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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일본 정부의 사업재편 지원제도가 기업의 사업재편을 어느 정도
유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특히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규제 특례가 어떠한 역할
을 하였는가에 초점을 맞춰, 산업활력법과 산업경쟁력강화법의 성과를 분석하
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나아가 본 연구는 일본과 한국은 기업환경이 서로 다
를 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방향, 법·제도적 기반 역시 다르지만, 이와 같은 일본
의 산업활력법과 산업경쟁력강화법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업활력법을 운용하
고 있는 우리 정부가 유념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연구 결과는 아래와 같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산업활력법이 규정하는 사업재편 유형을 총괄하여 연도별로 보면
2000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간에 걸쳐 활용 실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다. 즉 1999년부터 일본 기업들은 국내 M&A 건수를 매년 늘리기 시작했는데,
이와 같은 국내 기업들의 M&A에 대한 ‘수요’ 확대를 정부가 산업활력법의 제
정으로 충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일본 기업들은 정부 지원조치 중에서 각종 세제 지원조치, 정부계 금융
기관의 저리융자, 상법상 검사역 조사 특례, 간이조직재편 특례, 합병 등 대가
의 유연화 등 상법상 특례조치를 비교적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셋째, 2013년을 기점으로 일본 기업의 산업활력법과 산업경쟁력강화법을
활용한 사업재편 건수가 연간 15건 이하로 급감하였지만, 이와 같은 ‘활용 실
적’의 감소추세는 특히 1990년대 말 이후 ‘과잉부채’와 ‘과잉공급’ 문제에 직
면한 일본 기업들의 사업재편에 대한 ‘수요’에 대해 일본 정부가 각종 지원조치
로써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였음을 시사하는 것이고, 2014년 1월 산업경쟁력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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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법 시행 이후 ‘활용 실적’이 저조하다 해서 결코 법 자체가 무용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넷째, 법·제도적 측면에서 일본의 산업활력법과 산업경쟁력강화법은 단순한
승인 실적 건수를 넘어 법에서 규정하는 특례조치가 추후 상법․회사법 개정에
‘일반화’되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2003년 산업활력법
개정에서 도입한 11개의 상법 특례조치 가운데 간이조직재편 특례, 합병 등 대
가의 유연화, 회사분할 시 채권자에 대한 최고(催告) 특례, 간소 감자절차 도입,
현물배당에 관한 특례, 준비금의 감소액 제한에 관한 특례 등 6개 특례조치가
2005년 회사법 제정 시 일반화된 것은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기업활력법을 운용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유념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은 아
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재편을 하
는 국내기업”(제4조)으로 적용범위를 국한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적용범위가 지
나치게 협소하다. 일본의 산업활력법조차도 법률 목적을 과잉공급에 직면한 산
업의 사업재편으로 특정하지 않고 기업의 ‘사전적’인 사업재편, 창업 및 중소기
업자에 의한 신사업 개척 지원 등으로 넓게 보고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의 기업활
력법이 ‘사전적’ 사업재편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과잉공급’이라는 법률 적용
범위를 삭제하고, 나아가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처럼 4차 산업혁명에 대비
한 신사업활동 지원으로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기업활력법이 규정하는 상법·공정거래법상 특례조치를 일
본처럼 ‘일반화’하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활력법이 규정하는
상법·공정거래법상 특례조치는 실제 기업들의 활용 실적이 양호하다고 판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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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상법·공정거래법의 ‘일반규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에서는 재벌오너의 경영권 승계 문제 등으로 일본과는 다른
형태로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운용할 수밖에 없다. 2016년 5월 당시 현대중공
업의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지주회사화를 둘러싼 논란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
활력법이 규정하는 공정거래법상 특례조치는 어디까지나 사업재편을 촉진하
기 위한 수단이지 ‘재벌오너’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까지 묵인하는 것은 아니
다. 다시 말해, 기업활력법 제정 과정에서 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배제한
점, 사업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나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계열사에 대
한 부당한 이익의 제공’ 등에 있다고 판단되면 기업활력법의 적용대상에서 제
외해야 한다는 규정 등은 한국 기업그룹의 지배구조에 관한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서 각종 ‘사업재편 지원’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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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일본 정부는 1999년 8월 ‘산업활력법’1)을 한시 특별법(2003년 3월까지)으
로 도입한 이후, 기업을 둘러싼 경제적 환경변화에 맞춰 2003년 4월, 2007년
4월, 2009년 4월, 2011년 5월 네 차례에 걸쳐 개정하였다. 2012년 12월 출범
한 아베내각은 2013년 12월 ‘산업활력법’을 ‘산업경쟁력강화법(産業競争力強
化法)’으로 흡수·재편하였고, 다시 2018년 6월에는 산업경쟁력강화법을 개정
하였다.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은 4차 산업혁명(창업지원, 벤처투자 활성화), 규
제개혁, 사업재편 등 주요 정책과제를 다루는 성장전략의 핵심 법안이면서, 우
리나라가 안고 있는 제반 산업정책 과제를 정면 돌파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
도가 높은 법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일본의 산업혁
신기구(産業革新機構)와 유사한 민·관 투자펀드를 설립하여 정부가 스타트업
(start-up)이나 벤처(venture)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논의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특히 2016년 2월에 제정된 우리나라의 ‘기업활력법’2)은 일본의 산업
경쟁력강화법이 규정하는 규제개혁과 사업재편 지원을 벤치마킹하였다. 다만
규제개혁이란 ‘기업단위’의 규제특례라고 할 수 있는 ‘그레이존해소제도’와 ‘기

1) 법률명은 산업활력재생특별법(産業活力再生特別法)이다. 2009년 4월 법률 개정과 동시에 법률명도 산
업활력의 재생 및 산업활동의 혁신에 관한 특별조치법(産業活力の再生及び産業活動の革新に関する特別
措置法)으로 변경되었다. 일본에서는 이를 통틀어 산활법(産活法)이라고 부르나 본고에서는 ‘산업활력
법’으로 통일한다.
2) 법률명은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이고 이른바 ‘원샷법’으로 불린다. 본고에서는 ‘기업활력법’으
로 통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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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실증특례제도’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규제 특례나 지역단위의 규제
특례와는 구별된다.
본 연구는 당초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 시행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우리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추진, 규제개혁, 사업재편에 관한 정책 제언을 목적으로
시작하였다. 그러나 연구 추진 과정에서 본 연구를 통해 이들 세 가지 주제를 심
도 있게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사업재편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
행하였다. 다만 현행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상 사업재편 실적·성과만을 바
탕으로 버블경제 이후 일본 경제의 회복을 견인한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분석하
기에는 한계가 있어 1999년 8월에 제정된 산업활력법으로까지 분석대상을 확
대하였다.3) 즉 본 연구는 일본 정부의 사업재편 지원제도가 기업의 사업재편을
어느 정도 유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특히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규제 특례가 어
떠한 역할을 하였는가에 초점을 맞춰, 산업활력법과 산업경쟁력강화법의 성과
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나아가 일본과 한국은 기업환경이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방향, 법·제도적 기반 역시 다르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
와 같은 일본의 산업활력법과 산업경쟁력강화법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업활력법
을 운용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유념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범위 및 구성
본 연구는 일본의 산업활력법과 산업경쟁력강화법을 대상으로 정부의 산업
정책 관점에서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분석하고 그 성과를 분석한다.
제2장 ‘산업활력법과 산업경쟁력강화법의 구성체계’에서는 산업활력법과
산업경쟁력강화법의 제·개정 취지 및 배경을 정리하여 일본 정부가 산업정책

3)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연구과제명에서는 ‘산업활력법’이라는 용어를 명시하지 않고
‘산업경쟁력강화법’이라는 용어를 고수하고 있음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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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법률을 어떻게 운용하였는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법률 제·
개정 취지 및 배경은 법률의 구성체계에 반영되는데, 산업활력법은 사업재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산업경쟁력강화법은 사업재편, 기업단위의 규제개혁,
4차 산업혁명(스타트업·벤처 육성) 등 세 가지 정책과제로 확대되었다. 제2장
에서는 이와 같은 차이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제3장 ‘산업활력법과 사업재편’의 제1절에서는 1999년 8월 산업활력법 제
정단계부터 2011년 5월 최종 개정단계에 걸쳐 일본 정부가 규정하는 사업재편
계획 유형, 즉 기업이 주무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상법·회사법 특
례, 세제지원 등의 정부지원을 받게 되는 사업재편계획 유형을 정리하였다. 즉
1999년 법률 제정단계부터 최종 개정단계까지 사업재편의 기본 유형으로 자
리 잡은 ‘사업재구축계획’부터 법률 개정과 함께 등장·소멸한 각종 유형까지
총 아홉 가지 사업재편 유형을 정리하고, 주요 사업재편 유형에 대해서는 승인
기준을 정리하였다.
제2절에서는 산업활력법이 규정하는 정부 지원조치, 즉 세제지원, 금융지원,
상법·회사법 특례 등을 정리하였다. 특히 각종 정부 지원조치 중에서도 본 연구
의 관심이 상법·회사법 특례에 있음을 감안하여, 상법·회사법4) 특례조치를 도
입한 1999년에 제정된 산업활력법, 2003년 개정판, 2011년 개정판에 초점을
맞춰 특례조치를 상세하게 조사·분석하였다.
제4장 ‘산업경쟁력강화법과 사업재편’은 제3장의 산업활력법 분석과 대칭
적으로 구성하였다. 산업경쟁력강화법에서는 산업활력법상의 각종 사업재편
유형을 ‘사업재편계획’과 ‘특정사업재편계획’으로 간소화하였는데, 제1절에서
는 사업재편 유형, 즉 ‘사업재편계획’과 ‘특정사업재편계획’에 대해 개념, 승인
요건, 절차를 분석하였다.
제2절에서는 상기 두 가지 사업재편 유형별로 일본 정부가 어떠한 정부지원
을 제공하고 있는가를 세제지원, 금융지원, 회사법 특례, 독점금지법 특례 등에
4) 일본에서는 2005년 6월 상법을 재편하여 회사법 체제로 전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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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을 맞춰 정리한 다음, 제3장과 마찬가지로 2013년에 제정된 산업경쟁력
강화법과 2018년 6월 개정판을 중심으로 회사법 특례에 관한 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게 분석하였다.
제5장 ‘결론’에서는 4장까지의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연구 결과를 정리하였다.
우선 일본의 산업활력법과 산업경쟁력강화법의 시행 성과를 사업재편계획
승인 실적(경제적 측면)과 법적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경제적 측면에서
는 일본 기업의 산업활력법과 산업경쟁력강화법을 활용한 사업재편이 시간의
흐름과 함께 ‘모멘텀’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이와 같
은 ‘활용 실적’의 감소추세는 특히 1990년대 말 이후 ‘과잉부채’와 ‘과잉공급’
문제에 직면한 일본 기업들의 사업재편에 대한 ‘수요’에 대해 일본 정부가 각종
지원조치로써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였음을 시사하는 것이고, 2014년 1월 산업
경쟁력강화법 시행 이후 ‘활용 실적’이 저조하다 해서 결코 법 자체가 무용하다
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끝으로 일본의 산업활력법·산업경쟁력강화법 시행이 향후 한국 정부의 기업
활력법 운용에 대해 시사하는 바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의 기업활력법은 일본의 산업활력법·산업경쟁력강화법에 비해 시
행 ‘역사’가 너무 짧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2016년 2월에 3년 한시법(2016년
8월∼2019년 8월)으로 제정된 기업활력법은 지금까지 2년여간의 시행 결과를
검토한 후에 보완책을 마련하여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유지·확대될 필요가 있
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둘째, 지금까지의 기업활력법 ‘활용 실적’을 보면 대체적으로 대기업의 ‘참
여’가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근거로 법률 자체를 폐기하기보다는 오
히려 대기업이 ‘사전적’ 사업재편에 나설 수 있도록 특히 상법과 공정거래법상
의 특례조치를 유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물론 기업지
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관점에서 한국은 일본과 달리 소유권과 경영
권의 미분리에 따른 소액주주의 권한 약화, 순환출자에 의한 재벌오너의 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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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지배, 즉 소유와 지배의 분리 등과 같은 ‘재벌 문제’를 안고 있어, 자칫 기업
활력법이 규정하는 상법, 공정거래법상 등의 특례조치가 재벌오너의 경영권 강
화나 경영승계 등에 악용될 소지도 있으나, 이와 같은 문제는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검증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하였다.

3. 선행연구 검토
국내에서 일본의 산업활력법과 산업경쟁력강화법에 대한 연구는 2015년 기
업활력법 제정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손영화(2015)는 기업
활력법 초안과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을 비교하면서 지원대상의 협소, 세제
및 금융지원의 부실 등의 관점에서 기업활력법은 기업들에 대한 사업재편 인센
티브 구조가 취약함을 지적하였다. 권종호(2015)는 기업활력법 제정을 염두에
두고 일본의 산업활력법과 산업경쟁력법이 규정하는 상법 특례, 공정거래법 특
례, 세제지원을 검토한 후 각각의 특례를 기업활력법에 원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신창섭, 서인원(2017)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업활력법을 입법적
정체성(identity) 관점에서 분석한 후, 경제입법으로서의 정체성, 구조조정제
도로서의 정체성, 규제합리화법으로서의 정체성 측면에서 기업활력법 개정론
을 논의하였다. 오영석 외(2017)는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영업성과’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사업재편이 영업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초
래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일본의 산업활력법과 산업경쟁력강화법의 시행 성과를 사업재편
계획 승인 실적과 법적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한 후, 버블경제 이후 일본 기업들
이 정부의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어떻게 활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각종 지원조치, 특히 상법·회사법 특례를 어떻게 활용하였는가를 살펴봄으로
써 ‘성공’ 요인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상기 선행연구들과 차별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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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산업활력법과 산업경쟁력강화법의
제정 배경과 구성체계

1. 산업활력법
가. 제정 배경
1999년 일본 정부, 당시 통상산업성(현 경제산업성)이 산업활력법을 제정한
배경은 산업정책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1973년 오일쇼크 이후 일본 정부가
추진한 기업구조조정 정책5)은 산업활력법 제정을 기점으로 정부가 특정산업
의 기업구조조정에 직접 개입하는 방식을 탈피하여 산업전반의 모든 기업이 기
업구조조정을 단행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환경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선회하
였다. 특히 기업구조조정 정책이 이렇게 전환되는 과정에서 통상산업성은 산업
활력법이라는 한시적 특별입법 형태로 상법상 조직재편 관련 법제를 개편해나
가려는 의도를 갖고 법제화를 주도하였다.
1973년 오일쇼크 이후 일본은 석유·석탄제품·철강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구
조조정 문제에 직면하였는데, 통상산업성은 이들 불황산업에서의 과잉투자,
과잉생산, 과잉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기업들에게 조업단축,
과잉설비폐기, 합병·재편 등 수급조정에 초점을 맞춘 산업조정정책으로 대응
하였다. 1978년에 제정된 특정산업안정임시조치법(特安法), 1983년에 제정된
특정산업구조개선임시조치법(産構法), 1987년에 제정된 산업구조전환원활화
임시조치법(円滑化法: ∼1996년)은 통상산업성이 특정 산업을 구조조정 대상
5) 일본 정부의 산업정책에 대해 渡辺純子(2016)와 岡崎哲二 編著(2011)는 기업구조조정에 정부가 직접
개입한 1980년대 말 이전까지의 산업정책은 산업조정정책(産業調整政策), 그 이후 정부가 기업의 조직
재편 혹은 사업재편에 역점을 둔 산업정책은 산업조직정책(産業組織政策)이라는 용어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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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선정하고 해당 산업의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강제하였다.6)
통상산업성이 산업활력법을 제정하게 된 배경으로는 사업재편을 주축으로
한 산업활력·재생 과정에서 대기업의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는 점
도 지적할 수 있다. 당시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10년’으로 표현되는 장기불황
국면이었는데, 일본 정부의 최대 정책과제는 경제재생이었다. 1999년 1월 오
부치(小渕恵三) 총리는 산업재생계획을 각의결정하였는데, 여기서 일본 정부는
생산성 정체의 원인이 과거 버블 기간에 만연했던 기업의 비효율적 투자에 있다
고 보고 그것이 산업 전반에 과잉채무와 과잉설비를 야기하였다고 진단한 다음,
기업의 과잉설비 처리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과 기업의 경영조직혁신을 위한
제도개혁을 강조하였다.7) 이와 같은 공급 측면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1999년 3월에는 총리직속의 자문기구로서 산업경쟁력회의(産業競争力会議)를
설치하였다. 이 자문기구에는 경제각료나 학자 외에도 재계인사가 참여하고 있
는 점이 특징이다.
1999년 3월 산업경쟁력회의는 과잉설비 처리에 의견을 같이하였고, 그것과
동전의 양면관계에 있는 과잉채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채무의 주
식화(debt-equity swap)나 주식교환·주식이전과 같은 사업재편 관련 제도개
혁을 주문하였다. 물론 채무주식화는 기업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조장하는 구제수단으로 변질될 소지가 있다는 반발 때문에 공론화되지는 못하
였지만, 1999년 4월의 산업경쟁력회의에서는 당시 상법 개정안에 도입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주식교환·주식이전 제도의 조기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1999년 5월에는 총리로부터 의뢰를 받은 재계단체인 경단련(経
団連)이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 방안으로서 회사분할법제의 창설, 분사화법제
의 정비와 관련 세제조치, 기업결합법제의 정비, 스톡옵션제도의 확충, 연결납
세제의 조기도입, 과잉설비·자산폐기 관련 세제조치, 채무주식화 관련 법제 정
6) 김규판 외(2016), p. 68.
7) 岡崎哲二 編著(2011), p.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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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등을 요구하였다.8)
1999년 6월 내각부 산하 산업구조전환·고용대책본부 역시 산업경쟁력강화
대책으로서 첫째, 분사화 절차 간소화, 둘째 스톡옵션의 대상 확대, 셋째, 채무
주식화 환경정비 등을 주문하였다.9) 이와 같은 산업경쟁력강화 대책은 대부분
1999년 8월에 제정된 산업활력법에 반영되었다.

나. 구성체계
산업활력법(2011년 5월 개정판 기준)은 제1장 총칙(제1조∼제4조), 제2장
사업재구축, 경영자원 재활용, 경영자원 융합, 자원생산성 혁신 등의 원활화(제
5조∼제30조), 제3장 중소기업의 활력 재생(제31조∼제47조), 제4장 연구활
동의 활성화 등(제48조∼제54조), 제5장 사업활동에서 지식재산권의 활용(제
55조∼제71조)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사업재편과 관련되는 부분은 제2장
의 사업재편(사업재구축, 경영자원 재활용, 경영자원 융합)과, 제2장의 2. 산업
혁신기구의 사업재편 지원, 제3장의 중소기업승계사업 재생 계획 등 세 가지이
다. 산업활력법 체계가 사업재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 산업활력법의 구성체계(2011년 5월 개정판 기준)
목차
제1장

총칙(제1조∼제4조)
사업재구축*, 경영자원 재활용*, 경영자원 융합*, 자
원생산성 혁신 등의 원활화(제5조∼제30조)

제2장

비고

제1절 사업활동계획
제2절 설비도입계획
제3절 특례조치 등

8) 岡崎哲二 編著(2011), p. 88.
9) 通商産業省 編(2000), pp. 447∼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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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재구축: 1999년 8월 도입
- 공동사업재편: 2003년 4월 도입,
2009년 4월 폐지
- 경영자원 재활용: 2003년 4월 도입
- 경영자원 융합: 2007년 4월 도입

표 2-1. 계속
목차

비고

주식회사 산업혁신기구의 특정사업 활동지원*
(제30조 제2항∼제30조 제36항)
제1절 총칙
제2절 설립
제3절 관리
제1관 이사회 등
제2관 산업혁신위원회
제2장의
2

제3관 정관의 변경

2009년 4월 도입

제4절 업무
제1관 업무 범위
제2관 지원 기준
제3관 업무 실시
제5절 정부의 지원 등
제6절 재무 및 회계
제7절 감독
제8절 해산
중소기업의 활력 재생(제31조∼제47조)

제3장

제1절 창업 및 중소기업 경영자원 활용의 원활화
제2절 중소기업 승계사업 재생의 원활화*

2009년 4월 도입

제3절 중소기업재생지원 체제의 정비
제4장

연구활동의 활성화 등(제48조∼제54조)

제5장

사업활동에서 지식재산권의 활용(제55조∼제71조)

제6장

잡칙

제7장

벌칙

주: * 표기 부분은 상기 법률목차 중 기업의 사업재편과 관련된 것임.
자료: 「産業活力の再生及び産業活動の革新に関する特別措置法」(平成二十四年四月一日最終改正)을 토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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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경쟁력강화법
가. 제정 배경
2013년 12월에 제정된 산업경쟁력강화법은 2012년 12월 출범한 아베내각
의 성장전략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10) 2013년 6월 각의결정한 성장전략
은 일본 경제의 ‘재생’을 위해서는 ‘산업의 신진대사 촉진’, 즉 창업률·폐업률
의 제고, 벤처활성화, 설비투자 확대, 사업재편 촉진 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성장전략상의 정책과제는 과소투자, 과잉규제, 과당
경쟁이라는 소위 ‘3과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산업의 신진대사 촉진’이 어렵
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표 2-2]는 기업의 성장단계를 창업기, 성장기, 성숙기, 정체기 등 4단계로
구분한 다음, 산업경쟁력강화법에 명시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정리한 것
이다. 상기 ‘3과 문제’ 관점에서 보면, 창업기의 기업에게는 산업혁신기구를 통
해 위험자금(risk money)을 공급함으로써 과소투자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기
의 기업에게는 기업단위의 규제개혁을 통해 과잉규제 문제를 해결하며, 성숙기
의 기업에게는 사업재편 지원을 통해 과당경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책방향
을 읽을 수 있다.

10) 아베내각은 2013년 6월 이후 매년 성장전략을 발표하고 있는데, 2013년에는 ‘일본재흥전략(日本再興
戦略)’이라는 명칭으로 발표하였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각각 ‘일본재흥전략개정(日本再興戦
略改訂)’ 형태로 발표하다가 2017년부터는 ‘미래투자전략(未来投資戦略)’이라는 명칭으로 발표하고
있다. 아베내각의 성장전략에 대해서는 김규판 외(2016), pp. 44~5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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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산업경쟁력강화법상 일본 정부의 지원체계
구분

대상

지원책
지역에서의 창업지원체제 강화

중소기업
국립대학 벤처캐피털에 대한 출자
창업기

내용
창업지원사업자지원사업
(국가보조)
특정연구성과활용지원사업
(출자)
정부가 승인한 벤처펀드를 통해

기업의 벤처투자촉진 세제

손실준비금의 손실처리 허용

벤처자금공급자
산업혁신기구의 벤처지원 강화
생산성향상 설비투자 촉진세제
중소기업 투자촉진세제
기업의 설비투자

(개인사업자, 자본금 3,000만 엔 이
하 법인)

성장기

벤처기업에 출자한 기업에게
정부가 위험자금(risk money)
공급
특별상각 50% 또는 최대 4%
의 세액공제
취득가액의 30% 특별상각 또
는 7%의 세액공제

리스를 활용한 첨단설비 도입 촉진 리스회사에 대한 손실보상(민
보상제
규제개혁 요구 기업

관기금 조성)

기업단위의 규제개혁: 기업실증특례 규제 특례 적용 및 규제조회 서
제도/그레이존해소제도

비스 제공

사업재편의 촉진: 사업재편/특정사 세제·금융지원, 회사법 특례,
성숙기

정체기

사업재편 기업

업재편 계획의 승인

민법 특례 등

산업혁신기구의 출자

위험자금 공급

사업재생 기업

사업재생 지원

사업재생 중소기업

중소기업재생 지원

사업재생 기업

사업재생 ADR 확충

자료: 김규판 외(2016), p. 72.

일본 정부가 민간기업의 사업재편에 개입하는 이유는 첫째, 산업의 과잉공
급구조는 산업의 경쟁력 약화 및 고용 문제를 야기하며, 둘째, 일본 기업들은
지배구조 문제와 결부되어 저수익 사업부문을 온존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이것
이 산업경쟁력을 약화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되고 있다.11)

11) 이하 経済産業省(2017), 「事業再編について」(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10. 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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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배경인 과잉공급 문제와 관련하여 경제산업성은 산업경쟁력강화법
제50조에 의거하여 실시한 ‘시장조사’12) 결과, 석유화학, 판유리 산업은 생산
능력(공급)과 생산량(수요=국내수요+수출) 간 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석유화학의 기초생산물인 에틸렌의 경우 2012년 생산능력은 720만 톤,
국내생산량(수요량)은 610만 톤으로 110만 톤의 과잉공급이 발생하였고, 2020
년에는 생산능력(공급량) 640만 톤, 국내생산량(수요량) 470만 톤으로 과잉공
급 규모가 170만 톤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보았다. 판유리(국내 건축용+자동차
용)의 경우도 2014년 생산능력은 134만 톤, 국내생산량(수요량)은 109만 톤
으로 25만 톤의 과잉공급이 발생하였고, 2020년에는 생산능력 134만 톤(가
정), 국내생산량 95만 톤으로 과잉공급 규모가 39만 톤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놓았다.
두 번째 배경인 저수익 사업부문 혹은 좀비기업의 온존 문제와 관련하여 경
제산업성은 미국 기업에 비해 일본 기업의 수익률이 매우 낮음을 지적하였다.
2006년부터 2013년까지 8년 연속으로 사업부문별 영업이익률(매출액대비)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는 상위 500개 기업 중, 국가별 허핀달 지수 상위 50% 및
해외매출액 비율 20%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의 사업부문별 영업이
익률 분포를 보면, 미국 기업들은 1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하는 사업부
문이 70%(83개의 사업부문 대상)를 넘고 있으나 일본 기업(75개 사업부문 대
상)의 경우는 그 비율이 10%에 불과하고, 91%의 사업부문에서 영업이익률이
10% 미만이라는 것이다.

12) 2013년 말 당시 산업경쟁력강화법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시장조사는 기업의 사업재편
에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한다”(경제산업위원회)라는 의견이 표출된 바 있고,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탓
인지 경제산업성의 시장조사는 석유정제업(2014년 6월), 석유화학산업(2014년 11월), 판유리(2015
년 6월)를 끝으로 더 이상 실시되지 않고 있다.

24 •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 시행 성과: 사업재편을 중심으로

나. 구성체계
산업경쟁력강화법은 아베내각이 성장전략을 추진할 목적으로 기존 산업활
력법을 흡수·재편하는 형식으로 2013년 12월에 제정(2014년 1월 시행)하였
는데, 크게 규제개혁(제2장, 제3장), 사업재편(제4장 제2절 및 제3절, 제5장, 제
6장 제2절 및 제3절), 창업지원(제4장 제1절, 제6장 제1절), 설비투자 지원(제
4장 제4절) 등 네 가지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입법 취지에 맞게 사업재편을 중
심으로 한 산업활력법을 창업 및 설비투자 지원, 규제개혁, 사업재편 등 3개 축
으로 재편하였음을 알 수 있다(표 2-3 참고). 한편 2018년 6월에는 산업경쟁
력강화법을 개정하였는데, 그 개정 내용은 [글상자 2-2]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2-3. 산업경쟁력강화법의 구조
목차
제1장

총칙

비고
제1조∼제5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기본이념
제4조 국가의 책무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2장

산업경쟁력 강화에 관한 실행계획

제6조∼제7조

제6조 실행계획
제7조 소관 장관의 책무
제3장

신사업활동에 관한 규제 특례조치의 정비 및 규제개혁의
추진

제8조∼제15조

제8조 새로운 규제 특례조치의 요청(기업실증특례제도)
제9조 해석 및 적용의 확인(그레이존해소제도)
제4장

산업 활동의 신진대사 활성화
제1절 특정신사업개척투자사업 및 특정연구성과활용지
원사업의 촉진
제2절 사업재편의 원활화

제16조∼제22조
제23조∼제50조

※

제24조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제26조 특정사업재편계획의 승인
제50조 조사 등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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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계속
목차

비고

제3절 사업재생의 원활화

제51조∼제60조

제4절 설비도입촉진법인의 지정

제61조∼제74조

※

제61조 설비도입촉진법인의 지정
제5절 사업활동에서 지식재산권의 활용
제5장

산업혁신기구에 의한 특정사업활동의 지원 등

제6장

중소기업의 활력 재생

제75조
제76조∼제111조

※
※

제1절 창업 등의 지원

제112조∼제119조

제2절 중소기업승계사업재생의 원활화

제120조∼제125조

제3절 중소기업재생지원체제의 정비

제126조∼제133조

제7장

잡칙

제134조∼제143조

※

제8장

벌칙

제144조∼제156조

※

부칙

제1조∼제45조

주: 볼드체 표시 부분은 사업재편과 관련된 조항이고, ※ 표시 부분은 산업활력법의 일부 혹은 거의 전부를 원용하였음을
의미함.
자료: 「産業競争力強化法」(平成25年 法律 第98号)을 토대로 작성.

1) 기업단위의 규제개혁
산업경쟁력강화법에서 규정하는 기업 규제개선 제도는 ‘기업단위’의 규제개
혁에 한정하는데, 그레이존해소제도와 기업실증특례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그레이존해소제도는 산업경쟁력강화법 제3장 제9조와 산업경쟁력강
화법시행령 제2장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레이존해소제도라는 용어
는 ‘통칭’일 뿐 공식 법률용어는 ‘해석 및 적용의 확인’이다. 산업경쟁력강화법
제정 당시 일본 정부는 특정 사업이 규제대상인지 아닌지 불분명한 그레이존
(gray-zone)에 속할 경우, 기업은 적법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사업을 포기하
거나, 사업을 시작하여도 행정지도를 받는 리스크를 떠안았다고 인식하였다.
그레이존해소제도는 기업이 계획하는 신사업활동 및 이와 관련된 사업활동이
규제 대상인지 아닌지를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
도의 특징은 기업이 직접 규제당국에게 규제 관련 법령의 적용 해석 및 적용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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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소관부처가 규제 소관부처에 확인을 요청하도
록 함으로써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점과, 요청을 받은 사업 소관부처 장
관은 원칙상 1개월 이내에 해당 기업에게 회신·통지할 것을 의무화한 점에 있
다. 2018년 9월 말 현재 그레이존해소제도의 신청 접수 건수는 139건으로 기
업들의 관심이 높은 편이다.13)
기업실증특례제도(현 신사업특례제도)에 관한 사항은 산업경쟁력강화법 제
3장 제8조∼제15조와 산업경쟁력강화법시행령 제2장 제5조∼제10조에서 규
정한다. 현행 규제의 존립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안전성(공공성)을 규제가 아
닌 다른 방법으로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규제 특례조치를 기업단위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다만 특례대상의 인정은 국가 법령에 근거한 제반 규제를
따르며, 지자체의 조례에 근거한 규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새로운
규제 특례조치를 적용받아 신사업활동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① 제8조가 규정하
는 새로운 규제 특례조치의 정비를 요청한 다음(제1단계) ② 제10조가 규정하
는 신사업활동계획의 승인(제2단계)이 필요하다. 2018년 9월 말 현재 기업실
증특례제도의 신청 접수 건수는 11건으로 정부의 기대만큼 성과가 큰 편은 아
니다.14)

2) 사업재편
[표 2-3]에서 산업경쟁력강화법상 사업재편과 관련되는 부분은 사업재편(제
4장 제2절 제24조), 특정사업재편(제4장 제2절 제26조), 산업혁신기구(제5
장), 중소기업승계사업재생(제6장 제2절 및 제3절) 등 네 가지로 세분화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산업혁신기구의 사업재편 지원에 대해서만 살펴보고(글상자

13) 経済産業省, 「産業競争力強化法に基づく企業単位の規制改革制度について」(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11. 30), p. 4, p. 9.
14) 経済産業省, 「産業競争力強化法に基づく企業単位の規制改革制度について」(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11. 30), p. 5,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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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참고), 중소기업승계사업재생과 사업재편·특정사업재편에 대해서는 각각
제3장과 제4장으로 논의를 미룬다.

글상자 2-1. 산업혁신기구의 사업재편 지원
□ 산업혁신기구는 산업활력법에 근거하여 2009년에 15년간의 한시 조직으로 설립된 민관 투자펀드
(투자회사)임.
◦ 산업혁신기구의 사업재편 지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경영이 악화된 기업들에게
정부가 융자뿐만 아니라 출자까지도 지원하여 민간 금융기관의 출자·융자를 유도하려는 취지에
서 비롯함.
◦ 산업혁신기구의 설립목적은 국제경제의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금지원 등을 통해 사업자
의 특정사업활동*을 추진하는 것임(제76조).
* (특정사업활동) 자신의 경영자원 이외의 경영자원을 활용하여, 높은 생산성이 예상되는 사업 또는 새로운 사업
을 개척하기 위해 행하는 사업활동 및 해당 사업활동을 지원하는 사업활동을 말함(제2조 제21항).

◦ 산업혁신기구는 설립 당시 정부 내부의 검토와 국회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사업화의 초기단계
(벤처기업), 사업의 성장단계 및 사업재편 단계에 투자하는 것으로 결정됨.
- 지원기준은 해당 사업자의 사업이 갖는 ‘혁신성’인데, 이를 다음의 네 가지로 구체화함. ① 첨
단기초기술의 결집 및 활용 ② 벤처기업 등의 경영자원의 결집 및 활용 ③ 기술 등을 핵으로 한
사업의 재편·통합 ④ 일본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경영자원의 활용
- 특히 산업혁신기구의 벤처기업(사업화의 초기단계)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을 신속화: 산업혁신
기구의 특정사업활동 지원 내용이 10억 엔 이하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인 경우, 산업혁신위
원회에 의한 지원결정 절차 및 사전의 경제산업성 장관 및 사업소관 장관에 대한 의견조회 절
차를 생략할 수 있음(제91조 제1항, 제99조 제2항).
◦ 산업혁신기구에 설치된 산업혁신위원회(제90조)가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수행(제91조)*하
고, 투자대상 회사에 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하고, 경영지원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후, 보유주식을
매각하여 투자 회수하는 것이 주 업무
* 단 산업혁신기구가 특정사업활동 지원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경제산업성 장관 및 사업소관 장관에게 의견진술
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제99조).

◦ 2009년 설립 이후 2018년 11월 현재 산업혁신기구의 민간기업 사업재편 지원 건수는 총 11
건임. 이 중 비교적 규모가 크고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사례는 Japan Display, Renasas
Electronics, JOLED 등 3건임(김규판 외 2016, p. 84).
자료: 「産業競争力強化法」(平成25年 法律 第98号)을 토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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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2-2. 산업경쟁력강화법 개정 내용
 [과소투자 문제] 기업의 설비투자 촉진 →‘생산성향상특별조치법’ 제정, 산업혁신기구의 조직·운영
개선, 국립대학 벤처펀드의 운용 개선
◦ 산업혁신기구의 조직·운영 개선으로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및 투자기능 강화(위
험자금 공급 확충). [표 2-4]는 일본의 주요 창업지원 관민펀드 현황을 보여 줌.

표 2-4. 일본의 주요 창업지원 관민펀드
(단위: 억 엔)
구분

투자대상

설치시기

소관부처

정부출자액

산업혁신기구

신진대사가 필요한 산업 등

2009년 7월

경제산업성

2,860

Cool Japan 기구

일본 문화의 산업화

2013년 11월

경제산업성

586

농림어업의 6차 산업화

2013년 1월

농림수산성

300

지역저탄소투자촉진
펀드사업

환경비즈니스

2013년 6월

환경성

168

관민이노베이션
프로그램

대학발

2014년 12월

문부과학성

1,000

농림어업성장산업화
지원기구

주: 관민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은 2014년 12월부터 4개 대학이 순차적으로 설치함.
자료: 「官民ファンド再編検討、革新機構軸に統廃合」(2018), 『日本経済新聞』. (6월 21일)

 [과잉규제 문제] 기존 국가전략특구에 대해서는 ‘지역한정형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를 도입(국가전략특구법 개정)하고, 이와는 별도로 ‘프로젝트형 규제샌드박스’(신기술실증제도)를
도입함(‘생산성향상특별조치법’ 제정).
◦ 프로젝트형 규제샌드박스는 규제당국의 신기술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기업의 신기술 도입 포
기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판단하에, 내각부가 평가위원회를 조직(창구 일원화)하여 ‘先규제완화
後평가’ 원칙에 입각하여 기업의 신기술 실증사업을 독려(승인)하겠다는 구상임.
- 단 기존 산업경쟁력강화법상 기업실증특례제도는 신사업특례제도로 개명·존치함.
 [과당경쟁 문제] 사업재편 활성화를 위한 회사법 특례조치 확대(제4장 참고)
자료: 経済産業省, 「生産性向上特別措置法及び産業競争力強化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概要」(온라인 자료, 검
색일: 2018.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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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활력법과 사업재편

1. 산업활력법과 사업재편: 사업재편 유형 및 승인기준
가. 사업재편 유형
1999년 8월 산업활력법 제정 이후 사업재편 유형은 다양화되었고 일부 유
형은 법률 개정과 함께 등장·소멸하기도 하였다. [표 3-1]은 1999년 법률 제정
이후 2003년 개정, 2007년 개정, 2009년 개정, 2011년 개정과 함께 산업활
력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재편계획 유형을 정리한 것이다.15) 해당 기간에 일
본 정부가 사업재편 유형으로 제시한 것은 ‘사업재구축계획’, ‘경영자원재활용
계획’, ‘공동사업재편계획’, ‘사업혁신설비도입계획’, ‘경영자원융합계획’, ‘기
술활용사업혁신계획’, ‘자원생산성혁신계획’, ‘자원제약대응제품 생산설비도
입계획’, ‘사업혁신신상품 생산설비도입계획’ 등 총 아홉 가지에 이른다.

표 3-1. 산업활력법과 산업경쟁력강화법: 사업재편계획 승인제도
법률 개정
1999년 제정
(산업활력법)
2003년 개정

사업재편계획 승인제도
사업재구축계획

사업재구축계획

경영자원재활용계획

공동사업재편계획

사업혁신설비도입계획

15) 이하 별도의 출처 표기가 없는 부분은 経済産業省, 「産活法の制定から現在までの変遷」(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7. 12)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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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계속
법률 개정

사업재편계획 승인제도
사업재구축계획

경영자원재활용계획

경영자원융합계획

기술활용사업혁신계획

사업재구축계획

경영자원재활용계획

공동사업재편계획

사업혁신설비도입계획

2007년 개정

사업혁신설비도입계획

2009년 개정
경영자원융합계획

사업재구축계획

기술활용사업혁신계획
폐지

자원생산성혁신계획

자원제약대응제품
생산설비도입계획
사업혁신신상품
생산설비도입계획

경영자원재활용계획

2011년 개정
경영자원융합계획

2013년 제정
(산업경쟁력강화법)

사업재편계획

자원생산성혁신계획

자원제약대응제품
생산설비도입계획

특정사업재편계획

주: 회색 표시의 사업재편 유형은 법률 제·개정 당시 신설된 것임.
자료: 経済産業省, 「産活法の制定から現在までの変遷」(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7. 12).

1999년 8월 당시 일본 정부는 기업이 생산이 낮은 사업부문에서 높은 부분
으로 경영자원을 이동시키는 소위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사업재편을 촉진하
려는 목적에서 산업활력법을 제정하였다. 산업활력법이 규정하는 사업재편은
기업이 합병이나 과잉설비폐기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한 사업재편계획을 주무장
관에게 제출하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을 받으면 세제우대조치는 물론이
고 상법상 절차간소화(특례)나 정부계 금융기관의 저리융자 등을 지원하는 ‘사
업재구축계획’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업재구축계획’은 산업활력법이 규정하는 사업재편 유형 중에서 가장 기
본적인 계획이자 특히 기업그룹 내에서의 사업재편에 활용하는 계획이다. 기업
이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입각하여 자신의 ‘핵심’ 사업에 경영자원을 집중 투
입하여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글상자 3-1]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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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기업재편 수단을 정리하고 있는데, 일본 기업들이 1990년대 말부터 기업재
편 수단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였던 주식이전을 통한 지주회사화는 산업활력법
이 규정하는 사업재구축계획을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글상자 3-1. 일반적인 기업재편 수단: 합병, 회사분할, 주식교환·주식이전
□ 기업재편은 기업이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신의 경영자원을 특정 사업에 집중(‘선택과
집중’)하여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선택하는 조직재편임.
◦ 일반적으로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합병, 회사분할, 주식교환·주식이전 등 세 가지임.
 합병
◦ 회사법상 합병에는 흡수합병과 신설합병 등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실제로는 흡수합병이 대부분임.
- 흡수합병이란 흡수합병 존속회사가 흡수합병 소멸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는 것을 의미
- 신설합병이란 해당 회사를 모두 소멸하고 새로 설립하는 회사, 즉 신설합병 설립회사에게 신
설합병 소멸회사들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의미
◦ 주식회사의 합병 시에는 소멸회사와 존속회사 모두 주주총회에서의 특별결의가 필요. 특별결의
란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주주가 출석하여 해당 주주의 의결권 중 2/3 이상의 동의를 요
하는 결의를 말함.
 회사분할
◦ 회사법상 흡수분할과 신설분할 두 가지가 존재함. 어느 회사(흡수분할회사)가 사업 일부를 떼어
내어 다른 기업(흡수분할계승회사)에게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흡수분할, 새로 설립된 회사
(신설분할설립회사)에 승계하면 신설분할이라고 함.
◦ 흡수분할 시 흡수분할 주식회사, 흡수분할 승계 주식회사, 신설분할 주식회사 모두 주주총회에
서의 특별결의가 필요함.
◦ 합병과 마찬가지로 회사분할도 특정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배제조치를 명령할 수 있고, 그 전 단계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분할은 공정위에 신고를 의
무화함.
 주식교환·주식이전
◦ 주식교환이란 기존 복수의 회사 간에 완전모회사-완전자회사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주식회사가
주식의 전부를 다른 주식회사 내지는 합동회사(유한책임회사)에 취득시키는 행위를 말함.
- 주식교환 시에도 주식교환 당사자인 주식교환 완전모회사와 주식교환 완전자회사는 주주총회
에서의 특별결의가 필요
◦ 주식이전이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주식회사가 자신의 발행주식 전부를 새로 설립하는 주식회사
에 취득시키는 회사법상의 조직재편 행위를 말함.
- 주식이전 완전자회사는 주주총회에서의 특별결의가 필요
◦ 주식교환은 완전모회사가 기존의 회사인 데 반해 주식이전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신설되
는 회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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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3-1. 계속
- 주식교환은 회사가 다른 회사를 경영통합이나 매수 목적으로 또는 이미 자회사인 회사를 완전자
회사화하는 경우처럼 그룹재편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반면, 주식이전은 복수의 회사가 경영통
합을 하는 경우 외에도 지주회사(holding company) 체제로 이행하기 위해 이용하는 경우도 많
음.16) 즉 주식이전은 기존 회사가 단독 혹은 공동으로 스스로 완전자회사(주식이전완전자회사)
가 되어 100% 모회사(주식이전설립완전모회사)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데 사용하는 제도
자료: 坂田和光(2008), pp. 30∼33.

사업재구축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사업자는 단독 내지는 복수로 사업
재구축에 관한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요청한다. 사업재구축계획에는 ① 사업
재구축의 목표 ② 내용과 시행 시기 ③ 필요 자금과 조달 방법 ④ 노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주무장관은 목표로 설정한 생산성 향상이 달성 가능하고 사
업재구축이 원활하게 시행될 것으로 판단하면 승인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승인사업자’로 부른다(제3조). 복수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재구
축계획의 승인에 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조정’ 규정17)을 두었다(제5
조).18)
2003년 4월 산업활력법 개정에서는 기존의 ‘사업재구축계획 승인제도’ 외에
도 ‘경영자원재활용계획’19), ‘공동사업재편계획’(2009년 폐지), ‘사업혁신설비
도입계획’ 등 세 가지를 추가하였다. 1999년 법률 제정 당시 ‘사업재구축계획’
승인제도 하나로 출발한 나머지, 기업 간 제휴를 수반하는 업계 차원의 사업재
16) 石田宗弘(2016), 「株式移転とはどのような手法か、またどのような場面で用いられるか」(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9. 2).
17)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조정’ 규정이란 동일 업종에 속하는 복수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작성한 사업재구
축계획을 놓고 주무장관과 공정위원회와의 관계를 정한 것을 말한다. 즉 사업재구축계획에 독점금지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사업재구축계획이 승인된 후에도 사업자의 행위가 독점금지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주무장관과 공정위원회의 간에 충분한 연락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정한 규정이다(通商産業省 編 2000, p. 122).
18) 岡崎哲二 編著(2011), p. 90.
19) 경영자원활용계획은 어느 기업이 다른 기업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그 기업의 경영자원을 활용하겠
다는 사업재편계획인데, 승계하는 사업에 주목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지 않는 신설회사(예: SPC)도 신
청할 수 있고 사업을 양도하는 측이 청산 예정인 기업이나 법정관리(法的管理) 중인 기업이어도 무방하
다는 점이 특징이다(経済産業省, 「経営資源再活用計画」,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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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이나 사업단위의 재편·재생에는 무력하다는 한계에 직면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03년 4월의 산업활력법 개정은 과잉채무 등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되
었지만 본업의 사업성은 유지하고 있어 재무재편이나 사업재구축으로 재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재생지
원협의회(中小企業再生支援協議会)를 설치한 점이 특징이다. 일본 정부가 중소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에도 역점을 둔 이유는 1999년에 제정된 산업활력법에
의거하여 정부 승인을 받은 사업재편계획 204건 중 대기업의 활용비율이 70%
이상에 달했기 때문이다.20)

글상자 3-2. 일본의 중소기업 사업재생·사업계승 지원책
 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
◦ 2003년 산업활력법 개정을 계기로 전국 47개 광역·기초단체(都道府県)의 상공회의소 등에 설
치한 중소기업 전용 상담창구임. 각 협의회에서는 금융기관종사자, 공인회계사, 세무사, 중소기
업진단사 등 사업재생 전문가들이 중소기업 경영인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생계획 책정
지원이나 제2회사방식에 의한 사업재생에 관해 조언함.
- 예를 들어 중소기업의 재생계획 책정 시 기존 채무의 리스케줄링이나 유휴자산 처분에 의한
채무압축, 거래처관리, 원가관리 방법 등을 조언하거나, ‘자본적 차입금’* 활용 방안이나 중소
기업재생펀드 활용 방안 조언
* [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의 ‘자본적 차입금’] 상환조건이 장기 일괄 상환이고 조건변경 후 적자인 경우 이자부
담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등 자본에 준하는 후순위 융자임. 이 차입금은 금융기관이 해당 기업의 자기자본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어 실질 채무초과 해소기간이 단축되고 조기 경영개선에 유용하다는 평가임.

 경영개선계획책정지원사업
◦ 금융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자가 외부전문가(인증 지원기관)의 조언을 받아 실시
하는 경영개선계획의 책정을 지원: 인증 지원기관에 의한 경영개선 계획 책정 비용이나 자산사
정 비용, 팔로업 비용의 2/3(상한 200만 엔)를 지원함.
 조기경영개선계획책정지원사업
◦ 자금관리나 경영관리 등 기본적인 경영개선책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외부전문가(인증 지원기관)가 자금 실적·계획표나 사업모델 조감도 등 조기 경영개선 계획의 책
정을 지원하고 금융기관에 제출: 조기경영개선계획 책정 시 소요되는 비용과 모니터링 비용의
2/3(상한 20만 엔)를 지원함.

20) セントラル総合研究所(2011), 「事業再生関連法規などについて」(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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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3-2. 계속
 경영인보증에 관한 가이드라인
◦ ① 경영인의 개인보증에 의존하지 않는 자금조달, 사업계승 시 보증계약 수정을 희망하는 중소
기업 경영인 ② 회사의 사업재생이나 사업청산에 수반되는 보증채무의 정리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는 경영인을 대상으로, 이들이 경영인보증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적용에 필요한 요건, 즉 일정
수준의 경영상황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 등록 전문가를 파견하여 조언을 함.
* [경영인보증에 관한 가이드라인] 첫째, 법인과 개인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는 경우 경영인의 개인보증을 요하지
않을 것. 둘째, 고액의 개인보증을 하고 있더라도 조기에 사업재생이나 폐업을 결단하였을 때 일정 생활비(종래
의 자유재산 99만 엔에 연령을 감안하여 100만 엔∼360만 엔을 추가)는 남기고 ‘호사롭지 않은’ 자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셋째, 보증채무의 이행 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잔액은 원칙적으로 면제할 것 등임.

 중소기업재생펀드
◦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中小機構)가 지역 금융기관, 지자체, 민간 투자회사, 신용보증협회, 기업
등과 공동으로 조성한 펀드로서, 사업재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중소기업에게 중소기업재생
지원협의와 협력하여 재생계획 책정을 지원하고, 주식이나 신주예약권부사채 등의 자금을 제공
하여, 금융기관 보유 대출채권의 매입 등의 자금지원을 수행함.
 제2회사방식에 의한 사업재생지원
◦ 구회사의 사업 중 수익성이 있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사분할 혹은 사업양도에 의해 신회
사에 승계한 다음, 구회사에 부채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구회사를 특별청산 등의 방법으로 청산
하는 재생방법임.
 경영안정특별상담사업
◦ 경영난을 타개하여 재건을 도모하고자 하는 경영인, 민사재생법 등 도산 관련 법률을 활용하고
자 하는 경영인, 후계자 문제로 고민하는 경영인, 보증채무를 정리하고자 하는 경영인 등에게 폭
넓은 상담과 조언을 수행함.
 사업의 승계·인계 지원
◦ 각 광역단체(都道府県)에 설치된 사업인계지원센터가 후계자 부재로 곤란을 겪는 경영인, 후계
자는 있지만 법무·세무 지식이 없는 경영인, 종업원 혹은 친족·종업원 이외의 동업종타사 등 제
3자에게 승계를 고려하는 경영인, 사업확대 혹은 신분야 진출을 위해 기업 양수를 검토하는 사
업자에게 정보 및 법무·세무 지식을 제공함.
자료: 経済産業省, 中小企業庁(2017)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2007년 4월의 법 개정에서는 ‘경영자원융합계획 승인제도’21)와 ‘기술활용
사업혁신계획 승인제도’(2009년 폐지) 등 두 가지를 추가하였다. 이로써 사업

21) 경영자원융합계획은 서로 다른 사업분야의 경영자원을 융합하여 혁신적인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
업재편계획을 말한다. 다만 본 사업재편계획은 리스크가 높은 기업간 제휴에 의한 이노베이션과 첨단
설비 투자를 유도할 목적으로 도입하였기 때문에 승인기준은 사업재구축계획이나 경영자원재활용계
획보다 엄격하다(経済産業省, 「経営資源融合計画」,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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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편 지원제도는 ‘사업재구축계획 승인제도’, ‘경영자원재활용계획 승인제도’,
‘공동사업재편계획 승인제도’, ‘사업혁신설비도입계획 승인제도’, ‘경영자원융
합계획승인제도’, ‘기술활용사업혁신계획 승인제도’ 등 여섯 가지 사업재편 지원
제도를 두게 되었다. 경제산업성 장관의 인증을 받은 제3자가 ‘사적정리에 의
한 사업재생’을 지원하는 ‘기업재생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재판 외 분쟁해결) 제도도 이때 도입하였다.
2009년 4월 법 개정에서는 ‘공동사업재편계획 승인제도’와 ‘기술활용사업
혁신계획 승인제도’ 등 두 가지를 폐지하는 대신, ‘자원생산성혁신계획 승인제
도’22)와 ‘자원제약대응제품 생산설비도입계획 승인제도’23) 등 두 가지를 신설
하였다. 이와 함께 2009년 4월 법 개정에서는 주식회사 산업혁신기구(産業革
新機構) 설립을 규정하기도 하였다.
2011년에는 기존 ‘사업혁신설비도입계획 승인제도’와 중소기업의 ‘경영자
원활용 신사업계획 승인제도’를 각각 ‘사업혁신신상품 생산설비도입계획 승인
제도’와 ‘중소기업 경영자원활용계획 승인제도’로 확대·개편하였다.

나. 사업재편 유형별 승인기준
[표 3-2]는 1999년 8월 산업활력법 제정부터 2011년 5월 4번째의 개정에
이르기까지 법률에 제시되었던 사업재편계획 9개 가운데, 2011년 법률개정 당
시를 기준으로 실행 중이었던 6개의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승인기준을 정리한
것이다. 여기서 6개의 사업재편계획이란 [표 3-2]에서 ① 사업재구축계획 ②

22) 자원생산성혁신계획은 사업자가 스스로 에너지효율화 등을 통해 자원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인데,
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설비투자나 조직재편 등에 관한 지원조치를 활용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経済産業省, 「資源生産性革新計画」,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9. 23).
23) ‘자원제약대응제품 생산설비도입계획’은 환경성능이 뛰어난 제품으로서 ‘Top Runner 기준대상 상
품’, ‘신에너지설비’, ‘혁신적 에너지 고도이용 기술을 활용한 설비’ 등 자원생산성을 제고하는 제품,
즉 자원제약대응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재편계획이다(経済産業省, 「資
源制約対応製品生産設備導入計画」,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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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원재활용계획 ③ 경영자원융합계획 ④ 사업혁신신상품 생산설비도입계
획 ⑤ 자원생산성혁신계획 ⑥ 자원제약대응제품 생산설비도입계획을 말한다.
지면제약상 사업재구축계획에 대한 승인 요건만을 살펴보면, 신청 사업자는
3년 이내의 사업재구축계획 기간 내에 생산성향상, 재무건전성, 기타(고용에
대한 배려) 등 세 가지 항목에 관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사업구조의 변경과
사업혁신 항목은 택일하여 충족할 수 있도록 사업재구축계획서를 작성해야 한
다. 다만 사업혁신의 승인요건은 등록면허세 경감 혜택을 받는 데 필요한 항목
이다(표 3-2 참고).
먼저 사업재구축계획상 생산성향상 관련 승인요건은 첫째, 사업재구축 개시
년도 대비 종료 연도 ROE(자기자본 당기순이익률)가 2%p 이상 개선될 것, 둘
째, 마찬가지로 사업재구축 개시 연도 대비 종료 연도 유형고정자산 회전율(유
형고정자산 대비 매출액)이 5% 이상 개선될 것, 셋째,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액이 6% 이상 개선될 것인데, 이들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만을 충족해도 무방하
다. 재무건전성 관련 승인요건을 보면, 사업재구축 계획 기간 3년 이내에 첫째,
현금흐름(cash flow) 대비 이자부부채(利子付負債) 비율이 10배를 초과해서는
안 될 것, 둘째, 경상수입이 경상지출보다 많을 것인데, 이들 두 가지 요건은 모
두 충족해야 한다. 마지막 필수요건인 고용에 대한 배려 요건은 첫째, 사업재구
축에 대한 노사간의 충분한 협의, 둘째, 종업원 수의 기재, 셋째, 사내재배치·
전적(轉籍)·해고 내역 기재이다.
선택항목인 사업구조의 변경 요건은 첫째, 합병, 분할, 주식교환, 주식이전,
사업 내지는 자산의 양수, 타사 주식의 취득, 회사 설립에 의한 핵심 사업의 개
시, 확대 또는 능률의 향상, 둘째, 시설의 철거, 설비폐기, 분할, 주식교환, 주식
이전, 사업 내지는 자산의 양도, 관계사업자 주식의 양도, 회사설립, 청산에 의
한 사업의 축소 또는 폐지인데, 이들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나
머지 선택항목인 사업혁신 요건은 등록면허세 경감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인데, 다음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즉 사업재구축계획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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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내에 첫째, 매출액 대비 신상품·신서비스 비율이 1% 이상일 것, 둘째,
제조원가 또는 판매비가 95%를 초과해서는 안 될 것, 셋째, 매출액 증가율이
업계평균보다 5% 이상 높을 것이다.

표 3-2. 사업재편 유형별 승인기준(2011년 5월 개정판 기준)
항목

세부항목
기준치 이상의 ROE 또는
ROA의 향상
기준치 이상의
유형고정자산회전율의 향상

생산성향상

택일

기준치 이상의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액의 상승

①

②

③

필요
(ROE
2%p)

필요
(ROA
2%p)

필요
(ROA
3%p)

필요
(5%)

필요
(5%)

필요
(10%)

필요
(6%)

필요
(6%)

필요
(12%)

④

기준치 이상의 에너지생산성 또는
탄소생산성 향상

⑤

필요4)

새로운 시장개척에 특히 기여하는
자원제약대응 제품·전용부품 등의
제조
사업 개시, 확대, 능률 향상
등(합병, 분할, 사업양도,
사업구조의 회사설립, 증자 등에 의한 것)
택일
변경
사업 축소, 폐지 등(시설
철거·설비폐기, 사업양도
등에 의한 것)
사업혁신
재무건전성
기타

사업혁신1)

⑥

필요5)

필요

필요
(합병·
사업
양도 등)

필요
(둘
이상의
사업자
와 관련)

필요

필요

필요

필요2)

필요2)

필요3)

이자부부채/현금흐름≤10

필요

필요

필요

필요

경상수입≥경상지출

필요

필요

필요

필요

고용에 대한 배려

필요

필요

필요

필요

사업혁신설비

필요

주: ① → 사업재구축계획 ② → 경영자원재활용계획 ③ → 경영자원융합계획 ④ → 사업혁신신상품 생산설비도입계획 ⑤ →
자원생산성혁신계획 ⑥ → 자원제약대응제품 생산설비도입계획.
1) 등록면허세 경감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
2) ① 신상품·서비스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 혹은 ② 제조원가·판매비 저감율≥5% 혹은 ③ 매출증가율≥업
계평균치 +5%일 것.
3) ① 신상품·서비스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 혹은 ② 신상품·서비스의 매출액 증가율≥업계평균치 +5%일 것.
4) ① 에너지 생산성≥6% 혹은 ② 탄소생산성≥7%일 것.
5) 해당 설비에서 자원제약대응 제품 또는 전용부품 등을 1차 연도 50% 이상, 2차 연도 이후는 100% 생산할 것.
자료: 経済産業省, 「各計画の認定基準と支援措置」(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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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 지원조치
산업활력법상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체계는 세제지원, 금융지원, 회사법 특
례, 민법 특례, 독점금지법 특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 [표 3-3]에 정리한
산업활력법상 사업재편 지원조치는 편의상 2011년 5월의 제4차 개정 법률에
의거한 것이다. 이하에서는 편의상 산업활력법상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 체계
중 세제 특례와 상법·회사법 특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표 3-3. 산업활력법상 사업재편 지원조치(2011년 5월 개정판 기준)
구분
세제지원

금융지원

지원조치

적용대상 사업재편*

등록면허세 경감

①, ②, ③, ④

채권포기 시 자산평가손의 손실처리

①, ②

계획추진에 필요한 자금 융자(민간 지정금융기관)

①, ②, ③, ④

중소기업의 계획추진에 필요한 자금의 차입·회사채에
관한 채무보증(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약식조직재편: 조직재편의 원활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현물출자 시 검사역의 조사 면제 등: 현물출자의 원활화 ①, ②, ③, ④
감자와 주식병합의 동시 추진(주주총회 생략): 주식병
회사법 특례

합의 원활화
자사주를 대가로 하는 공개매수(TOB) 특례

①, ②, ③, ④

완전자회사화 절차에 관한 특례: 완전자회사화의 원
활화
민법 특례
인허가
연구조합법 특례
LPS법 특례
독점금지법 특례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사업양도 시 채권자 동의 간주

①, ②, ③, ④

물류관계사업법의 인허가 취득·변경 간주 특례

④

연구조합의 조직변경

①, ②, ③, ④

외국주식 등의 취득 규제 면제

①

기업결합 시 주무장관과 공정위와의 협의

①, ②, ③, ④

주: * ①은 사업재구축계획, ②는 공동사업재편계획 및 경영자원재활용계획, ③은 경영자원융합계획, ④는 자원생산성혁신계
획, ⑤는 자원제약대응제품 생산설비도입계획, ⑥은 사업혁신신상품 생산설비도입계획을 말함.
자료: 経済産業省産業再生課 編(2011),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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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세제지원
1999년 산업활력법 제정에 맞춰 조세특별조치법도 개정하였는데, 사업재구
축과 관련된 세제우대조치를 도입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24) 첫째, 특정설비
를 폐기하여 입게 되는 손실에 대해 통상은 5년이지만 산업활력법을 활용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월공제 기간을 7년으로 연장하든지, 전 1년간의 소급환
급을 받든지 선택하도록 하였다. 둘째, 지분 25% 이상의 공동출자 자회사에 대
한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이익에 대한 과세는 이월하도록 하였다. 셋째, 토
지·건물의 환매에 따라 압축기장25)을 적용하였다. 넷째, 특정 업종의 사업혁
신설비의 취득에 대해 특별상각을 인정하였다. 다섯째, 회사설립, 합병 및 증자
등에 소요되는 등록면허세26)를 경감하였다.
다만 산업활력법상 등록면허세 경감조치는 조세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한
시적으로 과세를 경감하는 것으로서, 산업활력법 개정에 맞춰 특례조치가 연장
되거나 세율이 변경될 수 있다. [표 3-4]는 2011년 5월 개정된 산업활력법을
기준으로 등록면허세 경감세율을 정리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업재편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회사의 설립 혹은 자본금 증가의 경우 조세특별조치법 제80조
제1항에는 등록면허세에 관한 통상세율이 0.7%이지만 산업활력법에 의거하
여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기업은 3.5%의 특례 세율을 적용받는다.

24) 이하 橋本基美(1999), pp. 10∼11.
25) 압축기장이란 국보조금이나 화재 보험금 등을 받아 고정자산을 구입한 경우 구입가액에서 보조금을
공제한 후 구입가액을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26) 등록면허세란 등록면허세법에 의거하여 등기, 등록, 특허, 면허, 허가, 인가, 인정, 지정 및 기능증명에
대해 부과되는 국세로서, 부동산의 권리 등기, 선박 등기, 항공기 등록, 특정 자격 등록 또는 기능 증명
등에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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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산업활력법상 등록면허세 경감세율(2011년 5월 개정판 기준)
조세특별조치법
제8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매매)

조치 내용
회사의 설립, 자본금 증가
(과세표준: 자본금)

통상세율

산업활력법 특례

7/1000

3.5/1000

1.5/1000

합병

1/1000

(자본금이 증가하는 경우의 합병)

(7/1000)

(3.5/1000)

분할에 의한 설립 또는 자본금의 증가

7/1000

5/1000
16/1000

부동산의 소유권

토지

20/1000

취득

건물

20/1000

16/1000

28/1000

23/1000

선박의 소유권 취득
합병 시
제5호
분할 시

부동산

4/1000

2/1000

선박

4/1000

3/1000

부동산

15/1000

4/1000

선박

28/1000

23/1000

자료: 経済産業省, 「登録免許税の軽減」(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10. 12).

나. 상법·회사법 특례
1) 1999년 산업활력법상 상법 특례
1999년에 제정된 산업활력법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03년, 2007년, 2009
년, 2011년 등 네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상법·회사법 특례조치를 도입한
것은 1999년 산업활력법 제정, 2003년 개정, 2011년 개정 등 세 차례이다.
산업활력법 제정 당시 주무부처가 사업재구축계획을 승인받은 승인사업자
와 승인활용사업자에게 부여한 상법상 특례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조치이
다. 다만 이들 특례조치는 산업활력법 제정 이후 상법·회사법에 일반규정(一般
則)으로 ‘일반화’되었고, 그 이후에도 산업활력법 개정과 함께 상법·회사법 특
례조치가 산업활력법에 도입된 다음 상법·회사법에 다시 ‘일반화’되는 순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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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 형성되었다. 상기 다섯 가지 상법상 특례는 다음과 같다.27)
첫째, 현물출자, 재산인수, 추가적 현물출자에 의해 양도 혹은 양수하는 재
산에 대한 검사역 조사 특례이다. 당시 상법에서는 주식회사가 현물출자로 분
사화 등을 할 때 설립되는 주식회사의 자본금이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법원이
선임하는 검사역(検査役)이 조사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이 제도에 대해 일본
재계에서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소요가 과중하다는 비판을 제기한 바 있고 정
부(당시 통상산업성 산하 산업경쟁력회의)도 재검토에 들어갔다. 결국 산업활
력법은 승인사업자가 사업재구축계획의 일환으로 분사화를 하는 경우 검사역
대신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법인에 의한 조사를 허용하였다(제8조). 그
결과 해당 회사의 회계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공인회계사나 감사법인에게 조사
를 의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조사기간이 수개월에서 2주 정도로 단축될 것으
로 예상하였다.
둘째, 스톡옵션에 관한 특례이다. 승인사업자가 사업재구축계획의 일환으로
설립하는 자회사의 이사 및 사용인의 인센티브를 고양한다는 의미에서 그들에
게 승인특정사업자의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한편 승인사업자
의 이사 및 종업원이 승인사업자의 사업을 매수하여 승인활용사업자가 된 경우
에는 신주인수권 방식의 스톡옵션에 대한 상한을 상법이 규정하는 자본금의
1/10 이하에서 1/4 이하로 인상하는 특례를 설정한 것이다(제9조).
셋째, 영업의 전부 양수에 관한 특례이다. 당시의 상법에서는 타 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산업활력법
에서는 회사의 대차대조표상의 최종 순자산액의 1/20을 넘지 않는 금액으로
다른 회사의 영업을 전부 양수하는 경우 그 존속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대
신 이사회 결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례조치를 도입하였다(제10조).

27) 이하 다섯 가지 상법상 특례조치에 대해서는 岡崎哲二 編著(2011, pp. 90∼93); 通商産業省 編(2000,
pp. 135∼191); 橋本基美(1999, pp. 8∼1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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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채무의 일괄 이전에 관한 특례이다.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르면 영업을
양도하는 자의 채무를 양수인이 채무를 떠안는 소위 면책적 채무인수 방식으로
채무가 양도인에서 양수인으로 이전되는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는 양수인의 자
금력이 열악할 경우 채무 담보능력이 축소될 우려가 있어 양수인이 모든 채권
자에게 면책적 채무인수에 대해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산업활력법에서는
양수인이 해당 채무를 인수한다는 취지를 채권자에게 개별 최고(催告)하는 것
으로 대체하였다(제11조).
다섯째, 채무의 주식화 및 무의결권주 발행에 관한 특례이다. 승인사업자가
‘승인사업재구축계획’에 의거하여 채무를 소멸시키고자 할 때 채권자와의 합
의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채권자에게 주식을 발행·교부하는 것을 인정하였다.
미국에서 채권자가 채무불이행 혹은 그 직전의 채무자(기업)에게 용인하는 채
무의 주식화(debt-equity swap)를 산업활력법에 도입한 것이다.28) 물론 이
와 같은 채무의 주식화를 허용하게 됨에 따라 채권자인 금융기관으로서는 해당
기업에 대한 5% 주식보유 한도 규제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산업활력법을 활용
하는 사업재구축계획을 추진하는 기업의 주식에 대해서는 5%(보험회사는
10%)를 초과하더라도 첫째, 기업에 대한 지배권이 강화될 뿐이고, 둘째, 특정
업종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사업재구축 계획 인가
후 1년간은 보유를 인정하였다. 즉 산업활력법을 활용하는 사업재구축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주식보유 한도를 탄력화하였다.
한편 당시 상법에서는 회사가 채무의 주식화를 위해 채무에 대해 무의결권
주를 발행하는 경우 상한을 발행주식 총수의 1/3로 설정하였으나 산업활력법
(제13조)에서는 그 상한을 1/2로 인상하였다. MBO 및 EBO에 의해 설립되는
회사(특정인정활용사업자)가 무의결권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발행주식의
1/2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발행할 수 있다.
28) 일본의 법제상 채무의 주식화는 상법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민사재생법에 앞서 산업활력법
에서 먼저 규정한 것이다(橋本基美 1999,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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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3년 개정 산업활력법상 상법 특례29)
2003년 산업활력법 개정으로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업재편 방법은 기
존의 사업재구축계획 외에도 공동사업재편계획과 경영자원재활용계획 등 두
가지가 추가되었는데, 주무장관이 이들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면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특례조치30)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첫째, 간이조직재편 특례이다. 2003년 개정 산업활력법이 규정하고 있는 간
이조직재편이란 기업이 영업 양수·양도, 주식교환, 회사분할, 합병과 같은 조
직재편 절차를 밟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생
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업재편 인증 사업자가 이와 같은 간이조
직재편에 관한 특례조치를 활용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일정 요건은 [표 3-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업재편 방식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존 상법에서는 합병의 경우, 존속회사가 합병 시 발행한 신주가 발행주식 총
수의 1/20 이하이고,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주에 지불하는 합병교부금이
존속회사의 순자산의 1/50 이하인 경우에는 존속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면제하고 있으나, 2003년 개정 산업활력법에서는 각각 1/5 이하, 1/10 이하
로 요건을 완화하였다.

29) 별도의 출처 표기가 없는 부분은 関雄太(2003), pp. 9∼13를 참고한다.
30) 郡谷大輔(2011, pp. 8∼9)는 본문에서 기술한 일곱 가지 특례조치 외에도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특례조
치를 추가한다. 첫째, 현물배당에 관한 특례조치이다. 당시 상법은 중간배당의 재산은 금전으로 한정
하였으나 산업활력법에서는 자회사 주식(단 양도제한 주식은 제외) 등의 재산도 교부할 수 있도록 하
였다. 둘째, 준비금 적립제도에 관한 특례조치이다. 당시 상법은 임의의 준비금 적립을 허용하지 않았
으나 산업활력법에서는 자기주식 처분 시에 계상되는 기타 자본잉여금에 대해서는 허용하였다. 셋째,
준비금의 감소액 제한에 관한 특례조치이다. 당시 상법에서는 준비금은 자본금의 1/4 이하로는 감소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나 산업활력법은 그 제한을 폐지하였다. 넷째, 주식병합의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특례조치이다. 당시 상법은 주식병합에 대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구하였으나 산업활력법
은 자본감소에 따라 병합 전후의 의결권 수에 변화가 없는 주식병합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를 요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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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산업활력법상 상법 특례: 간이조직재편 특례조치(2003년 개정판 기준)
대상 제도

당시 상법상 요건

산업활력법상 특례

· 양수회사가 양도회사로부터 영업의 전부를 양수하는
영업양수

경우, 양도회사에 지불하는 대가가 양수회사의 순자

(산업활렵법 제12조 2)

산액의 1/20을 초과하지 않으면 양수회사의 주주총

1/20 → 1/5

회 승인을 면제(제245조 5. 1항)
영업양도
(산업활력법 제13조 3)

· 양도회사가 영영의 전부 혹은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
는 경우, 양도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제
245조 1항 1)

양도재산이
양도회사의 총자산
중 1/5 이하이면
특별결의 불요

· 아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완전모회사의 주주총
회 특별결의를 면제
주식교환
(산업활력법 제12조 4)

① 새로 발행하는 주식이 완전모회사의 발행주식 수의
1/20 이하

① 1/20 → 1/5
② 1/50 → 1/10

② 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 지불하는 교부금이 완전모
회사의 순자산액의 1/50 이하(제358조 1항)
신설분할
(산업활력법 제12조 5)

· 분할회사의 이전재산이 자신의 총자산의 1/20 이하

1/20 → 1/5

면 주주총회 특별결의 면제(제374조 1항)
· 승계회사가 발행하는 신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1/20 이
하이고, 분할교부금이 순자산의 1/50을 초과하지 않

흡수분할
(산업활력법 제12조 6)

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 면제(제374조 22. 1항)

1/20 → 1/5
1/50 → 1/10

· 분할회사가 승계하는 재산의 장부가액 합계가 총자산
의 1/2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 면

1/20 → 1/5

제(제374조 22)
· 아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존속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면제
합병
(산업활력법 제12조 7)

① 존속회사가 합병 시 발행한 신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1/20 이하

①1/20 → 1/5
②1/50 → 1/10

② 소멸회사의 주주에 지불하는 합병교부금이 존속회
사의 순자산의 1/50 이하(제413조 3. 1항 2)
자료: 関雄太(2003), p. 10; 登淳一郎(2013), p. 41을 참고하여 작성.

둘째, 검사역 조사 특례조치이다. 현물출자, 재산인수, 사후설립 방법으로 회
사를 설립하는 경우, 2002년 상법 개정에서는 검사역 대신 변호사나 공인회계
사 등을 선임하여 현물 등의 가치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는데,
2003년 산업활력법 개정에서는 아예 검사역 조사를 면제했다.31)
31) 関雄太(2003),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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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특정주식 등의 교부에 관한 특례, 즉 스핀오프(spin-off)의 허용이다.
스핀오프란 기업이 사업부 등 일부를 독립시켜 자회사와 같은 별도의 회사를
신설하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기업(A사)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B사)
주식을 자신의 주주에게 배당함으로써 자회사와의 자본관계를 소멸시키는 형
태로 이루어진다. 2003년 개정 산업활력법은 스핀오프를 특정주식 등의 교부
에 관한 특례로 허용하고 있다. 즉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주주에게 특정주식 등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서 특정주
식 등이란 승인 사업자가 의결권의 2/3 이상을 보유하는 자회사 주식 등이나
경제산업성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전을 가르킨다. 물론 2003년 산업활력법 특
례는 스핀오프에 대해 세제 특례는 부여하지 않았지만, 공개 자회사를 보유하
고 있는 대기업이 스핀오프를 하면 주주에 대한 배당이익이 증가하므로 그룹
구조조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넷째, 합병 등 대가의 유연화이다. 2003년 개정 당시 산업활력법은 주식회
사가 주식교환, 흡수분할 또는 합병을 할 경우 주무장관의 인정을 받으면 존속
회사 등은 신주 발행 대신, ‘특정금전 등’(금전 또는 다른 주식회사의 주식 등)
을 소멸회사 등의 주주에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제12조 9). 이와 같은 특
례조치는 기업이 합병 등의 조직재편에서 대가로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을 주식
에서 ‘특정금전 등’으로 확대·유연화한 것으로서, 승인 사업자에게 현금합
병32)과 삼각합병(triangular merger, forward triangular merger)33)을 허
용한 것을 의미한다.

32) 산업활력법 제12조 9는 기업이 현금을 대가로 소액주주의 지분을 매수하는, 즉 금전을 대가로 소액주
주를 퇴출시키는 현금교부합병(cash out merger)의 길을 터놓았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당시 일
본에서는 주식을 상장하고 있는 매수 대상 회사의 주식을 100% 취득하여 소액주주를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았다. 주식교환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매수대상 회사의 소액주주에 모회사 주식을
부여하기 때문에 모회사·자회사를 포함한 그룹 전체에서 소액주주를 배제하는 데는 사용할 수 없었다
(関雄太 2003, p. 12).
33) 당시 논란의 초점은 삼각합병을 회사법에서 용인하면 외국 기업이 일본 기업(외국 기업의 자회사)의 주
식을 대가로 매수하게 된다는 경계심이었다(関雄太 2003,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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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회사분할 시 채권자에 대한 최고(催告) 특례조치이다. 당시 상법(제
374조 4. 1항)에 따르면 기업이 회사분할을 할 때 채권자에 대한 개별 최고를
요구하고 있었던 관계로 무기명 채권자는 최고가 불가능하여 분할회사·신설회
사의 연대채무로 전환하였다. 그런데 2003년 개정 산업활력법은 인증 사업자
가 회사분할 시 무기명 사채 등의 전환을 관리하는 사채관리회사에 최고하면
개별 최고로 인정하는 특례를 도입하였다(제12조 10).
여섯째, 간소 감자절차 도입이다. 2003년 개정 산업활력법은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요하지 않는 간소한 감자절차(특정감자 등)라는 특례조치도 도입하였
다(제12조 11).
일곱째, 약식조직재편에 관한 특례이다. 당시 상법에서는 모회사와 자회사
간 조직재편 시 지분관계에 상관없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조직재편을
승인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2003년 개정 산업활력법은 모회사
가 자회사에 대해 2/3 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직재편을 하면 자회
사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하도록 규정
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조직재편은 영업전부의 양수, 영업양도, 주식교환, 신설
분할, 흡수분할, 합병이다(제12조 2∼7).34)

3) 2011년 개정 산업활력법상 회사법 특례
2011년 개정 산업활력법에는 회사법 특례로서 ① 약식조직재편 ② 현물출
자 시 검사역의 조사 면제 ③ 감자와 주식병합의 동시 추진(간소 감자절차 도
입) ④ 자사주를 대가로 하는 공개매수(TOB) 특례 ⑤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
을 이용한 완전자회사화 특례 등 다섯 가지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①∼③까
지의 특례조치는 2003년 산업활력법 개정 당시 도입하였지만 그 후 회사법에
일반화되지 못하고 남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자사주를 대가로 하는
34) 郡谷大輔(2011),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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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매수(TOB) 특례조치와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을 이용한 완전자회사화
특례조치에 대해 정리한다.35)
첫째, 자사주를 대가로 하는 공개매수(TOB) 특례란 통상적으로 기업 매수에
사용하는 주식교환과 현물출자의 회사법상 제약을 부과하지 않는 특례를 의미
한다.36) 어떤 회사가 다른 회사를 주식교환 방식으로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해
당 회사 모두의 주주총회에서의 특별결의나 채권자보호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
러한 연유로 현물출자 방식으로 상대회사의 신주나 자사주를 인수하고자 할 때
에는 출자 재산에 대한 검사역 조사를 거쳐야 하고 주가변동 시에는 유리발행
이 될 소지도 있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구한다. 즉 자사주를 대가로 하는
공개매수(TOB) 특례는 주식교환에 뒤따르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구하지
않음과 동시에, 현물출자에 뒤따르는 검사역조사와 유리발행과 관련된 주주총
회의 특별결의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37)
둘째,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을 이용한 완전자회사화 특례조치는 상장회
사의 소액주주를 배제하여 완전자회사화하는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38) 일반
적으로 상장회사를 완전자회사화하기 위해서는 공개매수(TOB)로 90% 이상의
주식을 취득한 다음 TOB에 응하지 않은 소액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취득
(squeeze out)하는 방식을 따른다. 이때 현금을 대가로 한 주식교환은 세제 적
격조직재편에 해당하지 않아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全部取得条項付種類株
式)39)을 이용하는 것이 상례이다. 다만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을 이용하여
35) PLUTUS Consulting(2011), 「産活法改正により可能となる新スキーム」(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10. 7).
36) 経済産業省(2011, p. 44); 北側ワタル(2018. 2. 28), 「自社株式を対価とした株式取得による事業再編の
円滑化措置の創設 2018年度(平成30年度)税制改正で」しっかり学ぶM＆A基礎講座(7)」(온라인 기사, 검
색일: 2018. 10. 21).
37) 2011년 개정 산업활력법상 회사법 특례의 한계에 대해서는 후술. 2018년 개정 산업경쟁력강화법상
회사법 특례조치 참고.
38) 経済産業省(2011, p. 45); PLUTUS Consulting(2011), 「産活法改正により可能となる新スキーム」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10. 7).
39)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회사가 발행주식의 전부를 취득할 수 있는 종류의 주식을 말한다. 회사 주주들
간에 의견대립이 심할 때 회사의 완전자회사화나 경영진에 의한 주식매입(MBO) 수단으로 활용되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이지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 보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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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회사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 상대 회사를 종류주식 발행회사를 전환
하기 위한 정관 변경, 둘째, 기발행 보통주식을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으로 전
환하기 위한 정관 변경, 셋째,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 취득 및 대가로서 주식
할당, 넷째, 1주 미만의 주식(‘端数株式’)을 할당받은 소액주주에 대한 금전 결
제의 절차를 거친다.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을 이용한 완전자회사화 특례조치란 상기 첫 번째
부터 세 번째 절차에 요구되는 회사법상 주주총회 결의와, 두 번째 절차에 요구
되는 종류주주총회 결의, 그리고 네 번째 절차에 필요한 법원의 허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시 말해 첫째, 산업활력법상 승인 계획에 기초한 공개매
수(TOB)가 수반될 것, 둘째,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을 이용한 캐시아웃(cash
out)일 것, 셋째, 공개매수 결과 승인 사업자가 대상 회사의 총주주의 의결권의
90% 이상을 보유하게 될 것, 넷째,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의 취득 시 대상회
사의 주주에 대해 공개매수의 매수가격에 상당하는 대가가 할당될 것, 다섯째,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완전자회사화에 대
해 상기 특례조치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경제산업성은 이와 같은 특례조치에
의해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을 이용한 상장회사의 완전자회사화에 소요되는
기간이 회사법에 준용하는 경우에 비해 3∼5개월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식을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다만 보유주식이 회사 소유로 전환되는 소액주
주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소액주주가 제소를 할 수 있다.
나아가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의 취득은 회사전체의 이익을 위한다는 것이 전제이고, 만일 대표이
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기 주식을 취득하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다(桜樹法律事務所
2014, 「全部取得条項付種類株式による少数株主の排除」(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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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쟁력강화법과 사업재편

1. 산업경쟁력강화법과 사업재편: 사업재편 유형 및
승인기준
2013년 12월에 제정된 산업경쟁력강화법은 산업활력법(2011년 5월 개정판
기준)이 규정한 사업재구축계획, 경영자원재활용계획, 경영자원융합계획, 자원
생산성혁신계획의 네 가지 사업재편 유형을 사업재편계획과 특정사업재편계획
의 두 가지로 통합하였다. 다만 산업경쟁력강화법상의 산업혁신기구와 중소기업
승계사업재생 부분은 산업활력법상의 제도를 그대로 원용하였다(그림 4-1 참고).
그림 4-1. 산업활력법과 산업경쟁력강화법상의 사업재편 제도 비교

자료: pwc(2013, p. 2,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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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재편 유형
1) 사업재편계획
산업경쟁력강화법이 규정하는 사업재편이란 사업자가 사업의 축소, 전환 또
는 통합 등을 통해 경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사업활동을 의미한다.
사업재편에 대한 구체적 개념 정의는 제2조 제11항에서 규정하는데, 사업재편
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구조의 변경’과 ‘사업분야 또는 사업방식의 변경’이
라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표 4-1 참고). 사업구조의 변경에 대
해서는 [표 4-1]에서 보듯이, 합병, 회사분할, 주식교환, 주식이전, 사업양도,
출자수용, 지분취득 등 13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표 4-1. 사업재편에 대한 개념 정의
근거

정의
1. 다음에 열거하는 조치를 통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구조변경(해당 사업자의 관
계사업자 및 외국관계법인이 행하는 사업의 구조변경 포함)을 실시하는 것
1) 합병
2) 회사분할
3) 주식교환
4) 주식이전
5) 사업 또는 자산의 양도 또는 인계(외국에서 이에 상당한 것 포함)
6) 출자 수용

산업경쟁력
강화법
제2조 제11항

7) 다른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해당 취득에 의해 해당 다른 회사가 관계사업
자가 되는 경우에 한함)
8) 관계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해당 양도에 의해 해당 당사자가 더 이상 관
계사업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 한함)
9)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이것들과 유사한 것의 취득(해당 취득에 의해 해당 외
국법인이 외국관계법인으로 되는 경우에 한함)
10)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이것들과 유사한 것의 양도(해당 양도에 의해 해당
당사자가 더 이상 외국관계법인이 아니게 된 경우에 한함)
11) 회사 또는 외국법인의 설립 또는 청산
12) 유한책임사업조합에 대한 출자
13) 보유 시설의 상당 정도의 철거 또는 설비의 상당 부분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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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계속
근거

정의
2. 사업자가 경영자원을 활용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분야 또는 방식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신상품 개발 등에 의해, 생산 또는 판매와 관련된 상품의 구성 또는 서비스 구성을
상당 정도 변화시키는 것
2) 상품의 새로운 생산방식 도입 도는 설비의 능률향상에 의해 상품 생산을 현저히 효
율화하는 것
3) 상품의 새로운 판매방식 도입 또는 서비스의 새로운 제공방식 도입에 의해 상품 판
매 또는 서비스 제공을 현저히 효율화하는 것
4) 새로운 원재료, 부품 또는 반제품의 사용 또는 원재료, 부품 또는 반제품의 새로운
구입방식 도입에 의해 상품 생산과 관련되는 비용을 상당 정도 절감하는 것

자료: 「産業競争力強化法」(平成25年 法律 第98号)을 토대로 작성.

2) 특정사업재편계획
산업경쟁력강화법이 규정하는 특정사업재편이란 사업재편 중에서 둘 이상
의 사업자가 각각의 경영자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해당 사업자들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산성을 현저히 향상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12항).
[표 4-2]와 [그림 4-2]는 특정사업재편의 다양한 형태를 열거하고 있으나,
사업재편 중 기업이 자사 내부에서는 충분히 성장할 수 없지만 잠재 성장력을
갖고 있는 사업부문을 떼어 내어 다른 기업과 재편·통합하여 합작투자회사
(joint venture)를 설립한 다음, 모기업으로부터의 경영지원하에 경쟁력을 확
보하는 조치를 행하는 사업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이 제출하는 특
정사업재편계획이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구조의 변경’과 ‘수
요개척’ 양자 모두에 속해야 한다. 다만 산업활력법상의 경영자원융합계획과
는 달리 산업경쟁력강화법에서는 특정사업재편을 실시하는 둘 이상의 사업자
가 서로 다른 사업 분야에 속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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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특정사업재편에 대한 개념 정의
근거

정의
- 특정사업재편이란 상기 사업재편 중에서 둘 이상의 사업자가 각각의 경영자원
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해당 사업자들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산성을
현저히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아래 ①, ② 모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① 다음에 열거하는 조치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조변
경을 실시하는 것
1) 해당 둘 이상의 사업자들의 완전자회사(하나의 사업자가 설립일부터 발행한
주식의 전부를 보유하는 주식회사를 말함) 상호간 신설합병 또는 흡수합병
2) 해당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신설분할
3) 해당 둘 이상의 사업자가 어느 하나의 사업자의 완전자회사에, 해당 둘 이상
의 사업자 중 다른 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해 보유하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승하는 흡수분할

산업경쟁력강화법
제2조 제12항

4) 해당 둘 이상의 사업자 중 어느 하나의 사업자의 완전자회사가 실시하는 해
당 둘 이상의 사업자 중 다른 사업자로부터의 출자 수용
5) 해당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각각의 완전자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
득하는 회사의 설립
② 다음에 열거하는 회사(특정회사)* 중 어느 하나가 외국에서 새로운 “수요를
상당 정도 개척”하고, 또는 신상품 개발 등에 의해 국내에서 새로운 수요를 상
당 정도 개척하는 것
1) 앞 1)항의 신설합병에 의해 설립된 회사 또는 앞 1)항의 흡수합병 후 존속하
는 회사
2) 앞 2)항의 신설분할에 의해 설립되는 회사
3) 앞 3)항의 흡수분할에 의해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승
한 회사
4) 앞 4)항의 출자수용 회사
5) 앞 5)항의 회사설립에 의해 설립된 회사

주: * 특정회사란 둘 이상의 사업자가 새로 설립하는 합작투자회사(joint venture)를 의미함.
자료: 「産業競争力強化法」(平成25年 法律 第98号)을 토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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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특정사업재편계획상 사업의 구조변경 예시

주: 1) 완전자회사란 사업자가 설립일부터 계속해서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즉 100% 자회사를 의미함.
2) 그림 ⑤는 금전출자로 설립한 회사가 각 사업자의 완전자회사를 매수하는 예시임.
자료: 経済産業省, 「事業再編の促進について」(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7. 12),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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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승인 요건 및 절차
산업경쟁력강화법(2013년 12월 제정)이 규정하는 사업재편계획과 특정사
업재편계획의 승인요건은 [표 4-3]과 같은데, 사업재편계획은 계획기간이 3년
이내이고 특정사업재편계획은 10년 이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이들 사업
재편계획의 다른 요건은 산업활력법상 요건과 유사하다.
지면제약상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승인요건만을 살펴보면, 신청 사업자는 3년
이내의 사업재편계획 기간 내에 생산성향상, 재무건전성, 기타(고용에 대한 배
려), 사업구조의 변경, 전향적 조치 등 다섯 가지 요건을 충족하도록 사업재편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표 4-3 참고).
첫째, 생산성향상 관련 승인요건은 ① 사업재구축 개시 연도 대비 종료 연도
‘수정 ROA’(자산 당기순이익률)가 2%p 이상 개선될 것 ② 사업재구축 개시 연
도 대비 종료 연도 유형고정자산 회전율(유형고정자산 대비 매출액)이 5% 이
상 개선될 것 ③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액이 6% 이상 개선될 것인데, 이들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만을 달성할 전망이 있어도 무방하다.
둘째, 재무건전성 관련 승인요건을 보면, 사업재구축계획 3년 이내에 ① 현
금흐름(cash flow) 대비 이자부부채(利子付負債) 비율이 10배를 초과해서는
안 될 것 ② 경상수입이 경상지출보다 많을 것인데, 이들 두 가지 요건은 모두
충족해야 한다.
셋째, 고용에 대한 배려 요건은 사업재편에 대한 노사간의 충분한 협의와 사
업재편 시 고용안정 등에 충분히 배려할 것이다.
넷째, 사업구조의 변경 요건은 ① 합병 ② 회사의 분할 ③ 주식교환·주식이
전 ④ 사업 내지는 자산의 양수, 양도 ⑤ 출자 수용 ⑥ 타사 주식·지분 취득 ⑦
회사 설립 ⑧ 유한책임 사업조합에 대한 출자 ⑨ 시설·설비의 상당정도 철거인
데, 이들 아홉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다섯째, 전향적 조치 요건은 사업재편계획 기간 3년 이내에 ① 신상품, 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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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의 개발·생산·제공 시 기업의 총매출액 중 신상품, 신서비스의 비중이 1%
이상일 것 ② 상품의 새로운 생산방식 도입, 설비의 능률 향상 시 상품 1단위당
제조원가를 5% 이상 삭감할 것 ③ 상품의 새로운 판매방식 도입, 서비스의 새
로운 제공방식 도입 시에는 상품 1단위당 판매비를 5% 이상 삭감할 것 ④ 새로
운 원재료·부품·반제품 사용, 원재료·부품·반제품의 새로운 구입방식 도입 시
에는 상품 1단위당 제조원가를 5% 이상 삭감할 것인데, 이들 네 가지 요건 중
하나만을 충족해도 된다.

표 4-3. 산업경쟁력강화법상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요건
주요 요건
1. 계획기간

사업재편계획
3년 이내

특정사업재편계획
10년

계획 개시부터 3년 이내에 아래 조건 중 계획 개시부터 3년 이내에 아래 조건 중
2. 생산성 제고(사업
부문 단위)

3. 재무건전화
(기업단위)
4. 고용에 대한 배려

어느 하나라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될 것. 어느 하나라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될 것.
① 수정 ROA 2%p. 향상

① 수정 ROA 3%p. 향상

② 유형고정자산 회전율 5%p 향상

② 유형고정자산 회전율 10%p 향상

③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6% 향상

③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12% 향상

계획 개시부터 3년 이내에 아래 조건 모두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될 것.
① 이자부 부채/현금흐름(Cash Flow)≤10 ② 경상수입≥경상지출
관련 사업소의 노동조합 등과 협의하고, 계획추진 시 고용안정 등에 충분히 배
려할 것.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를 시행할 것.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를 시행할 것.

① 합병 ② 회사분할 ③ 주식교환, 주 ① 완전자회사 간 합병 ② 공동신설분
식이전 ④ 사업 또는 자산의 인수, 양도 할 ③ 다른 사업자가 완전자회사에 흡
5. 사업구조의 변경

⑤ 출자 수용 ⑥ 타회사 주식·지분의 수분할 ④ 완전자회사의 다른 사업자
취득 ⑦ 회사설립 ⑧ 유한책임사업조 로부터의 출자 수용 ⑤ 복수사업자의
합(벤처캐피털)에 대한 출자 ⑨ 시설· 완전자회사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여
설비의 상당 정도 폐기

회사 설립

계획 개시부터 3년 이내에 아래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될 것.
① 신상품, 신서비스의 개발·생산·제공 → 기업의 총매출액 중 신상품, 신서비
스의 비중이 1% 이상
② 상품의 새로운 생산방식 도입, 설비의 능률 향상 → 상품 1단위당 제조원가
6. 전향적 조치

를 5% 이상 삭감
③ 상품의 새로운 판매방식 도입, 서비스의 새로운 제공방식 도입 → 상품 1단
위당 판매비를 5% 이상 삭감
④ 새로운 원재료·부품·반제품 사용, 원재료·부품·반제품의 새로운 구입방식
도입 → 상품 1단위당 제조원가를 5% 이상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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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계속
주요 요건

사업재편계획

특정사업재편계획
계획 개시부터 3년 이내에 아래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될 것.
① 외국에서 새로운 수요를 상당 정도

7. 새로운 수요의 창출 해당 사항 없음.

개척할 것
② 국내에서 새로운 수요를 상당 정도
개척할 것
→ 매출액 증가율≥과거 3년간 동종업
종의 매출액 증가율+5%p
모든 신청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
혹은 그것에 준하는 방법으로 특정회
사*에 대해 경영지원을 할 것

8. 경영지원

해당 사항 없음.

① 사업에 전문적인 임직원 파견 ② 기
술 지원 ③ 판로개척 협력 ④ 자재조달
협력 ⑤ 제조·연구개발·관리업무 등의
수탁

주: * 특정회사란 특정사업재편을 거쳐 새로 설립된 회사를 말함.
자료: 経済産業省. 「事業再編の促進について」(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7. 12), p. 4.

산업경쟁력강화법상 사업재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주체는 대기업, 중소
기업을 불문하며,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체, 사업 협동조합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세제 특례는 법인에 한정된다. 사업자가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
아 사업재편을 실시하였음에도 3년 이내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기존 지
원조치를 회수 혹은 변상하도록 하는 제재조치는 없다. 이와 같은 ‘사태’를 미
연에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가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고 나서부터는 매년 추진
상황을 주무장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
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무부처에 직접 소명하도
록 하고 있다. 한편 사업재편 승인 이후 사업자가 당초 사업재편계획을 변경하
고자 하는 경우 주무장관의 승인을 거쳐 허용하고, 사업자가 사업재편에 필요
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주무장관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사업재편계획: 산업경쟁력강화법 제25조, 특정사업재편계획: 산업경쟁
력강화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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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 지원조치
일본 정부는 산업경쟁력강화법에 근거하여 사업재편계획과 특정사업재편계
획을 승인받은 기업에 대해 [표 4-4]와 같은 지원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와 같
은 사업재편 지원조치는 세제지원, 금융지원, 회사법 특례, 민법 특례, 연구조
합법 특례, LPS(벤처캐피털)법 특례, 독점금지법 특례 등 일곱 가지 범주로 구
분할 수 있다.
산업경쟁력강화법 체제하에서도 산업활력법상 사업재편 지원체계(표 3-3 참
고)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산업경쟁력강화법 제정과 함께 신설
혹은 확대한 지원조치는 사업재편촉진세제(신설), 등록면허세 경감(확대)이고
자원생산성혁신계획에 적용하는 인허가 특례(물류관계사업법의 인허가 취득·
변경 간주 특례)는 제도 폐지와 함께 소멸되었다.

표 4-4. 산업경쟁력강화법상 사업재편 관련 정부 지원조치
구분

지원조치(근거법령)
사업재편촉진세제: 특정사업재편투자손실준비금
(조세특별조치법 제55조 제3항, 제68조 43의 제3항)

세제지원

등록면허세 경감
(조세특별조치법 제80조 제1항)
채권포기 시 자산평가손의 손실처리
(법인세법 제33조 제2항)
계획추진에 필요한 자금 융자: 지정금융기관
(산업경쟁력강화법 제39조)

금융지원

사업
재편계획

특정사업
재편계획

비고

해당 무

○

신설

○

○

확대

○

○

○

○

〃

○

○

〃

○

해당 무

〃

○

○

〃

기존
제도

중소기업의 계획추진에 필요한 자금의 차입·회사채에
관한 채무보증: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산업경쟁력강화법 제38조)
약식조직재편: 조직재편의 원활화

회사법 특례

(산업경쟁력강화법 제32조)
현물출자 시 검사역의 조사 면제 등: 현물출자의 원활화
(산업경쟁력강화법 제29조,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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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계속
지원조치(근거법령)

사업
재편계획

특정사업
재편계획

비고

감자와 주식병합의 동시 추진(주주총회 생략): 주식병
합의 원활화
(산업경쟁력강화법 제33조)

○

○

〃

자사주를 대가로 하는 공개매수(TOB) 특례
(산업경쟁력강화법 제34조)

○

해당 무

〃

완전자회사화절차에 관한 특례: 완전자회사화의 원활화
(산업경쟁력강화법 제35조)

○

해당 무

〃

민법 특례

사업양도 시 채권자 동의 간주
(산업경쟁력강화법 제36조)

○

○

〃

연구조합법
특례

연구조합의 조직변경
(산업경쟁력강화법 제36조)

○

○

〃

LPS법*
특례

외국주식 등의 취득 규제 면제
(산업경쟁력강화법 제37조)

○

○

〃

독점금지법
특례

기업결합 시 주무장관과 공정위와의 협의
(산업경쟁력강화법 제28조)

○

○

〃

구분

회사법 특례

주: * LPS법이란 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계약에 관한 법률을 말하고, LPS는 벤처캐피털(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을 의미함.
자료: 経済産業省. 「事業再編の促進について」(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7. 12), p. 7.

가. 세제지원
2013년에 제정된 산업경쟁력강화법은 산업활력법에서는 규정하지 않았던
‘특정사업재편 투자손실준비금’이라는 사업재편촉진세제를 도입한 점이 특징
이다.40) 전술한 바와 같이 특정사업재편이란 사업재편 중 둘 이상의 사업자가
각각의 경영자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해당 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
부의 생산성을 현저히 향상하고자 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산업경쟁력강화법 규
정에 의해 특정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자는 사업재편촉진세제를 적용
받게 된다. 즉 특정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자가 ‘특정주식 등’41)의 취득
40) pwc(2013), pp. 2∼3; 経済産業省, 「事業再編の促進について」(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7. 12),
p. 8.
41) ‘특정주식 등’이란 첫째, 특정사업재편계획에 의거하여 새로 설립한 회사, 즉 ‘특정회사’가 다음 네 가지
중 한 가지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출자 포함)을 말한다. ① 설립 내지는 자본금 증가에 필요한 금전의 불입
② 합병 ③ 분사형 분할 ④ 현물출자. 둘째, 특정회사에 대한 대출금 관련 채권도 ‘특정주식 등’에 포함된다.

제4장 산업경쟁력강화법과 사업재편 • 59

가액을 준비금으로 적립할 경우, 해당 사업 연도의 소득 산정 시 손실 처리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특정사업재편 투자손실준비금’ 제도는 정부가 특정사업
계획 사업자에게 주가폭락이나 대출손실 등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리스크 자금
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3]은 특정사업재편 투자손실 준비금 제도를 예시한 것인데, 사업자
(출자회사)는 특정사업재편계획에 의거하여 새로 설립한 회사 ‘특정회사’에 대
한 출자금과 대출금의 70%를 한도로 ‘투자손실 준비금’을 적립하여, 이를 과세
소득 산정 시 손실 처리할 수 있다. 적립기간은 승인일로부터 최대 10년이고,
준비금은 적립기간 종료일의 차기 사업 연도부터 5년간 매년 균등하게 나누어
이익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정회사가 설립 후 3년 연속 영업이
익을 계상하면 적립기간은 종료되고, 적립금은 그때부터 적립기간과 동일기간
(최대 5년)에 걸쳐 균등하게 나누어 이익 처리한다.

그림 4-3. 특정사업재편 투자손실 준비금 제도

주: * 예를 들어 사업재편 후 9년째에 특정회사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투자손실 적립금을 일괄적으로 이익으로 계상한다는
의미임.
자료: 経済産業省, 「事業再編の促進について」(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7. 29),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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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는 산업경쟁력강화법 제정에 맞춰 일본 정부가 개정한 조세특별조
치법(2014년 6월, 제80조, 제81조 제5항) 중 등록면허세 경감조치에 관한 부
분을 정리한 것이다.42) 1999년 이후 산업활력법 제정·개정에 맞춰 조세특별
조치법을 개정한 것처럼, 이번 개정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등록면허세 특례조치의 대상자는 산업경쟁력강화법에 의거하여 사업재편계
획과 특정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자이다. 이들 사업자는 사업재편 승인
계획대로 합병, 회사분할, 사업 내지는 사업에 필요한 자산의 인수, 합병 등 사
업구조의 변경을 수반하는 증자, 회사설립 등을 시행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를
[표 4-5]와 같이 경감받는다.

표 4-5. 조세특별조치법상의 등록면허세 경감조치 내역
(단위: %)

일반 세율

조세특별조치법상
특례

회사설립, 증자

0.7

0.35

합병

0.15

0.1

( ) 부분

(증자를 수반하는 합병)

0.7

0.35

제3호

분할에 의한 설립 또는 증자

0.7

0.5

1.51)

1.6

제80조 제1항

지원대상

제1호
제2호

제4호

부동산 소유권 취득

토지
건물

선박 소유권 취득

제5호

2.0

1.6

2.8

2.3

0.4

0.2

합병 시

부동산
선박

0.4

0.3

분할 시

부동산

1.82)

0.4

선박

2.8

2.3

주: 1) 2015년 3월까지의 경감조치(조세특별조치법 제72조) 기준.
2) 2015년 3월까지의 경감조치(조세특별조치법 제81조) 기준.
자료: 経済産業省, 「事業再編の促進について」(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7. 29), p. 9.

42) 経済産業省, 「事業再編の促進について」(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7. 29), p. 9; 経済産業省 編
(2014), p.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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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그림 4-4]는 채권포기가 포함된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자산평가손의
회계처리를 예시한 것이다. 채권자로부터의 채권포기를 명시한 사업재편계획
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사업재편이라면 추가 서류제출과 절차를 전제로 승인
이 가능하고, 다음과 같은 자산평가손의 손실처리를 인정한다. 즉 사업재편과
정에서 채무면제를 받은 기업은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
야 하나,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후 자산 재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자산평가손에
대해서는 손실처리를 인정하는 방법으로 납세부담을 낮추어 주는 것이다. 다만
상기 손실 회계처리는 민사재생법 규정에 의한 재생절차와 동일하게 법인세법
제33조 제2항에 의거한 것이다.43)
[그림 4-4]를 예로 들어 보면, 사업재편 이전 장부가액 자산은 100이나 실제
시가는 50에 불과하고, 채무면제 이익과 자산평가손을 고려하기 전 단계에 과
세소득이 40인 기업의 경우, 채권자와 30만큼의 채권포기 합의가 이루어지고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면 이 기업으로서는 채무면제 이익 30과 과세소득 40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나, 자산평가손 50을 손실로 인정받아 결국 20에 대
해서만 법인세를 납부하면 된다.44)
그림 4-4. 채무면제 후 자산평가손의 회계처리 예시

자료: 経済産業省, 「事業再編の促進について」(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7. 29), p. 10.
43) 経済産業省, 「事業再編の促進について」(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7. 29), p. 10.
44) 위의 자료,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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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금융지원
산업경쟁력강화법은 산업활력법과 마찬가지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
업에게 첫째, ‘지정금융기관’45)의 장기·저리 자금 융자, 둘째, 중소기업의 경
우 채무보증이라는 금융지원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지정금융기관’의 장기·저리 자금 융자 제도는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
은 사업자 또는 그 관계 사업자, 그리고 특정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자
또는 그 ‘특정회사’가 사업재편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 장기자금을 융자해 주는
제도이다. 융자대상은 융자기간이 5년 이상이고 조달규모가 50억 엔 이상 또
는 과거 3년간 투자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다만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자에게 융자를 실시하는 지정금융기관에 대해 일본정책금융공고(日本政策
金融公庫)가 재정투융자자금을 장기·저리 대출한다는 의미에서 ‘투 스텝 론
(two-step loan)’이라고 부른다(그림 4-5 참고).46)

그림 4-5. 지정금융기관의 장기·저리 자금 융자 제도

주: * 지정금융기관으로는 일본정책투자은행을 지정함.
자료: 経済産業省, 「事業再編の促進について」(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7. 29), p. 11.
45) ‘지정금융기관’은 사업재편 또는 특정사업재편을 실시하는 사업자에게 대부업무가 적절하고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 중 주무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経済産業省 編 2014,
p. 206).
46) 経済産業省, 「事業再編の促進について」(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7. 29),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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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중소기업에 대한 채무보증 제도는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자
또는 그 관계 사업자, 그리고 특정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자 또는 그 ‘특
정회사’가 해당 계획에 대해 필요한 자금융자를 받는 경우, 일정 비율에 대해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中小企業基盤整備機構)가 채무보증을 하는 제도이다.
다만 보증한도는 25억 엔이고, 보증비율은 50%, 보증기간은 설비자금 10년
이내, 운전자금 5년 이내이다.47)

다. 회사법 특례
1) 산업경쟁력강화법상 회사법 특례조치
2013년 12월에 제정된 산업경쟁력강화법이 규정하는 회사법 특례는 [표
4-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약식조직재편, 현물출자 시 검사역의 조사 면제, 감
자와 주식 병합의 동시 추진(주주총회 생략), 자사주를 대가로 하는 공개매수
(TOB) 특례, 완전자회사화절차에 관한 특례 등 다섯 가지이다.
첫째, 약식조직재편과 관련하여 회사법에 따르면 90% 이상의 의결권을 갖
고 있는 자회사와 해당 모회사의 조직재편 행위는 모회사의 이사회 의결만으로
가능하나, 산업경쟁력강화법의 승인을 받게 되면 신청 기업이 2/3 이상의 의결
권을 갖고 있는 자회사가 그룹 내에서 합병과 같은 조직재편 행위를 하는 경우,
그 규모와 상관없이 자회사의 이사회 의결만으로도 가능하다. 다만 반대주주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이나 채권자에 대한 통지 등은 회사법 규정을 적용한다.
이와 같은 특례는 주주총회 소집에 드는 비용을 절약하고, 이사회에 의한 기동
적인 조직재편을 가능케 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48)

47) 経済産業省, 「事業再編の促進について」(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7. 29), p. 12.
48) 経済産業省 編(2014), pp. 165∼168; 経済産業省, 「事業再編の促進について」(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7. 29),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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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현물출자 시 검사역의 조사 면제란 회사법상으로는 현물출자나 재산
인수를 하는 경우 재산이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검사역 또는 변호사 등의 조사
를 요하나, ① 산업활력법의 승인을 받으면 현물출자에 대한 이들 검사역과 같
은 제3자의 검사가 필요하지 않고 이사의 조사만으로 충분하며 ② 기술연구조
합이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도 산업활력법의 승인을 받으면 현물출
자에 대한 검사역과 같은 제3자의 검사가 불필요함을 의미한다.49) 1999년 산
업활력법 제정, 2002년 상법 개정, 2003년 산업활력법 개정을 거치면서 현물
출자 시 검사역 조사제도에 대해 특례를 설정하고 일부 경우에는 철폐하기도
하였으나 2005년 회사법 제정 당시의 회사법에서는 사후설립의 일부 경우에
한하여 검사역제도를 철폐한 것이어서, 산업경쟁력강화법(제29조, 제30조)에
서는 회사 설립이나 주식모집 시에는 검사역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특례조
치를 도입한 것이다.
셋째, 감자와 주식병합의 동시 추진 시 주주총회 생략과 관련해서는 회사법
은 주식병합에 대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산업경쟁력강화
법에서는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자 또는 그 관계 사업자, 그리고 특정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자 또는 그 ‘특정회사’인 주식회사가 감자와 동
시에 주식병합을 하는 경우 기존 주주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면 특별결의를 면
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주식병합과 단원50)의 주식 수 감소(감자)를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 각 주주가 보유하는 의결권에는 변화가 없어야 한다.51)
넷째, 자사주를 대가로 하는 공개매수(TOB) 특례란 어떤 회사(매입회사)가
다른 회사(대상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자사주를 대가로 공개매수를
하는 경우, 회사법상으로는 모집주식을 발행해야 하나, 산업경쟁력강화법의
49) 経済産業省 編(2014), pp. 171∼172; 経済産業省, 「事業再編の促進について」(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7. 29), p. 13.
50) 단원(單元)이란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나 주식 매매의 원활화를 위해 설정한 일정한 수량의 주식 수를
의미한다.
51) 経済産業省 編(2014), p. 173; 経済産業省, 「事業再編の促進について」(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7. 29),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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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을 받게 되면, 매입회사는 불입금액 대신 자사주와 대상회사 주식 간 교
환비율을 정할 수 있고, 현물출자규제나 유리발행규제도 적용받지 않게 되
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특례는 자사주를 대가로 하는 공개매수를 촉진
하고, 거액의 금전을 교부하지 않고 공개매수를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이점이
있다.52)
다섯째, 완전자회사화 절차에 관한 특례란 산업경쟁력강화법상 사업재편계
획을 승인받은 사업자에 대해, ① 공개매수(TOB) 결과 대상 회사의 총 의결권
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② 공개매수 대가에 상응하는 대가가 완전자회
사화 때 대상 회사의 주주에 할당된다는 조건하에서 회사법상 절차를 생략하
여 완전자회사화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회사법상
절차란 ‘전부취득조항부 종류 주식’53)을 이용하여 완전자회사화를 실시하는
경우, 대상 회사의 주주총회를 거쳐 특별 의결에 의해 정관 변경 등이 필요하
고, 나아가 주주에 대가로 현금을 교부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함을 의
미한다.54)

2) 2018년 6월 개정 산업경쟁력강화법상 회사법 특례조치
2018년 6월 개정된 산업경쟁력강화법은 자사주를 이용한 M&A 활성화, 주
식 매도청구제도 요건 완화, 스핀오프(spin-off) 활성화 등 세 가지 관련 사안
에 대한 특례제도를 도입하였다.

52) 経済産業省 編(2014), pp. 182∼189; 経済産業省, 「事業再編の促進について」(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7. 29), p. 13.
53) 본고 제3장 “3) 2011년 개정 산업활력법상 회사법 특례” 부분 참고.
54) 経済産業省 編(2014), pp. 192∼195; 経済産業省, 「事業再編の促進について」(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7. 29),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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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사주를 이용한 M&A 활성화
일본 정부는 미국 기업과 영국 기업의 M&A 거래에서 TOB(Take-Over
Bid, 주식공개매입)의 대가(代價)로 주식을 이용하는 비율이 각각 50%, 80%인
데 반해 자국의 경우는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개정 산업경쟁력강화법의
회사법 특례로써 기업이 자사주를 이용하여 M&A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어느 기업이 거액의 현금·예금을 보유하기에는 기회비용이 따를 뿐만 아니라
유동성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수 대상 회사의 주주에게 자사주를 대가
로 지불하는 것을 허용하면 M&A의 선택폭이 넓어지고, 특히 시장에서 고평가
를 받고 있지만 R&D 투자 등으로 현금·예금에 여유가 없는 신흥기업의 대담
한 사업재편과 투자촉진에 의한 생산성 제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였다.55)
지금까지 일본에서 주식을 대가(代價)로 한 M&A가 전무한 이유로는 첫째,
회사법상 주식교환과 현물출자에 대한 규제, 둘째, 2011년 개정 산업활력법상
회사법 특례의 한계, 셋째, 세제지원조치 부재 등 세 가지를 거론한다.56)
첫째, 현행 회사법상 주식 대가 M&A는 주식교환과 현물출자 등 두 가지 방
법이 가능하지만, 주식교환은 매수대상 회사가 외국회사이거나 완전자회사화
하지 않는 이상 이용할 수 없다. 회사법상 주식교환은 대상 회사의 주식을 전부
취득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대상 회사는 일본의 주식회사로 국한되기 때문이
다. 현물출자 역시 원칙상 검사역 조사가 필요하고, 매수회사가 M&A 목적으
로 주식을 발행할 때 매수 대상회사 주식의 가격에 프리미엄을 얹은 비율을 설
정할 경우 해당 주식발행은 유리발행57)이 될 수 있어 매수회사가 공개회사이
더라도 모집사항 결정 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회사법 제199조 제2
항, 제3항, 제201조 제1항, 제309조 제2항 제5조). 이때 전자는 현물출자 규
제라고 하고 후자는 유리발행 규제라고 한다.
55) 「M&Aの対価としての自社株式」(2018), 『日本経済新聞』. (3月 16日)
56) 이하 내용은 関口智弘, 具嶋光弘(2018) 참고.
57) 유리발행(有利發行)이란 무상공여처럼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가격 이하로 제3자 할당 증자
또는 스톡옵션 부여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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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2011년 개정 산업활력법에서는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재편계
획에 의거하여 자사주를 대가로 TOB를 실시하는 경우, 상기 현물출자 규제와
유리발행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회사법 특례를 도입하였다. 2013년에 제정된
산업경쟁력강화법은 이들 특례조치를 계승하였는데, 이들 특례는 적용범위를
TOB에 의해 매수대상 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어 비상장회
사 매수 시에는 이용할 수 없다.
셋째, 현행 세법상 기업이 주식 대가 M&A를 실시하는 경우 매수대상 회사
의 주주에 대해 과세이연 조치가 없다는 점도 주식 대가 M&A를 저해한 요소로
지적되었다.
2018년 6월에 개정된 산업경쟁력강화법은 위와 같은 비판들을 수용한 것이
다. 즉 회사법상 현물출자 규제, 유리발행 규제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회사법
특례의 적용요건을 완화하고, 매수대상 회사 주주에 대한 과세이연에 관한 규
정을 도입하였다.58)
첫째, 과거에는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자가 외국 회사를 포함한 매
수대상 회사를 주식교환에 의해 관계사업자59)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자 할 경우에만 특례조치를 활용할 수 있었으나, 관계사업자(외국 회사 포함)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특례조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
다(산업경쟁력강화법 제32조).
둘째, 2011년 개정 산업활력법에 도입한 회사법 특례는 사업재편계획을 승
인(인증)받은 사업자가 공개매수에 의해 대상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하였으나, 2018년 개정 산업경쟁력강화법에서는 “인증 사업자가 양도 등
상대거래60)에 의해 대상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 특례 요건을 완화하
58) 関口智弘, 具嶋光弘(2018); 経済産業省(2018), 「生産性向上特別措置法案,産業競争力強化法等の一部
を改正する法律案について」(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10. 22), p. 15.
59) 관계사업자란 “사업자 중 다른 사업자가 그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산업경
쟁력강화법 제2조 제8항)인데, 예를 들어 ① 50% 이상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경우 ② 40% 이상 50% 미
만의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임원 등을 50% 이상 파견하고 있는 경우(산업경쟁력강화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호, 제2호)가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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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즉 공개매수 이외의 방법에 의한 상장회사 주식의 취득이나 비상장회사
의 매수 등에도 현물출자규제나 유리발행규제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회사법 특
례의 적용범위를 넓혔다.
셋째, 사업재편계획 중 특별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실시한 자
사주 대가주식취득에 응한 주주에게는 주식의 양도손익에 대한 과세이연 조치
를 인정하였다.
나) 주식 매도청구제도 요건 완화: 캐시아웃(Cash Out)을 통한 완전자회사화
일반적으로 주주 전원의 동의 없이도 완전자회사화를 가능케 하는 수단은
주식교환(equity swap)이다. 주식교환은 회사가 다른 회사를 경영통합이나
매수 목적으로 또는 이미 자회사인 회사를 완전자회사화하는 경우처럼 그룹재
편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회사가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화하는 경우 주
식양도 방법으로 그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매입하려면 다수의 주주 전원을
상대로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매우 번잡하기 때문이다. 주식교환의 경
우, 회사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실시할 수 있는데 원칙상 주주총회에서 특별결
의로 가능하다(회사법 제309조 제2항 제12호). 다만 상장회사를 ‘완전자회사
화’하는 주식교환의 경우는 완전자회사화하고자 하는 회사의 주식을 우선
TOB 방식으로 2/3 이상 취득하고 나서 주식교환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 요컨대 주식교환에 의한 완전자회사화는 주주가 2/3 이상의 의결권을 보유
하고 있어야만 가능하다.61)
2014년 회사법 개정에서는 의결권을 9/10 이상 보유하고 있는 특별지배주
주는 그 회사의 승인을 얻는 것 등을 전제로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강제적으
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지배주주의 주식 등 매도청구권’(회사법 제179
조) 제도를 신설하였다.62) 이 제도는 특별지배주주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
60)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직접 매수자(buyer)와 매도자(seller)가 당사자 간 거래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61) 石田宗弘(2016), 「株式移転とはどのような手法か、またどのような場面で用いられるか」(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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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지 않고 소액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주식, 신주예약권, 신주예약권부
사채)의 전부를 소액주주의 개별 승낙 없이 직접 금전을 대가(代價)로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2014년 회사법 개정 이전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 행사하는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의 취득이 유일한 캐시아웃 수단이었
으나, 이 방법을 이용하여 완전자회사화 절차를 밟을 경우, 대상 회사의 주주총
회 특별 결의를 거친 정관 변경 등이 필요하고, 주주에 대가로 현금을 교부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2018년 6월에 개정된 산업경쟁력강화법에서는 2014년 개정 회사법이 신설
한 ‘특별지배주주의 주식 등 매도청구권’ 요건을 9/10 이상의 의결권 보유에서
2/3 이상의 의결권 보유로 완화하였다(산업경쟁력강화법 제35조).63)
다) 스핀오프(spin-off) 활성화
현행 회사법에서는 기업이 스핀오프 시 현물배당을 하고자 할 때에는 주주
총회의 특별결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개정 산업경쟁력강화법에서는 “독립한
회사의 주식이 지체 없이 상장 예정”이라는 요건을 총족하면 주주총회의 특별
의결을 생략하도록 하고, 금전배당과 마찬가지로 이사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
보통결의를 통해 스핀오프를 실시하도록 허용하였다. 2017년 세제개정에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스핀오프를 실시하는 회사에 대해 양도손익이나 주
주 배당에 대한 과세이연 조치를 허용하였다.64)

62) 田島, 寺西法律事務所(2016), 「特別支配株主の株式等売渡請求」(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9. 18).
63) 経済産業省(2018a), 「生産性向上特別措置法案,産業競争力強化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について」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10. 22), p. 17.
64) 経済産業省(2018b), 「生産性向上特別措置法案,産業競争力強化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について」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10. 22),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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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민법 특례
일반적으로 사업재편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구조의 변경”을 위해 ‘사
업 양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사업양도와 더불어 사업과 관련하여 발
생한 채무도 사업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 이전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
우 기업이 사업양도 시 채무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로부터 개별적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산업경쟁력강화의 사업재편 승인을 받게 되면, 기업
이 채권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통지(催告)하고, 1개월 이내에 답변이 없으면 채
권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채무를 이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례는 기업
의 사업양도 시 채권자로부터 개별적 동의를 구하는 데 드는 시간과 금전적 비
용을 절약해 주는 효과가 있다.65)

마. LPS법 특례
산업경쟁력강화법이 규정하는 LPS(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 벤처캐피털)법
특례란 벤처캐피털의 외국주식 취득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서, 조합원의 출자총
액 중 50% 미만에서만 외국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한
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법(제3조 제1항에 특례를 부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산
업경쟁력강화법에 의거하여 국내 사업자가 외국 자회사를 활용하는 사업재구
축계획을 승인받으면, 해당 외국 자회사는 해당 국내 사업자의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출자총액의 50%를 넘는 출자도
허용하였다.66)

65) 経済産業省 編(2014), pp.196∼197.
66) 経済産業省 編(2014), p.199.

제4장 산업경쟁력강화법과 사업재편 • 71

바. 독점금지법 특례
산업경쟁력강화법은 사업재편계획이나 특정사업재편계획에서 사업자에 의
한 공동출자회사 설립, 합병 등의 조직재편을 상정하는데, 예를 들어 대기업에
서 대기업으로의 영업양도나 복수 사업자의 공동출자 자회사 설립에 의한 사업
의 공동화와 같은 사례는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 산업경쟁력강화법
은 사업재편계획이 명백하게 독점금지법을 위반하는 경우, 주무장관은 승인하
고자 하는 사업재편 계획에 대해 공정위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산업경쟁
력강화법 제28조). 주무장관은 이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판단을 내린다
(그림 4-6 참고). 주무장관과 공정위의 협의는 사업재편계획이 적정한 경쟁조
건을 확보하고 있는가를 놓고 양자의 판단에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67)
다만 주무장관과 공정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는 합병·공동주식이전, 공동신
설분할, 흡수분할, 주식취득, 사업양도 등으로 나누어 [표 4-6]과 같이 규정
한다.

그림 4-6. 주무장관과 공정위 간 협의 제도

자료: 経済産業省, 「事業再編の促進について」(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7. 29), p. 14.

67) 経済産業省編(2014), pp. 160∼161; 経済産業省, 「事業再編の促進について」(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7. 29),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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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주무장관과 공정위 간 협의 요건
합병·공동주식이전1)
공동신설분할1)
흡수분할1)
주식취득1)
사업 등 양도1)
기타

한쪽 회사: 국내 매출액 합계액2)

200억 엔 초과

다른 쪽 회사: 국내 매출액 합계액 50억 엔 초과
한쪽 회사: 국내 매출액 합계액

200억 엔 초과

다른 쪽 회사: 국내 매출액 합계액 50억 엔 초과 등
분할 측 회사: 국내 매출액 합계액 200억 엔 초과
승계 측 회사: 국내 매출액 합계액 50억 엔 초과 등
취득 측 회사: 국내 매출액 합계액 200억 엔 초과
발행 측 회사: 국내 매출액 합계액3) 30억 엔 초과 등
인수 측 회사: 국내 매출액 합계액 200억 엔 초과
양도 측 회사: 인수 대상 부분의 국내 매출액 30억 엔 초과 등
한쪽 회사: 국내 매출액 합계액2)

200억 엔 초과

다른 쪽 회사: 국내 매출액 합계액 50억 엔 초과

주: 1) 독점금지법상 신고가 필요한 경우 협의를 진행함.
2) 국내 매출액 합계액은 당사자의 모회사, 자회사, 형제회사 등 지배관계를 갖는 회사의 국내 매출액을 포함함.
3) 주식취득의 경우, 발행 측 회사의 의결권을 20% 초과 혹은 50%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만 협의 대상이고, 발행 측
회사의 국내 매출액 합계액은 당사자와 그 자회사의 국내 매출액 합계임.
자료: 経済産業省, 「事業再編の促進について」(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7. 29),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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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1. 일본에서의 산업활력법과 산업경쟁력강화법의
시행 성과
가. 경제적 측면: 활용 실적
1) 산업활력법
본고는 일본의 산업활력법과 산업경쟁력강화법이 어느 정도의 거시·경제적
성과를 거두었는가를 평가하지 않고, 실제 기업들이 어느 정도 법률을 활용하
여 사업재편을 실행하였는지 그 활용 실적으로 평가를 대신한다.
[표 5-1]은 일본 기업들이 사업재편에서 산업활력법을 어느 정도 활용하였
는가를 산업활력법이 규정하는 사업재편 유형별로 정리한 것이다. 1998년 8
월 산업활력법 제정 이후 2013년 12월 산업경쟁력강화법이 제정되기까지 기
업들이 가장 많이 활용한 사업재편 유형은 총 518건의 사업재구축계획이고,
2003년 4월 개정 이후 추가되었던 경영자원재활용계획(총 56건, 2003년 4월
∼2013년 12월), 자원생산성혁신계획(총 21건, 2009년 4월∼2013년 12월)
등 다른 사업재편 유형은 사업재구축계획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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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산업활력법 활용 사업재편 승인 실적(1999년 8월∼2013년 12월)
연도

사업재구축계획
승인 건수

경영자원재활용
계획

자원생산성혁신계획

기타*

합계

1999

7

-

-

-

7

2000

54

-

-

-

54

2001

57

-

-

-

57

2002

57

-

-

-

57

2003

59

11

-

7

77

2004

62

11

-

2

75

2005

64

12

-

-

76

2006

34

4

-

1

39

2007

20

2

-

-

22

2008

17

3

-

1

21

2009

19

3

6

2

30

2010

20

3

8

1

32

2011

23

3

3

2

31

2012

17

4

3

-

24

2013

7

-

1

1

9

합계

518

56

21

17

612

주: * 공동사업재편계획(2003년 4월∼2009년 3월) 7건, 사업혁신설비도입계획(2003년 4월∼2011년 4월) 3건, 자원제약
대응제품 생산설비도입계획(2009년 4월∼2013년 12월) 2건, 경영자원융합계획(2007년 4월∼2013년 12월) 4건,
사업혁신신상품 생산설비도입계획(2003년 4월∼2013년 12월) 1건임.
자료: 経済産業省, 「認定実績一覧: 平成15年改正前の認定実績一覧」(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８. 18); 経済産業省,
「認定実績一覧:平成15年改正後の認定実績一覧」(온라인 자료, 2018. ８. 18)을 참고하여 작성.

산업활력법이 규정하는 모든 사업재편 유형을 총괄하여 연도별로 보면 산업
활력법을 제정하고 2차 개정(2007년 4월) 이전의 시기였던 2000년부터 2005
년까지의 기간에 걸쳐 활용 실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 시기는 버블
경제 후 1997년의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일본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통한 부채
해소, 기업 실적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한 시기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그림
5-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99년부터 일본 기업들은 국내 M&A 건수를 매
년 늘리기 시작했는데, 이와 같은 국내 기업들의 M&A에 대한 ‘수요’ 확대를 정
부가 산업활력법 제정으로 충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68)
68) 本田則恵(2005, pp. 29∼31)는 2003년 산업활력법 개정 이후 활용 실적이 크게 증가한 이유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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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일본 기업 간 M&A(인바운드) 추이(1999∼2013년)
(단위: 건수, 백만 달러)

자료: Thomson Reuters Eikon DB(검색일: 2018. 12. 3).

[표 5-2]와 [표 5-3]은 산업활력법의 1차 개정이 이루어진 2003년 4월을 전
후로 산업활력법을 활용한 사업재편 승인 실적을 정부 지원조치를 중심으로 정
리한 것이다. 기간을 위와 같이 둘로 구분한 이유는 2003년 4월 1차 개정 시 정
부 지원조치가 대폭 확충되었기 때문이다. 먼저 산업활력법이 제정된 1999년
8월부터 2003년 3월까지의 실적을 보면, 정부 지원조치 중 기업들이 가장 많
이 활용한 것은 세제 지원조치이다. 총 204개 승인 기업 중 184개 기업이 등록
면허세 경감, 부동산취득세 경감, 설비폐기에 따른 결손금 특례 등의 세제 지원
조치를 활용하였다. 그다음으로 활용 실적이 많은 정부 지원조치는 정부계 금
융기관의 저리융자(44개 기업), 검사역 조사 특례(26개 기업)의 순이다.

로서, 산업재생기구(産業再生機構, 2003년 4월∼2007년 6월)의 지원대상 사업자가 동시에 산업활력
법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당시 일본 경제산업성은 기업의 과잉채무 ‘구
조’를 초래한 공급과잉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M&A에 주목하였고,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
해 사업재편에 관한 각종 지원조치와 상법상의 특례조치를 2003년 4월의 산업활력법 개정에 담았음
에도, 실제로는 산업재생기구의 지원을 받는 부실기업의 상당수가 산업활력법상 사업재편계획을 제
출·승인받았다. 요컨대 일본의 산업활력법은 당초 그 취지는 기업의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통한 기업
실적 개선에 있었지만, 법 운용 과정에서는 법 자체가 부실기업의 구제조치로도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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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산업활력법: 정부 지원조치별 사업재편계획 승인 실적(1999년 8월∼2003년 3월)
(단위: 건, %)

구분

지원조치
검사역 조사 특례

건수

12.7

3

1.5

상법 특례 스톡옵션 특례
무의결권주식 발행 특례
세제지원
금융지원

비율*

26
1

0.5

184

90.2

정부계 금융기관의 저리융자

44

21.6

산업기반정비기금의 채무보증

6

2.9

등록면허세 경감, 부동산취득세 경감, 설비폐기에 따른 결손금 특례 등

주: * 전체 승인기업 204개 기업 중 해당 지원조치를 활용한 기업의 비율을 의미함.
자료: 経済産業省, 「認定実績一覧: 平成15年改正前の認定実績一覧」(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８. 18)을 참고하여 작성.

산업활력법의 1차 개정 이후의 기간 동안에도 기업들이 산업활력법을 활용
한 가장 큰 정부 지원조치는 전체 408개 기업 중 342개 기업(83.8%)이 활용한
등록면허세 경감이다. 그다음으로는 승인 기업의 15.7%가 활용한 상법상 검사
역 조사 특례, 간이조직재편 특례(8.8%), 합병 등 대가의 유연화(7.8%)에 대한
수요가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3. 산업활력법: 정부 지원조치별 사업재편계획 승인 실적(2003년 4월∼2013년 12월)
(단위: 건, %)

구분

지원조치

64

15.7

간이조직재편

36

8.8

0

0

32

7.8

0

0

합병 등 대가의 유연화
분할 시의 최고

세제지원

비율*

검사역 조사 특례
상법·회사 자회사 주식의 배당
법 특례

건수

감자절차의 간소화(주식병합)

13

3.2

자산평가손의 손금산입(損金算入)

45

11.0

사업혁신설비의 특별상각

22

5.4

342

83.8

1

0.2

등록면허세 경감
결손금 이월 등
공동현물출자
부동산취득세 경감

0

0

34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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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계속
구분

금융지원

민법특례

지원조치

건수

비율*

일본정책투자은행

35

3개 중소금융기관

3

0.7

23

5.6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8.6

신용보증협회

1

0.2

장기자금조달지원

1

0.2

사업양도의 최고

8

2.0

주: * 전체 승인기업 408개 기업 중 해당 지원조치를 활용한 기업의 비율을 의미함.
자료: 経済産業省, 「認定実績一覧: 平成15年改正後の認定実績一覧」(온라인 자료, 2018. ８. 18)을 참고하여 작성.

산업활력법과 산업경쟁력강화법(후술)이 규정하는 각종 정부 지원조치 중
등록면허세 경감(세제지원)의 활용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이들 법률
상의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회사를 신설할 경우, 회사규모가 작으면
그다지 효과가 크지 않으나 대기업이라면 등록세를 7/1,000에서 3.5/1,000으
로 감면해 주는 세제 지원조치는 무시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2014년
1월 히타찌제작소(日立製作所)와 미쓰비시중공업(三菱重工業)은 화력발전시스
템 사업부문을 통합하여 회사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산업경쟁력강화법을 활용
하였는데, 그때 등록세 감면액은 약 20억 엔에 달한다.69)
한편 상법·회사법상 특례조치에 대한 ‘활용도’가 세제지원에 비해 낮은 이유
로는 기업들이 실제 활용한 특례조치들은 시기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산업활력법이 규정하는 상법·회사법상 특례가 상법·회사법에 ‘일반화’
(후술)됨에 따라 해당 특례조치를 활용하기 위해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신청
할 필요가 사라진 점을 들 수 있다.70) 즉 상법·회사법상 특례조치의 활용 건수
를 등록면허세 경감과 같은 세제 지원조치 활용 건수와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
가 뒤따른다.
그럼에도 산업활력법이 규정하는 상법·회사법상 특례조치 중 검사역 조사
69) 일본 경제산업성 사업재편 관련 담당자 인터뷰(2018. 10. 23, 도쿄).
70) 関雄太(2003), p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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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조치의 활용 실적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이유로는 검사역 조사 제도가 지
니는 높은 행정비용에 대한 불만을 지적할 수 있다. 검사역조사 제도는 기업이
현물출자 등으로 분사화하는 경우 법원이 선임하는 검사역이 그 현물 등의 가
치를 조사하는 것을 요체로 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 제도가 초래하는 시간,
비용 측면에서의 행정비용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1999년 산업활력법 제정 당
시 경제산업성이 이와 같은 검사역 조사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기업의 요
구사항을 들어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71)

2) 산업경쟁력강화법
2013년 12월에 제정된 산업경쟁력강화법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본
문에서 지적한 대로 산업활력법과의 구조적 차이를 감안해야 한다. 즉 산업경
쟁력강화법은 산업활력법과는 달리 사업재편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고 소
위 ‘3과 문제’, 즉 과소투자, 과잉규제, 과당경쟁 문제를 해소한다는 입법 취지
에 따라 사업재편 외에도 설비투자확대, 규제개혁을 추가하였다. [표 5-4]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2018년 3월 산업경쟁력강화법 개정을 앞두고 법률 시행 성
과를 ‘3과 문제’를 중심으로 평가한 것이다.

표 5-4.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 시행 성과(2017년 말 기준)
‘3과’

목적

법 조항

법 시행 결과/평가
설비투자: 2012년 63조 엔 → 목표치 70조 엔 달성
산업혁신기구: 지원 결정 금액 누계 1조 479억 엔
벤처투자 확대: 승인 VC 펀드 조성 규모 → 누계

과소투자

설비투자
확대

제61조∼제74조/ 약 310억 엔
제76조∼제111조 기초자치단체(시정촌)의 창업지원사업 계획 승
인: 1,741개 기초단체 중 1,379개가 계획 승인
R&D형 벤처에 대한 투자 안건 및 유니콘 벤처
등에 대한 대형 투자 실적은 저조

71) 登淳一郎(2013),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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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계속
‘3과’

과잉규제

목적
규제규혁 →
신사업 진입 유도

법 조항

법 시행 결과/평가
기업단위의 규제개혁: 기업실증특례제도 11건,

제8조∼제15조

그레이존해소제도 116건
규제당국의 과감한 규제개혁에 진전이 없음.
사업재편계획 승인: 사업재편 51건, 특정사업재
편 5건(2018년 3월 말 현재)

사업재편 →
과당경쟁

생산성 및 경쟁력
강화

과잉공급구조에 관한 조사(일명 시장조사) 실시·
제23조∼제50조

공표(석유정제업 → 2014년 6월 석유화학산업
→ 2014년 11월 판유리 → 2015년 6월)
기업의 부실 사업부문에 대한 대담하고 기동적
인 사업재편은 미진

자료: 経済産業省(2018a), 「生産性向上特別措置法案,産業競争力強化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について」(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10. 22), p. 10.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적한 바와 같이, 산업경쟁력강화법은 첫째,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벤처를 비롯한 IT기업들의 투자확대를 통해 과소투자 문
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다. 특히 2009년 산업활력법
에 근거하여 설립된 산업혁신투자기구가 직접투자(출자) 혹은 민간투자펀드에
대한 출자 방식으로 벤처투자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
하다.72)
둘째, 산업경쟁력강화법의 두 번째 입법 취지인 ‘과잉규제’ 해소와 관련해서
는 경제산업성 역시 규제개혁의 한계를 지적한다. 2012년 아베내각 출범 이후
일본 정부는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s) 등의 문제로 사회적 합의가 어려
운 일반적인 규제개혁보다는 지역단위의 규제개혁(국가전략특구) 혹은 기업단
위의 규제개혁(기업실증특례제도)에 역점을 두었다. 산업경쟁력강화법에서 지

72) 산업혁신투자기구의 벤처투자에 대해서는 아직 민업압박(民業壓迫)보다는 민업보완(民業補完)의 측면
이 강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근거로는 ① AI, 산약 바이오, 우주산업, 로봇 등 민간단독으로는 사업화
가 어려운 분야에 투자하고 있는 점 ② 민간 VC가 투자를 꺼리는 10억 엔 이상의 대형 프로젝트에 투자
하고 있는 점 ③ 대학발 벤처에 투자하는 VC에도 투자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일본 닛세이기초연구
소(NRI) 종합정책연구부 나카무라요우스케(中村洋介) 주임연구원 인터뷰, 2018. 11. 2, 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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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는 규제개혁이란 기업단위의 규제개혁, 즉 기업실증특례제도(현 신사업특
례제도)를 말하는데, 2018년 11월 현재 활용 실적 건수는 11건에 불과하다.73)
이것은 단순히 활용 실적이 저조하다는 문제가 아니라 기업실증 특례의 제도상
특징, 즉 이와 같은 기업단위의 규제 특례를 승인받을 수 있는 사업범위가 기술
혁신과 관련되는 신사업으로 국한되며, 대부분의 특례조치가 정부부처가 소관
하는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경제적 파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셋째 과당경쟁 해소를 목적으로 한 사업재편에서는 산업경쟁력강화법을 활
용한 건수만 놓고 보더라도 과거 산업활력법 활용 건수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
고 있다. [표 5-1]과 [표 5-5]를 함께 보면 2013년을 기점으로 일본 기업의 산
업활력법과 산업경쟁력강화법을 활용한 사업재편 건수가 연간 15건 이하로 급
감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74)
이것은 산업활력법과 산업경쟁력강화법이 더 이상 회사법 등의 현행 법체계
를 뛰어넘는 ‘이점’을 기업에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나
아가 [표 5-6]에서 알 수 있듯이 사업재편 승인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 산업경
쟁력강화법상 정부 지원조치가 대부분 등록면허세 경감에 편중되는 것 역시 산
업활력법과 산업경쟁력강화법이 규정하는 회사법상의 특례조치가 회사법에
‘일반화’됨으로써 기업의 사업재편을 ‘유도’할 수 있는 특례조치를 ‘발굴’하는
데 한계에 도달했음을 시사한다.

73) 経済産業省, 「新事業特例制度の活用実績」(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12. 5).
74) 2018년 11월 현재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에 의거한 사업재편계획 승인 현황과 특정사업재편계획 승
인 현황은 각각 [부표 1]과 [부표 2]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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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산업경쟁력강화법 활용 사업재편 건수(2014년 1월∼2018년 11월)
(단위: 건)

연도

사업재편 계획

특정사업재편계획

합계

2014

10

5

15

2015

14

-

14

2016

8

-

8

2017

11

-

11

2018

8

-

8

자료: 経済産業省, 「事業再編計画及び特定事業再編計画の認定実績」(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12. 1)을 참고하여 작성.

정부 지원조치별로 산업경쟁력강화법의 승인 실적 내역을 보면 거의 대부분
이 등록면허세 경감이다(표 5-6 참고). 2018년 11월 현재 일본 정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재편계획은 사업재편 계획 51건, 특정사업재편계획 5건 등 총 56건
인데, 56건 모두 등록면허세 경감 혜택을 받았다. 대신 특정사업재편계획을 승
인받은 5건의 사례가 모두 특정사업재편투자손실금에 관한 세제지원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검사역조사 특례(현물출자)나 특별지배회사에 대한 사업양도
에 관한 특례 등 회사법 특례를 활용한 사례는 1, 2건에 불과하였다.

표 5-6. 산업경쟁력강화법: 정부 지원조치별 사업재편 승인 실적(2014년 1월∼2018년 11월)
(단위: 건, %)

구분

지원조치

건수

비율

회사법

검사역조사 특례(현물출자)

2

3.9

특례

특별지배회사에 대한 사업양도에 관한 특례

1

2.0

등록면허세 경감

56

100

특정사업재편투자손실준비금*

5

100*

중소기반정비기구의 채무보증

2

3.9

지정 금융기관에 의한 장기·저리 융자

1

2.0

세제지원

금융지원

주: * 특정사업재편투자손실준비금은 특정사업재편계획 승인 기업에만 해당함.
자료: 経済産業省, 「事業再編の促進(産業競争力強化法): 認定計画」(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12. 1).

82 •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 시행 성과: 사업재편을 중심으로

나. 법적 측면
여기서는 이와 같은 표면적인 활용 실적을 가능케 한 일본 정부(경제산업성)
의 입법 취지에 초점을 맞춰 산업활력법과 산업경쟁력강화법이 갖는 의의를 재
정리한다. 즉 일본 정부가 산업활력법을 제정하고 그 후 수차례에 걸쳐 개정하
고, 나중에는 산업경쟁력강화법으로 확대·개편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실제
이들 법률을 활용하여 사업재편에 나설 수 있게끔 어떠한 동기(incentive), 즉
특례를 부여하였고, 이러한 동기가 산업활력법과 산업경쟁력강화법에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 그리고 이들 동기부여는 향후 상법·회사법 개정에 어떻게 반
영되었는가를 추적해 본다.
상법·회사법 특례 활용 실적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승인 실적을 넘어 산업활
력법상의 특례조치가 추후 상법·회사법 개정에 ‘일반화’되었다는 점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1999년에 제정된 산업활력법은 과거의 구조조정 관련 특별법과 달리 처음
으로 상법상의 특례조치를 도입했다. 그 특례조치는 ① 검사역조사 특례 ② 스
톡옵션에 관한 특례 ③ 영업의 전부 양수에 관한 특례 ④ 영업양도 시 채무의 일
괄 이전에 관한 특례 ⑤ 채무의 주식화 시 무의결권주 발행에 관한 특례이다.
이 중 세 번째의 영업의 전부 양수에 관한 특례는 2000년 상법 개정 시 회사분
할 도입에 의해 간이회사분할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영업양수에 대해서도 간이
제도가 허용되었다. 첫 번째의 검사역조사 특례조치도 2002년 상법에 ‘일반
화’되었다. 두 번째의 스톡옵션에 관한 특례조치는 스톡옵션 부여 대상자 범위
를 제한하지 않음과 동시에 상한액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신사업창출촉진법(新
事業創出促進法)을 1999년에 개정하였고, 2001년 상법 개정에서는 스톡옵션
목적에만 한정을 두지 않는 일반화된 신주예약권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특
례조치를 ‘일반화’하였다. 다섯 번째의 채무의 주식화(debt-equity swap) 시
무의결권주 발행에 관한 특례조치는 2001년 상법 개정을 통해 특례조치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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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는 근본적인 종류주식(種類株式) 개정을 통해 일반화하였다.75)
2003년 법 개정에서는 간이조직재편 특례, 합병 등 대가의 유연화 등 총 11
개의 상법 특례조치를 도입하였다(본문 및 표 5-7 참고). 이 중 간이조직재편
특례,76) 합병 등 대가의 유연화,77)78) 회사분할 시 채권자에 대한 최고(催告)
특례,79) 간소 감자절차 도입,80) 현물배당에 관한 특례,81) 준비금의 감소액 제한
에 관한 특례82) 등 6개 특례조치는 2005년에 제정된 회사법에 일반화되었다.

표 5-7. 산업활력법 특례조치의 상법·회사법 ‘일반화’
도입 시기

상법·회사법 특례조치

비고

검사역조사 특례

2002년 상법에 일반화

스톡옵션에 관한 특례

2001년 상법에 일반화

1999년 산업활력법 제정 영업의 전부 양수에 관한 특례
영업양도 시 채무의 일괄 이전에 관한 특례
채무의 주식화(무의결권주 발행)에 관한 특례
간이조직재편 특례
2003년 산업활력법 개정 합병 등 대가의 유연화
회사분할 시 채권자에 대한 최고(催告) 특례

2000년 상법에 일반화
2001년 상법에 일반화
2005년 회사법에 일반화
〃
〃

75) 본문에서 네 번째 특례조치인 영업양도 시 채무의 일괄 이전에 관한 특례는 「상법」 특례조치가 아니라
「민법」 특례조치인데 2000년 회사분할법제 정비로 사실상 ‘일반화’되었다(郡谷大輔 2011, p. 7).
76) 간이조직재편의 요건을 대가가 순자산·총자산의 5%를 넘지 않을 것에서 20%로 완화하였다(郡谷大輔
2011, p. 9).
77) 주식교환, 흡수분할, 합병 등의 대가로서 존속회사 등의 주식 외에도 금전 또는 다른 주식회사의 주식
(단, 양도제한 주식은 제외)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郡谷大輔 2011, p. 8).
78) 2002년 미국은 일본과의 통상협상 과정에서 산업활력법을 거론하면서 삼각합병을 허용하도록 요청
하였다. 미국 기업이 일본 기업을 합병하고자 하나 삼각합병이 법률상 금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에
설립한 미국 자회사가 자신의 주식은 일본 국내에서 유동성이 떨어지므로 모회사인 미국 현지기업의
주식을 대신 교부함으로써 일본 기업을 합병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에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다. 일본
법무성은 당시 삼각합병 자체가 적대적 매수를 확산할 것으로는 보지 않았지만 삼각합병을 적대적 매
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나타냈다. 이로써 ‘합병 등의 대가 유연화’는 다
른 회사법 조항의 시행보다 1년 늦은 2007년 5월로 연기되었다. 실제 2008년 1월에는 미국 시티그룹
(Citi Group)이 자회사인 시티그룹저팬홀딩스(Citi Group Japan Holdings)를 통해 닛코코디알그
룹(日興コーディアル)을 완전자회사화하였다(坂田和光 2008, pp. 40∼43).
79) 회사분할 시 무기명 사채 등의 전환을 관리하는 사채관리회사에 최고하면 개별 최고로 인정하였다(郡
谷大輔 2011, p. 8).
80) 증자·감자 동시 실행 시 주주총회 결의를 면제하였다(郡谷大輔 2011, p. 8).
81) 중간배당 시 현물배당도 허용하였다(郡谷大輔 2011, p. 8).
82) 준비금은 자본금의 1/4 이하로는 감소할 수 없도록 규정을 폐지하였다(郡谷大輔 2011,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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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계속
도입 시기

상법·회사법 특례조치
간소 감자절차 도입

2003년 산업활력법 개정

비고
2005년 회사법에 일반화

현물배당에 관한 특례

〃

준비금의 감소액 제한에 관한 특례

〃

검사역 조사 특례
약식조직재편에 관한 특례
주식병합의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특례
준비금 적립제도에 관한 특례
특정주식 등의 교부에 관한 특례
자사주를 대가로 하는 공개매수(TOB) 특례

-

2011년 산업활력법 개정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을 이용한 완전자회
사화 특례
자료: 登淳一郎(2013), p. 39; 郡谷大輔(2011), p. 5 참고.

다만 2003년 산업활력법 개정에 특례조치로 포함된 검사역 조사 특례와 약
식조직재편에 관한 특례는 추후의 상법·회사법에 곧바로 ‘일반화’된 것은 아니
고 점진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다. 검사역 조사 특례의 경우 1999년 산업활력법
제정 당시부터 특례조치로 도입되었지만 2002년 회사법 개정은 물론 현행 회
사법에서도 ‘사후설립 시의 검사역 조사의 철폐’나 설립 후 현물출자 시 검사역
조사 면제 범위의 확대(채무의 주식화, 발행주식 기준 등의 완화) 형태로 일부
에 한해 ‘일반화’되고 있다.83) 현행 산업경쟁력강화법에도 “회사 설립 시와 주
식모집 시 검사역 조사 제도의 폐지”라는 회사법 특례가 남아 있다.
2003년 산업활력법 개정 당시 모회사가 자회사의 의결권을 2/3 이상 보유
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한 약식조직재편 특례조치는 2005년의 회사법에서도
“흡수형 조직재편에 한해 90%의 지배관계에 있는 자회사”에 한해 약식조직재
편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자회사의 소액주주에게 불리한 경우
결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가능하다.84)

83) 郡谷大輔(2011), p. 7; 登淳一郎(2013), p. 40.
84) 郡谷大輔(2011),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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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활력법 개정에서는 자사주를 대가로 하는 공개매수(TOB) 특례
조치와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을 이용한 완전자회사화 특례조치가 새로 추
가되었지만, 추후 2014년 회사법 개정으로 ‘일반화’되지는 않았다. 다만 2014
년 회사법 개정에서는 의결권을 90% 이상 보유하고 있는 ‘특별지배주주’에게
‘주식 등 매도청구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상기 전부취득조항부
종류주식을 이용한 완전자회사화 특례조치라는 산업활력법이 규정하는 회사
법상 특례조치와 유사한 형태의 ‘캐시아웃(cash out)’ 수단을 회사법에 ‘일반
화’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시사점: 한국의 기업활력법 운용
첫째,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은 산업활력법을 모태로 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산업활력법은 1999년 8월 제정 당시 한국의 기업활력법처럼 한
시법으로 운영되다가 2013년 12월 산업경쟁력강화법으로 흡수·재편되기까지
네 차례의 법률개정이 있었다. 산업활력법과 산업경쟁력강화법의 근본적인 차
이는 전자가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던 반면, 후자는 사업재편
지원 외에도 기업의 신사업활동 지원, 특히 산업혁신기구라는 민관투자펀드를
통한 벤처·스타트업 육성, 그리고 기업단위의 규제개혁으로까지 법률의 구성
체계를 확대하였다는 점에 있다.
위와 같은 시각에서 보면 현재 한국의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재편을 하는 국내기업”(제4조)으로 적용범위를 국한한 데서 알 수 있
듯이,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보다는 산업활력법을 ‘벤치마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일본의 산업활력법과 비교하더라도 한국의 기업활력법은 적
용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 산업활력법조차도 법률 목적을 과잉공급에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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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산업의 사업재편으로 특정하지 않고 기업의 ‘사전적’인 사업재편, 창업 및
중소기업자에 의한 신사업 개척 지원 등으로 넓게 보고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의
기업활력법이 ‘사전적’ 사업재편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과잉공급”이라는 법
률상 적용범위를 삭제하고, 나아가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처럼 4차 산업혁
명에 대비한 신사업활동 지원85)으로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업활력법이 규정하는 상법·공정거래법상 특례조치를 일본 경제산업
성처럼 ‘일반화’하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표 5-8]에 제시한 기업활력
법상 사업재편에 관한 정부지원 체계만을 놓고 보면 일본의 산업활력법·산업
경쟁력강화법상의 각종 특례조치에 비해 미약한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특히
본문과 [표 5-7]에서 상세하게 살펴보았듯이, 일본 정부의 상법·회사법상의 특
례조치를 활용한 사업재편 유도 정책이 20년 가까운 ‘역사’를 지니고 있는 데
비해 한국의 기업활력법은 3년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
다. 그럼에도 기업활력법이 규정하는 상법·공정거래법상의 특례조치는 실제
기업들의 활용 실적이 양호하다고 판단되면 상법·공정거래법의 ‘일반규정’으
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일반화’는 기업활력법을 보다 중장기적 관
점에서 운영하여 한국 기업의 M&A 활성화 등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에 주력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85) 일본의 산업활력법과 산업경쟁력강화법에 근거한 산업혁신기구의 벤처·스타트업 육성사업이 가장 대
표적이나, 2018년 6월 경제산업성은 ‘J-Startup’이라는 프로젝트를 개시하였다. J-Startup은 제1탄
으로 선정된 92개 스타트업으로 출발하였고, 관(官) 차원의 규제완화 등 정책지원, 민(民) 차원에서의
서포트기업 지원이 뒤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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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에 관한 정부지원 체계

소규모분할제도의 도입1)
조직재편 간소화

소규모 합병·소규모 주식교환 범위 확대2)
간이합병 범위 확대3)

상법 등 특례

주총절차 간소화

기준일 설정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공고 시기 단축4)

5)
(합병, 분할·분할 주주총회 개최 공고 및 서류비치 시기 단축

합병, 주식교환, 주 채권자 이의 제출기간 단축6)
식이전, 영업양수도) 주식매수청구권 신청기간 단축7)
자금부담 간소화

주식매수청구액 지급기간 연장8)

사업재편계획 제출과 기업결합 신고 창구의 단일화
지주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부채비율 제한 완화: 3년 동안 부채비율 200% 제한규제 유예
자회사주식 보유기준 적용 유예: 3년 동안 자회사의 발행주식
승인기업이 지주 총수 40% 이상 보유규제 유예
회사인 경우

비계열사 및 자회사 외 계열사에 대한 출자규제 적용 유예: 비
계열사 지분을 지주 회사의 5%를 초과 보유할 수 없는 규제와
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 보유 금지 규제를 유예
손자회사 보유주식기준 적용 유예: 3년간 발행주식 총수의

공정거래법 특례

승인기업이 지주 40% 이상, 상장회사의 경우는 20% 이상 보유해야 하는 규제
회사의 자회사인 유예
경우

지주회사 자회사의 공동출자 규제 완화: 자회사가 손자회사를
설립 또는 보유할 때 단독출자만 가능한 규제를 완화

승인기업이 지주
회사의 손자회사
인 경우

증손회사 지분보유 규제 완화: 손자회사는 100% 소유를 통해
서만 증손회사를 보유할 수 있는 규제를 50%로 완화
지주회사 자회사의 공동출자 규제 완화: 자회사가 손자회사를
설립 또는 보유할 때 단독출자만 가능한 규제를 완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규제 완화
승인기업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상호출자나 신규순환출자 시 6개월 내 주식
제한 기업집단에 속할 경우

처분 규제를 1년으로 연장

승인기업이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원칙
제한 기업집단에 속할 경우

을 3년간 유예

금융채무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양도차익 과세이연 기업간 주식교환 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및 증권거래세 면제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차익 과세이연

세제 및 자금 지원
채무면제이익
과세이연

모회사의 자회사 금융채무 인수·변제 시 과세이연
주주 등의 자산 무상양도에 대한 과세이연
금융기관에 의한 채무면제 시 과세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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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계속

계열사 주식교환 시
특례
세제 및 자금 지원

등록면허세 감면
관세납기 연장·
분납 지원

계열사가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더라도 양도차익 과세이연
설립등기·합병·증자 등으로 자본금 증가 시 부과되는 등록면
허세(자본금 증가분의 0.4%)를 50% 감면
사업재편 기업의 전년 관세 납세액의 50% 범위에서 6개월
이내 납부 기한 연장(무담보) 및 3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

주: 1) 이사회 결의로 소규모 분할을 허용함. 다만 분할하는 회사의 총자산 기준 10% 미만에 한함.
2) 소규모 합병 및 소규모 주식교환과 관련한 요건을 충족 시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 결의로 대체함. 그 요건이란 완전모
회사가 되는 회사 또는 합병회사가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발행주식의 10% 이하(상법)를
20% 이하(기업활력법)로 완화하는 것임.
3) 합병 시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또는 합병회사가 지분 요건을 충족 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또는 피합병회사의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 결의로 대체함. 그 지분 요건이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또는 피합병회사 발행주식의 90%
이상(상법)을 80% 이상(기업활력법)으로 완화하는 것임.
4) 기업재편과 관련한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정한 때에는 공고 시기를 2주 전(상법)에서 7영업일 전(기업활력
법)으로 단축함.
5) 기업재편과 관련한 주주총회 개최 시 공고 시기를 2주 전(상법)에서 7영업일 전(기업활력법)으로 단축함.
6) 기업재편 과정에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 이의제출기간을 1개월 이상(상법)에서 10영업일 이상으로
단축하고, 은행 지급보증 또는 보험증권 등을 제출 시에는 채권자보호절차의 생략이 가능함(기업활력법).
7)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부여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의 청구기간을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상법)에서 10
일 이내(기업활력법)로 단축함.
8)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회사는 상법상 2개월 이내(상장법인은 1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수해야 하나 기업활력법에서는
6개월 이내(상장회사는 3개월 이내)로 연장함.
자료: 기업활력법 종합포털, 「주요 지원내용」(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11. 30).

셋째, 중장기적으로 기업활력법이 규정하는 각종 특례조치를 ‘대기업특혜’
보다는 ‘사업재편 지원’ 관점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즉 정부가 기업의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것과 ‘재벌오너’의 경영권 승계를 묵인·방조하는 것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관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결정적 차
이는 외형상 비슷한 기업그룹이라고 할지라도 한국의 경우 재벌오너나 특수관
계인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일본 정부의 산업활력법과 산업경쟁력강화
법 운영과 한국 정부의 기업활력법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일본의 경우
1999년 산업활력법 제정 이후 비교적 순탄하게 특히 상법·회사법상의 특례조
치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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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기업활력법이 제정될 당시만 하더라도 공급과잉에 직면하고 있는
철강·해운 업종의 경우에는 기업활력법이 규정하는 상법상 등 특례와 공정거래
법상 특례, 세제 및 자금지원을 활용하여 기업그룹 내 합병, 지주회사 전환 등
사업재편이 활발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2016년 5월 당시 현대중공업의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지주회사화를 둘러싼 논란86)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활력
법이 규정하는 공정거래법상 특례조치는 어디까지나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
한 수단이지 ‘재벌오너’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까지 묵인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한국에서는 재벌오너의 경영권 승계 문제 등으로 일본과는 다른
형태로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운용할 수밖에 없다. 기업활력법 제정 과정에서
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배제한 점, 그리고 사업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나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의 제공’ 등에 있다고
판단되면 기업활력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규정87) 등은 한국 기업그
룹의 지배구조에 관한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서 [표 5-8]의 각종 ‘사업재편
지원’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86) 현대중공업 그룹은 2016년 5월 주채권은행에 ‘자구계획안’을 제출하였는데, 현대중공업 그룹이 기업
활력법을 활용하면 순환 출자 해소기간을 1년 확보하는 셈이어서 사업재편을 지주회사화, 즉 경영권
승계에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
인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 분야 기업에 한정되고,
‘민관합동 심의위원회’를 통해 특혜시비를 최소화하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사업재편의 목적이
경영권 승계 등인 경우 승인을 거부할 것이며, 승인 이후 경영권 승계 등이 판명될 경우 사후 승인 취소
및 과태료를 지원액의 3배로 중과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김규판 외 2016, p. 199).
87) 「‘반쪽 원샷법’ 국회 통과: 철강·해운 구조조정 ‘숨통’...예외조항 많아 ‘원샷법 효과’ 반감」(2016. 2.
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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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표 1.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에 의거한 사업재편계획 승인 현황(2018년 11월 말 현재)
연
번
1

사업자명
TV 아사히/BS

총무성

아사히

(’14. 3. 12)

2

Table Mark/T.M

3

비제이 홀딩스

4

VJ 홀딩스

5
6

7

유니치카

10

총무성

경제산업성
(’14. 6. 27)

Japan 3D

경제산업성

Devices

(’14. 9. 24)

출자 수용에 의한 사업성장

등록면허세 경감
〃
〃
등록면허세 경감
채무보증(중소기업
기반정비기구)
등록면허세 경감
〃
등록면허세 경감

(미네베아 주식회사에 대한 제3자 할당 채무보증(중소기업
증자)

기반정비기구)

등록면허세 경감

는 토사덴교통 주식회사에 사업을 양도)
국토교통성 야마코(株式会社ヤマコー)와 로프웨이·
(’14. 9. 26) 리프트 사업 통합
금융청

세가

사업의 분할승계에 의한 사업가치의 개선

(’14. 9. 26) 에 의한 신회사 설립: 지자체가 출자하

(’14. 9. 29)

12

출자 수용에 의한 사업성장

활용조치

사업통합에 의한 효율화와 재무기반의

야치요은행
소시오넥스트

NEC BIGLOBE(NECビッグローブ株

국토교통성 안정화(신청기업 3사의 공동 신설분할

도쿄도민은행/

11

지주회사체제로의 이행

(’14. 6. 25) (Sony의 국내 PC 사업부문을 인수)

경제산업성

자오관광개발

그룹재편(방송지주회사제도 이용)

경제산업성 사업인수에 의한 경영자원의 최적화

(’14. 7. 25)

전기드림서비스/고

사업재편계획의 개요

(’14. 3. 25) 式会社)와 합병

Bosch

치현 교통주식회사
9

농림수산성
(’14. 3. 19)

Laguna Ten

토사전기철도/토사
8

승인 부처
(승인 일자)

경제산업성
(’15. 2. 27)

〃

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경영자원의 최적화

〃

경영자원 집약을 통한 기업가치 향상

〃

경제산업성 성장영역으로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수
(’15. 3. 26) 익률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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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표 1. 계속
연
번

사업자명

13

긴끼일본철도
시나넨, 미라이프,

14

미라이프도후쿠,
미라이프칸사이

15

샤프

16

마루큐

17 Wakuwaku Japan
18
19
20
21

국토교통성 지주회사화 및 각 사업의 분사화에 의한

경제산업성 경영자원의 최적 배치에 의한 기업가치
(’15. 3. 26) 향상
경제산업성 출자 수용에 의한 고부가가치 사업 포트
(’15. 6. 23) 폴리오 구축
농림수산성 경영통합 및 지주회사로의 전환에 의한
(’15. 6. 24) 경영기반 강화
총무성
(’15. 7. 6)

나가타니엔

농림수산성
(’15. 9. 17)

MHI先海엔지니어링/
MHI 船體
日本梱包運輸倉庫

23

아사히음료
Seiko
Instruments

25

日新総合建材

26

第一生命保険

경제산업성 지주회사화에 의한 경영관리와 업무집
농림수산성 그룹 내 음료사업 통합에 의한 효율화 추
(’15. 12. 21) 진체계 구축
경제산업성 출자수용과 회사분할에 의한 원활한 경
(’15. 12. 24) 영 및 사업체제의 확립
경제산업성 사업 분할 승계 및 제조에서 판매까지의
(’16. 3. 23) 일체 경영에 의한 기업가치 제고
금융청
경제산업성/

27 Nippon Conveyor

국토교통성
(’16. 3. 28)

28

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경영자원의 최적화

(’15. 10. 28) 행의 분리

(’16. 3. 25)

横浜銀行,

금융청

東日本銀行

(’16. 3. 31)

〃
〃

〃

국토교통성 지주회사화 및 그룹사업재편에 의한 기
금융청

〃

지주회사로의 전환

(’15. 9. 25) 업가치 제고
(’15. 9. 30)

등록면허세 경감

〃

국토교통성 나가사키지구 상선사업의 경영자원 최

히고은행/

활용조치

사업양수에 의한 경영자원의 최적화

(’15. 9. 25) 적배치에 의한 생산 효율화 및 확대

가고시마은행
Ain Pharmaciez

사업재편계획의 개요

(’15. 3. 26) 기업가치 향상

분할준비회사

22

24

승인 부처
(승인 일자)

회사분할에 의한 지주회사화
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경영자원의 최적
화와 기업가치 제고
지주회사 설립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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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계속
연
번

사업자명

29 Zero Corporation

30

Selmesta

31

新東海製紙

32

Advertizing

Digital
Consortium
33

YJ 카드

34

NTJ 홀딩스

35

WATEX

36

JX 홀딩스

37

SENKO

38

BIKEN

39 H.I.S 호텔 홀딩스
40
41
42

43

승인 부처
(승인 일자)

국토교통성 분사형 회사분할에 의한 경영 효율화 및
(’16. 3. 25) 원활화, 생산성 제고
경제산업성 현물출자 실시 및 제3자 할당증자 수용
(’16. 9. 14) 에 의한 생산성 제고
경제산업성
(’16. 9. 23)

경제산업성 지주회사화 및 그룹 사업재편에 의한 기

경제산업성
(’17. 2. 17)
경제산업성
(’17. 3. 17)
경제산업성
(’17. 3. 24)
경제산업성
(’17. 3. 24)
국토교통성
(’17. 3. 24)

경제산업성

関西Mirai

금융청

Financial Group

(’17. 12. 5)

후생노동성
(’17. 12. 21)

관한 특례
등록면허세 감면

〃

〃

흡수분할에 의한 사업계승과 흡수합병

〃

흡수합병과 흡수분할

〃

흡수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

〃

후생노동성 회사분할에 의한 사업계승 및 경영자원

(’17. 11. 29)

등록면허세 감면
현물출자의 조사에

출자 수용, 분할회사의 주식 취득

(’17. 8. 31) 의 최적배치
경제산업성

〃

〃

(’17. 8. 30) 체제 도입

(’17. 9. 22)

활용조치

주식할당 증자

후생노동성 현물출자·금전출자 및 새로운 생산관리

Mitsubishi

호텔 KISOJI 온천

흡수분할과 출자 수용에 의한 생산성 제고

(’16. 9. 23) 업가치 제고

Nichiyu Forklift
USEN/U-NEXT

사업재편계획의 개요

- 등록면허세 감면
- 현물출자 조사에
관한 특례
등록면허세 감면

흡수분할에 의한 사업계승

〃

회사분할 및 합병

〃

출자 수용 및 주식 취득, 주식교환

〃

흡수분할과 경영자원의 최적배치

- 특별지배회사에
대한 사업양도에
관한 특례
- 등록면허세 경감
- 중소기반정비
기구의 채무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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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계속
연
번

사업자명
미쓰비시중공업/

44

미쓰비시조선/
미쓰비시중공해양철구

45
46
47

페프티스타

50

국토교통성
(’18. 1. 16)

후생노동성
(’18. 3. 23)

Mebius
Packaging
오사카시 교통국

51 三重銀行/第三銀行

그룹 전체의 상선사업 재편

활용조치

등록면허세 감면

후생노동성 특수 펩타이드 원약의 연구개발, 제조,

공장
Otaru Bay City

사업재편계획의 개요

〃

(’18. 3. 23) 판매 사업 강화

Kyorin 제약 그룹

48 BANDAI SPIRITS
49

승인 부처
(승인 일자)

경제산업성
(’18. 3. 23)
경제산업성
(’18. 3. 28)

그룹 내 생산기능 집약

〃

사업재편을 통한 신서비스 제공

〃

회사분할

〃

경제산업성 東洋製罐 그룹 내 플라스틱 용기 사업통

〃

(’18. 3. 28) 합으로 신설
국토교통성
(’18. 3. 28)
금융청
(’18. 3. 30)

- 등록면허세 감면
현물출자에 의한 사업양도

- 현물출자 조사에
관한 특례

공동 주식이전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등록면허세 감면

자료: 経済産業省, 「事業再編計画及び特定事業再編計画の認定実績」(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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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특정사업재편계획의 승인 현황(2018년 11월 말 현재)
사업자명
1

승인 부처
(승인 일자)

미쓰비시중공업 /

경제산업성

히타찌제작소

(’14. 1. 30)

사업재편계획의 개요
화력발전 관련 사업부문의 통합

활용조치
- 투자손실준비금
- 등록면허세 경감

2사의 기술 활용에 의한 소재제조기반의
구축(신닛테츠스미토모금속의 자회사인
2

신닛테츠스미토모

경제산업성 닛테츠스미토모나오에츠티타늄이 신닛 - 투자손실준비금

금속 / 토호티타늄

(’14. 3. 28) 테츠스미토모금속으로부터 흡수분할 방 - 등록면허세 경감
식으로 EB爐 사업을 계승한 후, 토호티
타늄으로부터 출자를 받는 사업재편)

미쓰비시
3

머티어리얼 /
히타찌금속

2사의 자원 활용에 의한 항공기·에너지
경제산업성 분야에서의 국제경쟁력 강화(히타찌금 - 투자손실준비금
(’14. 6. 27) 속이 미쓰비시 머티어리얼의 자회사인 - 등록면허세 경감
MMC 슈퍼 알로이에 출자)
2사의 기술력, 영업·서비스 등의 통합에
의한 냉동굴찜의 제조기술 향상과 해외

4

우라베산업 /
타케쇼

농림수산성 시장 개척(우라베산업이 냉동굴찜 사업 - 투자손실준비금
(’14. 7. 9)

부문을 분사화하여 자회사를 설립한 후, - 등록면허세 경감
타케쇼로부터 제3자 할당증자를 받는
사업재편)
2사의 자원활용에 의한 항공기엔진 분
야에서의 국제경쟁력 강화(미쓰비시중

5

미쓰비시중공업/

경제산업성

IHI

(’14. 9. 25)

공업이 민간항공 엔진 사업 부문을 분사
화하여 자회사(미쓰비시중공항공엔진)
를 설립한 후, IHI와 일본정책투자은행
(DBJ)으로부터 제3자 할당증자를 받는

- 투자손실준비금
- 등록면허세 경감
- 지정금융기관의
장기·저리 융자

사업재편)
자료: 経済産業省, 「事業再編計画及び特定事業再編計画の認定実績」(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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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A Study on the Effects of the Japanese Government
Support System on the Business Restructuring
Gyu-Pan KI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Japanese
government support system on business restructuring. This study also
aims to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keep in
mind as it administers the Special Act on the Corporate Revitalization,
notwithstanding the different business environments in Japan and Korea,
and the differences in policy direction and legal institutional basis set by
the two governments. The result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types of business reorganization measures regulated by the
Japanese Industrial Competitiveness Enhancing Act are summarized by
year, showing the highest utilization rate over the period of 2000 to
2005. Since 1999, Japanese companies have begun to increase the
number of domestic M&A every year, indicating that the government has
satisfied the "demand" for M&A by domestic businesses.
Second, in accordance with the Industrial Competitiveness Enhancing
Act, Japanese corporations have actively utilized the special measures of
the Commercial Act, tax support measures, low-interest financing by
government financial institutions.
Third, the number of business reorganizations using the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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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ial Competitiveness Enhancing Act dropped to 15 or less annually
from 2013, but this decline in utilization does not mean that the law itself
is useless. Rather,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responded timely to the demand for business restructuring by various
measures.
Fourth, in terms of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the Japanese
Industrial Competitiveness Enhancing Act can be highly evaluated in that
the exceptional measures prescribed by the Act have been "generalized"
into revisions of the Commercial Act and the Corporate Law.
Th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as it administers
the Special Act on the Corporate Revitalization, are as follows.
First, the scope of the law is too narrow, as can be seen in its limited
application to "domestic companies that restructure their business to
overcome oversupply." In order to contribute to business restructuring
efforts in Korea, the explicit condition of "oversupply" should be
eliminated and the scope of the law expanded to support all new
business activities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keep in mind that the special measures
within the Commercial Act and the Fair Trade Act stipulated under
Korea's Special Act on the Corporate Revitalization need to be
incorporated into general provisions within the Commercial Law and
Fair Trade Act if they show favorable results in terms of actual utilization
by corporations.
Third, Korea will have no choice but to operate its business
restructuring support system in a way different from that of Japan due to
various issues, including the succession of management rights by
Chaebol owners. These special considerations reflect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governance structure of the Korean Chaebol and
must

be

distinguished

from

support

re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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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s

for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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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 시행 성과 사
: 업재편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s of the Japanese Government
Support System on the Business Restructuring
Gyu-Pan Kim

김규판

본 연구는 일본 정부의 사업재편 지원제도가 기업의 사업재편을 어느 정도 유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특히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규제특례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에 초점을 맞춰 산업활력법과 산업경쟁력강화법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일본과 한국은 기업환경이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방향, 법제도적 기반 역시
다르지만, 일본의 산업활력법과 산업경쟁력강화법에 대한 시행 ‘성과’ 분석은 기업활력법을 운용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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