 違憲·違法 요소는 희박하다 할지라도 완전한 민영화를 기대하였던 기존
주주의 이익에 반하므로 상법개정 및 해당 공기업 정관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39) 성상경·박상원, 전게논문, 42면.
40) Corporat e governance에 관한 웹사이트로서 대표적인 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OECD의 기업지배구조원칙 < httpL// w w w .oecd.org/ daf/ gov ern ance/ principles .htm >
- EBRD, L aw in trans ition, Autumn 1999 < http :// w w w .ebr d.com/ en glish/ public/ index .htm >
41) 舊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서는 정부투자기관의 이사회를 구성할 때 기획예산처 및 주무부처의 담당국
장 2人을 당연직 이사로 임명하여 정부가 출자자로서의 발언권을 확보하였으나, 당해 투자기관을 사실상
二重으로 지배 감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이 임면하도록 하였으며(법 13조의2 2항), 監事는 그 독립성
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
면하도록 하였다(법 13조의2 3항). 그리고 外國人도 任員이 될 수 있게 하였다(법 14조).
공기업이 민영화되면 상법 내지 증권거래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社外理事(out side
direct or ), 집중투표제(cumulativ e voting ), 감사위원회(auditing com mittee)42) 등 보다 강
화된 지배구조를 갖춰야 한다. 즉 당해 기업은 주주들의 이익을 최대한 도모하면서 기업
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예컨대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사외이사가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大型 주권상장법인
의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3인 이상이고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이사회를 구
성하여야 한다(증권거래법 54조의5 1항, 191조의16 1항, 동법시행령 84조의23). 또 대형
주권상장법인은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社外理事候補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동 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증권
거래법 54조의5 2항, 191조의16 3항).
종전의 공기업이 참신하고 능력 있는 外部人士들을 중심으로 경영진을 구성하게 되면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확실해지고 외자유치를 비롯한 자금조달이 용이해지며, 이른바 경
영자장벽 (m anagem ent barrier )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5 . 國有財産매각 , 外國人投資에 따른 문제
공기업을 민영화한다는 것은 민간부문에 그 자산을 매각하거나 지분을 표창하는 유가
증권(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하는 것이다. 당해 기업이 기업예산회계법 의 적용대상
인 정부기업(동법 제2조에 의한 철도사업, 통신사업, 양곡관리사업, 조달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한 국가소유에 속하는 기계·기구 등의 동산이나 부동산(국유재산법 3조1항)은 따
로 없으며, 오직 정부출자지분인 주식 등의 유가증권만이 국유재산에 속한다.
이러한 유가증권은 국유재산법에서 말하는 雜種財産(동 4조4항)으로서 그 처분방법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즉, 공개 경쟁입찰에 붙이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상이 유가증권이므
로 상대방이 국유재산법시행령에 규정된 자인 경우에는 制限경쟁입찰 또는 指名競爭(동
령 35조)에 붙이거나 隨意契約(동 36조)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거래법에서 정하는 유가
증권 매출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국유재산법 33조).
문제는 정부출자기업체 주식의 처분가격이다. 국유재산법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
42) 1999년 12월 3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 商法에 의하면 이사회에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는 각종 委
員會를 설치하여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393조의2), 회사가 감사 또는 감
사위원회를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만일 회사가 정관에서 監事에 갈음하여 監査委員會를
설치하기로 규정(opt - in )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그의 3분의 2 이상은
社外理事가 맡도록 하고, 감사위원회는 감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하였다(415조의2).

기 위하여 상장·등록 여부에 따라 매각 예정가격을 달리 정하고 있다. 즉 거래소에 상
장되어 있거나 협회중개시장(KOSDA Q)에 등록된 주식은 최근 30일간의 終價 가중산술
평균 금액 이상으로 매각하여야 한다(동법시행령 38조). 만일 수의계약으로 처분하는 경
우에는

정부소유주식 매각가격 산정자문위원회 의 자문을 받아(동령 38조의2) 결정한

가격에 의한다.
이상은 주로 정부출자기업체의 주식에 적용되는 매각방법이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도
時價(fair m arket price)를 참작하여(국유재산법 34조)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분해야 함은
물론이다.
외국인투자가를 대상으로 공기업을 매각[直接投資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
진법 상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과 제한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안된다(동법 4조). 현
재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4조, 5
조 및 별표1, 2 참조) 사실상 외국인투자가 자유화되어 있다.43) 자본시장을 통하여 외국
인투자가에게 공기업 주식을 매각[株式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상으로 공
공적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외국인의 주식취득이 제한되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동
법 199조2항, 203조).44 )

6 . 失業對策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개혁에 있어서 최대의 난관은 勞組의 반대를 극복하고 어떻게 협
조를 얻는가 하는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공기업 종사자들은 그 동안 철밥통 을 지니고
있었다는 의미도 된다. 공기업의 민영화가 반드시 구조조정과 減員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의 힘(m arket - diriven forces )이 노동력의 재배치(reallocation of labor )를
요구한다면 노동력의 공급이 넘치는 부문에서 모자라는 부문으로 인력을 옮기는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임금의 조정, 재교육·훈련, 일시적인 실업(layoff), 실직수당·실업보
험금의 지급 등을 필요로 하게 된다.
43)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으로서 자본이동자유화규약 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OECD협약가입초청협정부
속서1 (자본이동자유화 규약에 대한 유보)의 직접투자 부문에서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 직접투자의 유보
내용과 양자간 또는 다자간 투자협약 부속서에 규정된 유보 내용의 범위 내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주무
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1999- 58호)하는 사항에 한하여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있
다.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하여서는 발전업, 유·무선 전신전화업, 기타 전기통신업 등이 문제될 수 있다.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 별표 2> 참조.
44) 1998년 6월 증권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외국인투자대상은 公共的 法人의 주식을 제외하고는 전면적으로
개방되었다. 공공적 법인이란 국가기간산업 등 국민경제상 중요한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증권거래법 199
조2항)으로서 경영기반이 정착되고 계속적인 발전가능성이 있으며,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높은 수익이 예
상될 뿐만 아니라, 국민이 광범위하게 분산 소유할 수 있을 정도로 자본금 규모가 큰 상장(등록)법인을
말하는 바 재정경제부장관이 관계부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지정하게 되어 있다
(동법시행령 85조의2).

노조와 실업 문제에 대처하는 방식은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지만 영국의 경우 가장 劇
的인 변혁을 이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처 수상은 1970년대에 英國病을 일으킨 원
인이 그릇된 노사관계에 있다고 파악하고 1980년대 줄곧 노사관계의 개혁에 매달렸다.
즉 고용법과 노동조합법을 반복적으로 개정45)함으로써 클로즈드 숍 (closed shop )을 금
지하는 등 노조의 법적 지위와 조직력을 약화시키는 한편 노조의 파업에 대하여 전례 없
이 강경하게 대처하였다. 1984년 중반부터 이듬해 3월까지 근 1년간 계속된 탄광노조
(NUM )의 파업에 대해 대처 정부는 탄광산업 자체를 포기한다는 각오로 강경방침을 고
수했고 결국 노조를 굴복시켰다. 이 사건은 영국 노동운동에 큰 분수령이 되어 이후 영
국의 노조들은 파업 대신 준법운동으로 노선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처 정부가
일관된 자세로 법률에 바탕을 둔 정통성을 가지고 노조개혁을 추진한 결과 영국의 노동
시장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유연하고 신축성 있는 시장으로 탈바꿈하였다.46)
그러나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헌법
33조 1, 2항)이다. 근로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본인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대책 없이 직장을 잃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는 整理解雇의 요건을 엄격히
법으로 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 31조). 즉 이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緊迫한 經營上의 必要가 있어야 하며(경영악화를 방
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간주됨),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에 대하
여 해고예정일 60일 전에 통보한 후 협의를 거쳐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
45) 英國 대처 政府의 勞動關聯法 개정 연혁
개 정
제1차 고용법 개정
(1980년)
제2차 고용법 개정
(1982)
노동조합법 개정
(1984)
고용법 개정
(1984)
고용법 개정
(1990)

내 용

- 클로즈드 숍(채용시 노조가입을 의무화) 채택시 비밀투표 의무화
- 2차 피켓팅 불법화
- 2차 파업을 주도한 노조간부에 대한 면책특권 삭제
- 5년마다 비밀투표를 통해 클로즈드 숍 유지여부 결정
- 합법적인 노사분규를 명문화하고, 노조간부의 면책특권을 제한
- 비밀투표를 통해 과반수 지지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노조 면책특권 인정
- 노조간부는 5년마다 조합원의 비밀투표를 통해 선출
- 10년마다 조합원 투표를 통해 정치기금의 사용 여부 결정
- 클로즈드 숍에 대한 법적 보호규정 삭제, 비조합원의 해고 금지
- 클로즈드 숍 조항 신설을 위한 쟁의 불법화
- 파업불참 조합원의 권리조항 신설, 감독관 파견제도 도입
- 클로즈드 숍 제도의 완전 폐지
- 모든 2차 쟁의행위 불법화
- 비공인 쟁의행위에 대한 노조의 책임 부담

자료: 윤성훈, 전게보고서, 18면.
46) 원종근, 전게기사, 367면.

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상시 근로자의 일정 비율이 넘는 인원(동
법시행령 9조의2)을 해고하려면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기업경영의 편의상 정리해고를 해서는 안되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객
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그밖에 노조나 근로
자 측과의 성실한 협의 등을 거쳤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당해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社會的 相當性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고,
기업을 살려야 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후 노조와 협의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47) 법원은
이 문제에 관하여 비교적 명확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바,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
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의 정당성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이란 기업의 일부 영업부문 내지 영업소의 수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기
업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또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
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 하였다.48)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리해고는 당해 기업을 인수한 민간기업에 그 뒤처
리49)를 미룰 수도 있지만, 민영화가 경영 및 국가재정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는 당위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구비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아울러 임금상승 억
제, 근로시간 단축, 실업수당·보험금 지급, 직업재훈련 실시 등 社會安全網의 구비에 만
전을 기하여야 한다.

7 . 主權免除 해당 여부
국가 또는 정부기관이 갖고 있는 공기업 지분을 외국인에게 매각할 때에는 이것이 주
권면제(sovereign immunity )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왜냐하면 국제법상
主權國家는 법 위반의 사실이 없는 한 다른 나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
이기 때문이다. 물론 국가가 일반 사기업과 같은 경제활동을 수행할 때에는 私人과 동일
한 취급을 받게 되지만, 국가 또는 정부기관이 채무자인 국제거래의 경우에 채권자는 권
리행사에 여러 가지 制約을 받을 위험이 따른다. 예를 들면 자국 憲法上의 제한을 이유
47) 대법원 1999.5.11. 선고 99두1809 판결.
48) 대법원 1999.4.27. 선고 99두202 판결.
49) 경영합리화에 필요한 整理解雇를 미룬 채 공기업을 민영화한다면 그만큼 제값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는 정부가 재정수입으로 환수해야 할 것을 당해 공기업의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셈이므로 국민들의 몫
이 그 만큼 줄어드는 결과가 된다.

로 통상적인 법적 구속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계약 성립 후에도 법을 개정하거나 담보물
을 수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손해를 가할 수 있다. 또 주권면제 특권을 주장
하여 외국 법원의 재판이나 그 집행을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50)
유럽에서는 종래 판례와 조약을 통하여 제한적 주권면제론(restrictiv e immunity )이 발
전해 왔으며, 1972년 체결된

국가면제에 관한 유럽협약 (European Conv ention on Stat e

Immunity )을 통하여 주권면제의 기준을 확립하였다. 반면 미국과 영연방 국가들은 절대
적 주권면제론(ab solute immunity )을 견지해 오다가 1970년대 들어서 美國은
면제법 (F or eign S over eign Immunity Act of 1976)을, 英國은

외국주권

국가주권면제법 (State

Immunity Act of 1978)을 각각 제정하여 제한적 면제론을 채택하였다.5 1)
우리나라 대법원은 과거 절대적 주권면제론의 입장을 취하였으나, 1998년 12월부터 전
원합의체 판결로써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고 제한적 주권면제론의 입장을 취하였다.52) 따
라서 국가 또는 정부기관 행위의 성격이 상업적 활동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는 非主權的
행위로서 주권면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즉 공기업의 지분을 외국인에게 매각하는 것
은 상업적 활동이므로 주권면제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더러 抛棄(w aiver )의 대상이 된다.

V . 北韓 企業 私有化에의 示唆點
1 . 民營化와 私有化의 비교
지금 우리가 공기업 민영화를 조속히 효과적으로 완수해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統
一이 되었을 때 북한 지역에서도 국유기업을 私有化(de- etatisation, privatization )53)하는
작업에 시사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소유권이 증권으로 분할되어 거래소에
서 거래되고 있다거나 자산가치를 정밀 실사할 필요가 있다거나 하는 것을 빼놓고는 민
영화 내지 사유화에 있어서 동일한 방법론과 절차를 거치게 된다. 東歐는 물론 중국, 베
트남 등 아시아 지역의 체제전환국(tr an sition economies )들은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가격자유화 및 경제안정화→구조조정[私有化]→자본자유화의 경로를 거치면서
50) 졸저, 국제거래법 , 한국경영법무연구소, 1995, 35면.
51) 상게서, 35～36면; 외국주권면제법이 시행 중인 1983년도 판결에서 美 연방대법원은 동법이 국가의 채무
에 관한 실체법상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임의로 법인체를 설립하여 국제법상의 채무를
면탈하려고 하는 외국 정부의 행위까지 용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F irs t N ational City B ank
v. B anco P ara el Com ercio, 462 U .S . 611 (1983).
52) 대법원 1998.12.17. 선고 97다39216 판결;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편, 국제법무학 개론 , 동진사, 2000,
726면.
53) 체제전환국의 경우 국유기업의 소유와 경영을 정부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하기 전에 私的 所有權을 인
정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일련의 절차를 私有化 (priv atization ) 또는 非國有化 (de- etatisation )라
고 부르기로 한다.

예외 없이 국유기업(stat e- owned enterprise: S OE )의 사유화를 단행하였다. 계획경제가
아닌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는 자원배분과 경영효율 측면에서 국가가 수많은 기업을 소유
하고 경영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체제전환국마다 사정은 조금씩 달랐지만, 외국인을 포함한 원매자들에게 국유기업을 매
각함에 있어서 국민여론, 경험과 자력이 있는 기업경영인의 부족, 국부유출의 방지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반 국민들은 사유화되는 기업의 지분을 인
수할 만한 자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였다. 그리하여 국민들에게 無償으로 또는
적은 금액만 받고 바우처54) (voucher )를 나눠주는 방식(m ass privatization )을 택하였다.
체제전환국에서는 대부분 전담기구를 설립하여 사유화를 추진하였는데 이 때 적용된
방법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55)
① 바우처에 의한 사유화(privatization by vouche rs)
바우처 방식은 폴란드, 체크, 슬로바키아, 러시아 등지에서 광범위한 정치적 지지를 받
아가며 사유화를 신속히 추진하고자 할 때 널리 사용되었다. 소유가 광범위하게 분산되
므로 정부가 더 이상 사유화된 기업을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문제이다.
폴란드, 체크와 슬로바키아에서는 국영은행 기타 외국계 금융기관이 投資基金56)을 조
성하여 기업자산의 매각과 함께 바우처 방식을 시행하였다.
② 無償拂下(free tra nsfe r of owne rs hip)
사유화 대상기업의 연고자가 있으면 원상회복 형태로, 또는 종업원 단체나 공공단체에
기업 소유권을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체제전환국에서 이 방식은 보조적으로
54) 정상적인 사유화에 있어서는 인수자가 그에 상응하는 투자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국내 저축이
크게 부족한 舊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등 東歐의 체제전환국에서는 대중적 사유화의 일환으로 자력이
없는 국민들에게 일종의 私有化持分증서인 바우처(v oucher , coupon )를 무상 또는 상징적인 금액으로 분
배하여 재산형성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이 경우 바우처는 주식과 거의 같은 기능을 수행하므로 그 유통
거래를 허용할 경우에는 증권거래소의 설립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55) Gabor Huny a, "Large priv atisation , restructuring an d foreign dir ect inv estm ent ", S alv atore Zecchini
ed., L essons f rom the E conom ic T rans ition — Central and E as tern E urop e in the 1990s , Kluv er
Academic Publishers , 1997, p.281.
56) 투자기금(inv estm ent fund)은 체제전환국의 私有化 과정에서 주민들로 하여금 사유화의 과실을 均霑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예컨대 폴란드에서는 국내저축이 부족하고 기업의 재무구조가 부실하
여 사유화가 지지부진해지자 폴란드 정부는 다수의 國民投資基金(NIF )을 설치하고 사유화 대상기업의
지분을 배정하였다. 투자기금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국유기업을 운영하고 사유화를 추진하였는데, 그중
정부 지분은 일반 국민이나 종업원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분하였다. 루마니아에서도 公的 투자기금(st ate
property fun ds )과 私的 투자기금(priv ate property funds )을 다수 설치하여 국유기업 지분의 30%를 보
유한 후자의 경우 지분권(property deeds ; 후에 주식으로 전환 가능)을 18세 이상 국내 거주하는 루마니
아 시민에게 무상 배분하였다. 그 공익성에 입각하여 정부가 경영진을 선출하고 통제하는 이들 基金은
사유화 기업에 대한 持株會社 또는 자금공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회사의 경영이 정상화되면
주식을 처분하여 투자수익을 올릴 수도 있었다. Fr ankow ski & Stephan III eds , L eg al R ef orm in
P os t- Com m un is t E urop e — T he V iew f rom W ithin, pp.183- 184, pp.227- 230.

사용되었다.
③ 국유기업의 매각(privatization of SOEs by sa le )
이 방법은 매각 대상기업이 많고 민간부문이 이를 인수할 태세가 되어 있으며 정부도
거래를 주선할 능력이 있어야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조직 및 재무구조의 개편이 선행되
는 것이 보통이며, 재정수입에도 기여하고 기업지배구조가 건실해지며 생산활동이 효율
화되는 이점이 있다.
헝가리에서는 부채비율이 과다한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매각함으로써 재정수입을 개선
하였다. 특히 전쟁 중 또는 공산화 과정에서 재산을 징발 당했던 사람들은 보상증권
(compen sation certificates )으로 국유기업의 지분을 매입할 수 있었다.
④ 청산후 자산매각(sa le of a ssets afte r liquidation of SOEs)
원매자가 채무인수, 고용승계 등의 부담을 지지 않으려 할 때 일단 대상기업을 청산한
후 자산만 매각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특히 폴란드와 헝가리에서는 청산후 자산을 매각
하는 방식이 많이 이용되었다. 기업을 매각하거나 개별 기업자산을 매각할 때 원소유
자·종업원·주민들에 대하여 대금의 분할지급, 저리융자, 리스 등 특별조건을 부여할 수
도 있다. 자기자금보다 더 많은 외부차입을 통해 이를 매입할 수 있게 하면(lev eraged
sale) 외국인투자가보다 국내 투자자들이 더 많이 응모하곤 하였다.
⑤ 公募株 발행(initia l public offe ring of s ha res)
증권거래를 허용하는 일부 국가에서는 자본주의 방식의 증권거래 제도가 선을 보이기
도 했다.

2 . 北韓 企業의 私有化 推進方案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의 국유기업을 사유화하는 정책은 統一韓國의 산업정책의 큰 틀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57) 어디까지나 사유화가 북한내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북한 주민
57) 북한의 사유화 속도에 관하여는 여러 체제전환국들과 비교하여 논란이 많다. 美 국제경제연구원(IIE )의
놀랜드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시장경제체제로 순조롭게 전환되어 가려면 ▷체제전환을 시작할 때의 巨視
經濟變數가 안정적일 것, ▷공산화되기 전의 商事法 시스템(functioning comm ercial legal sy stem )이 제
대로 기능할 것, ▷노동집약적인 農業의 비중이 클 것 등의 특이한 요건(idiosyncratic factor ) 등 세 가
지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북한은 앞의 두 가지는 미흡하지만 세 번째 요건은 갖
추었다(1993년 북한의 농업 비중은 33%)고 말했다. 따라서 東歐 국가들처럼 급진적인 개혁보다는 중국
이나 베트남 식의 점진적인 개혁이 바람직해 보이지만, 북한 국유기업의 난맥상과 분단상황 하에서의
이념적 갈등은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놀랜드 박사의 분석은 통일이 되기 전 남북경협
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 단독으로 체제전환을 추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Marcus Noland,
"T he T w o Koreas : Pr ospects for Econ omic Cooperation and Integration ", East - W est Center Special
Reports No.7, Decem ber 2000.

의 소득향상을 가져와 다시 북한지역에의 투자가 촉진되고 남한과의 경제력 격차가 축소
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58) 분단 전에 당해 기업에 연고권을 가진 사
람이 나타나더라도 統一獨逸에서의 시행착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원상회복(restitution )
을 인정해서는 안될 것이다.59)
사유화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북한 내에서 단독기업, 합영회사, 합자회사 형태로
활동 중인 국내기업들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기득권을 인정하고, 북한 국유기업
의 사유화를 전담하는 기구(priv atization agency : 가칭

국유재산관리청 )를 설립하여야

한다. 사유화 전담기구는 국유기업은 물론 각종 국유재산을 사유화, 정상화하거나 폐업처
리하고, 북한 주민들의 창업지원과 투자자의 유치, 대출·보증 등의 신용공여, 기타 고용
창출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도록 한다.60)
우선 북한지역 국유재산 사유화촉진법 (가칭) 등 특별법을 제정하고, 사유화 전담기구
의 근거법에는 限時的으로61) 사유화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권한과 기능, 기구조직, 각종
특례조치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62) 다만, 이 기구는 그 목적과 한시적 성격을 고려하여
정부기구로부터 독립시키되, 기구 운영에 따른 결손은 궁극적으로 납세자의 부담으로 돌
아가므로 주무부처의 감독을 철저히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전담기구는 생존능력이
있는 북한의 기업은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가능한 한 신속하게 매각하고, 존립이 어려운
기업은 청산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므로 그 공익적 성격에 비추어 국가가 설립하되 자
금조달은 정부 및 중앙은행 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채권 발행뿐만 아니라 국제
58) 산은 조사부, 統一後 北韓企業의 私有化 方案 한국산업은행 보고서, 1998.12, 17～23면.
59) 삼성경제연구소, 전게서, 648～649면; IIE 놀랜드 선임연구원은 독일의 경우 공산정권에 의해 몰수되었거
나 국유화된 재산을 原소유자에게 반환하는 정책을 채택한 결과 수백만 건의 소송사태가 벌어져 舊東獨
지역내의 사유화 및 민간투자가 크게 지연되었다고 지적하고 韓國에 대하여는 이러한 失策을 되풀이하
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Noland, "Germ an Les sons for Korea : T he Economics of Unification ",
W ork ing P ap er 96- 3; "S om e Unpleas ant Arithm etic Concerning Unification ", W ork ing P ap er 96- 13.
60) 산은 조사부, 전게보고서, 24～30면.
61) 사유화 전담기구는 그 목적이 신속한 국유재산의 사유화에 있으므로 존립기간을 限時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사유화 담당직원의 관료제화를 방지하고 작업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가급적 짧게 잡을
필요가 있으나 부동산 등의 매각은 景氣의 영향을 많이 받고 일시에 대량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 시장을
교란하게 되므로 다소 여유를 두는 것이 좋다. 독일의 신탁청은 존립기간을 3년으로 정하였다가 사유화
의 부진으로 1년 더 연장한 끝에 1994년 말 해체되었다.
62) 사유화 전담기구는 우리나라의 기업구조조정 경험, 외국의 시행착오를 감안,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첫째, 사유화를 둘러싸고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거나 소송이 예상되는 기업
또는 자산은 취급하지 않는다. 둘째, 신속한 처분 또는 유리한 조건의 매각 등 우선순위를 분명히 한다.
신속하게 처분하는 것을 우선한다면 당장 大量失業이 발생하고 需給의 불균형으로 시장이 교란될 가능
성을 감수해야 한다. 반면 제값을 받고 매각하려면 추가투자가 불가피하며 경영능력이 있는 관리자도
함께 투입해야 한다. 셋째, 사유화를 위하여 대상기업을 인수할 때 원리금 감면, 채무부인 등의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기업간부의 편파행위(preferences )에 대해서는 否認權 제도를 활용한다. 넷째, 구체적인
사유화의 방법은 사안에 따라 결정하되 주민들에 대한 재산상의 보상, 流移民化 방지를 위하여 상당 부
분은 바우처로 나눠주도록 한다. 다섯째, 사유화 전담기구는 신속히 대상기업·자산의 상세한 내용을 데
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英文을 병기한다.

금융기구로부터의 차관 도입, 외국 정부의 원조 등 가능한 수단을 모두 망라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사유화 작업에 있어서 자영업 형태의 소규모 기업은 간이 평가를 통하여 개
인에게 신속하게 拂下하고, 대기업은 일반적인 사유화 절차를 따르되 다양한 구조조정
방안과 연계시켜 매각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다. 聯合企業所(콤비나트) 이상의 계
열기업군은 단위별로 실사를 거쳐 매각, 정상화, 청산 대상으로 분류한 후 통일한국의 산
업정책과 연관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 경제에서 비중이 큰 軍需産業은 부
문별로 실사를 거쳐 조립공장, 수리공장, 부품제조공장으로 나누어 국내 관련업체에 매각
또는 위탁경영하거나 불필요한 시설은 폐업하도록 한다.63)
이 과정에서 현재 국내 공기업을 민영화하면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 특히 外資를 유
치하기 위하여 사용된 여러 가지 기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기업자
산은 정상적인 가격형성이 어렵고, 다른 체제전환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물적 시설의 대
부분이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전적인 시설개체가 필요한 상태에 있다면 그러한 사정에 부
합하는 자산실사(due diligence inv estigation ) 및 평가관리(ev aluation and m anagem ent )
기법의 개발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V I. 맺 음 말
IMF 위기 이후 정부는 그 동안 여러 사정으로 부진하였던 공기업 민영화를 國政改革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외자유입을 촉진하고 경제 개방의지를 과시하기 위하여
海外賣却에 역점을 두었으며 그 결과 공기업에 대한 외국인들의 직접투자(F DI) 내지 DR
등의 유가증권투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그런데 정부가 공기업을 민영화함으로써 추구하는 경영효율의 제고, 재정부담의 축소,
가격인하 및 품질향상, 외국인투자 유치 등의 목표가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trade - off)
관계로 처음부터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예컨대 경영효율을 제고하자면
경제력집중의 문제가 야기되고, 매각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 독점을 보장
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외국인투자를 통하여 외환을 확보하고 선진경영기법을 배우는
것은 좋지만 경제주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당해 기업의 주식이 상장되기 전이면
경쟁입찰을 통하여 지분을 매각하거나 국민주와 우리사주를 통하여 다수 국민과 종업원
들에게 재산형성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고용승계 의무를 피하려면 가치가 있는 자산
중심으로 분할 매각하면 될 것이다. 현재 외국인들은 국내 자본시장 참여에 별 제한을
받지 않고 있으나 해외 자본시장에서 발행되는 국내 공기업의 DR을 매입할 수도 있다.
63) 산은 조사부, 전게보고서, 48～66면 참조.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30일간의 거래소 終價 평균가격 이상으로 매각하여야 한다.
이러한 공기업 매각방법 중에는 IP O- 플러스와 같이 체제전환국에서 국유기업을 사유
화할 때 사용한 기법이 원용되기도 한다. 그만큼 우리 경제여건에 적합한 방법을 찾아
공기업 민영화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영화에 수반되는 법률 이슈를 보면 우선 설립법·사업법에서 공기업의 독점적 지위
를 보장하거나 외국인의 지분제한을 규정한 것을 경쟁체제로 전환하고, 민영화 과정에서
경제력집중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일인 소유한도를 제한하도록 한다. 독과점 성격
이 강한 공기업의 경우 MBO, 기업분할, 경쟁기업 육성 등을 통해 경쟁체제를 구축한 다
음 민영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의 운용에 있어서 계열사간 출자
총액한도를 제한함으로써 다국적기업에 국내 시장을 뺏기는 결과는 피해야 할 것이다.
공기업을 민영화한다 해도 사업 내용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영국의 황금주 제도를 도입
하는 등 정부가 어느 정도 통제력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민영화하는 마당에 감사원
감사, 국회의 국정감사 등을 존속시키는 것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옳다. 그
리고 민영화 대상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외부인사를 경영진에 참여시킴으로
써 당해 기업의 경영을 효율화하고 투명하게 하는 데 필수적이다.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데 있어서 최대의 난관은 勞組의 반대를 극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리해고를 허용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도모하는 한편 임금상승 억제, 실업
보험금 지급, 직업재훈련 실시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야 한다. 정부의 지분을 해외매
각할 때에는 주권국가로서의 주권면제특권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공기업의 민영화 내지 해외매각에 있어서는 1980년대～90년대 초 영국의 대처 정부가
취한 제반 개혁조치가 모범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작금의 공기업 민영화를 성공적으
로 수행해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장차 한반도가 통일되었을 때 북한 지역의 국유기업
을 사유화함에 있어 현재의 경험과 노하우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민영화되는 공기업은 대부분 주식회사로서 자본시장을 통한 매각이 가능하지만 사회주의
경제권에 속한 북한의 기업을 민간부문에 매각할 때에는 기업가치를 실사하여 제값을 받
고 파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외국의 시행착오와 성공사례를 널리 집적하고, 기업실사
내지 평가능력을 키우는 한편 기업경영의 인적자원을 육성하는 일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