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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누가 주체가 되어서 ‘고용친화적 복지’라는

고차방정식의 문제를 풀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이다. 이에 대해 필자는 비영

리조직 등 단체가 그러한 해결의 열쇠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우

리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단체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설립이 인정된 다양한 단체들에 대한 법적 규율과 단체

모텔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특성틀을 비교해보았다 그 결과 현재의 우리

현행법의 상황에서는 단체가 ‘고용친화적 복지’라는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에

는 많은 제약이 있다고 보았다.이에 대해 필자는 현행법상 인정된 단체들이

‘고용친화적 복지’증진을 위해 적절히 활용되기 위해 필요한 법정책적 개선점

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주식회사 위주의 단체모텔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대안적 단체모델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둘째，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의 단체모텔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며，셋째，사회적기업에 대한 개념과 위상을 재정립하여야 하며，

넷째，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률적 격벽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으며，

다섯째，공익법인과 공익신탁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위해 이에 해당하는

법률개정이 필요하며， 여섯째，새로운 형태의 단체가 설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고용친화적 복지，단체，제3섹터，사회적기업， 협동조합，공익신탁

I . 머리말

최근 한국사회가 당면한 화두중의 하나는 ‘성장’과‘복지’를어떻게 조화롭게

충족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애초부터 양자는 서로 다른 이념적 가치에

서 연유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조화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 문제는 단순히 학계에서의 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국민들의

일상적인 생활현실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첨예한 문제이다

‘고용없는성장’이아니라 ‘고용을동반한 성장’을통해 복지를 실현하는，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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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고용친화적인 복지의 실현이 대한민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임은 분명

하다고 판단되지만，현실적으로 누가 이 문제를 담당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고용’에포인트를 맞추어 이를 민간기업이 담당하게

하는 시장경제원리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 도리어

고용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그에 반해 ‘복지’에주안점을 두어

국가가 이를 전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연，이것은 ’작은정부’를요구하는 시대

정신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예산의 분배에 있어서 이른바 ‘시장실패’로이어질 위

험성이 었다.이에 대해 필자는 성장’과‘복지’를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고난도

의 문제에 대해 그 해결의 키는 의외로 정부(제1섹터)나 민간기업(제2섹터)가
아닌 제3섹터에 놓여 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즉 우리사회가

‘작은정부’를요구하면서도 정작 ‘큰복지’를요구하는 모순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이나 공공복리의 추구

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기관보다，자본이나 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비영리조직 (NGO) 나 비정부조직 (NPO) 이 주도하여 시장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일 수 있다 실제로 서구의 많은 나라들에서도 고용없는 성

장을 경험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을 제3섹터에서 찾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우리 정부도 이러한 인식하에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을，

그리고 2012년 r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하여 단순히 이윤추구가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더 큰 비중을 둔 단체의 육성�지원에앞장서고 있다.

그런데 무엇이 고용친화적 복지를 이끌 수 있는 적합한 단체인지는 좀 더 규

명되어야 한다 다만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말하는 ‘사회적기업’이란기존의

단체유형과는 다른 새로운 단체형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현행의 각종 법률에서

인정되는 단체모델을 전제로 하고 있다])그렇다면 여기에는 비영리사단법인

J) 여기에는 「민볍」에따른 법인 조합 「상법」에따른 회사 합자조합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

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비영리민간단체지원볍」 제 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

체 r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 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r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

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r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 1호에 따른 협동조합 1 같은 조 제2호에 따

른 협동조합연합회， 같은 조 체3호에 따른 사회적협통조합 및 감은 조 저l]4j효에 따른 사회적

협통조합연합회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이 해당한다(사회적

기업육성법 제8조 제 l호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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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재단법인，공익법인，법인아닌 사단�재단，조합，상법상 회사(합명회사，합자

회사，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유한회사) 및 협동조합 등이 모두 대상이 된다.

한편 r협동조합기본법」의 경우에는 종전의 개별법에서 인정되는 8종의 협동조

합과는 별도로 다양한 목적실현을 위한 협동조합의 설립을 인정하면서 영리법

인인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만(동볍 제14조 제 l항)，그러한 협

동조합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일 경우에는 비영리

법인이어야 한다 이처럼 현행법상으로는 고용친화적 복지라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단체에는 외관상 제약이 없어 보인다 그렇지만，실질적으로 이러한 다

양한 단체들이 각각의 개별법에서 어떠한 법률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그에

따라 각각의 단체들이 실질적으로 단체의 목적사업으로써 ‘고용친화적 복지’라

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떠한 효율 혹은 제약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

히 살펴볼 필요가 었다 본고는 이러한 생각에서 ‘고용친화적복지’라는우리사

회가 직연한 어려운 과제를 수행하는 주체로써，우리 현행법이 인정하는 각종

의 단체들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의 ‘고용친화적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단체가 활성화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떠한 입볍적 및 법정책적 개선

이 필요한 지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보고자 작성된 것이다

이률 위해 본고는 우선 ‘고용친화적 복지’가가지는 의미와 그에 대한 해결

대안으로 떠오르는 단체，특히 사회적기업에 대해 좀 더 살펴본 다음 (II) ，민

법，상법，협동조합기본법 및 기타 특별법을 중심으로 현행법이 상정하고 있는

각종의 단체모텔에 대해 상론하고 (III) ，그러한 현행법에서 단체들이 가지는

다양한 법률적 특성틀을 비교，고창함으로써 (IV) ，이들 단체들이 보다 효과적

으로 ‘고용친화적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을 찾아보고자 한다 (V)

11 • 고용친화적 복지증진과 단체

1. 고용친화적 복지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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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른바 “복지논쟁”에는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관련되어 있다 .2) 첫째，성장과 복지는 상충적인 성격을 가지는데 정

부의 예산분배상 성장예산과 복지예산 중 어디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야

하는지，다시 말하자연 더 나은 ‘복지’를위해서는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성장’에더 많은 예산상의 배려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가 문제된다.둘째，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한 한국의 현실을 보면，고령화 요인만으로도 복지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접어들게 되는데，그렇다면 복지예산을 늘리기보

다 재정안정성을 추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이다 셋째，만약 복지정

책을 시행할 때，보편적 복지를 추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선별적 복지를 채택

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이러한 복지논쟁에 대해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백가갱영 식으로 표출될 수

있을 것이다.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대부분의 복지프로그램이 큰로통기를 저

하시켜 노통공급을 줄임으로써 성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

서 단순히 정부가 복지재원의 지출을 통하여 직접적인 복지를 증진하려고 하

면，오히려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잃게 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오

히려 복지혜돼을 필요로 하는 계층에게 일자리의 제공을 통하여 가계소득을

늘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할 필요가 있

다.결국 경제도 살리면서 복지도 증진시키려면， 우리 사회로 하여금 고용친화

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복지를 실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용

은 단순히 경제적 수입의 증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피용인의 삶의 동

기까지 유발하여 진정한 자아실현의 기회를 준다는 점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3)
그렇지만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이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는 또 다

른 차원의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정부가 직접 고용을 통해 복지의 수혜를 제

공하는 것은 시장실패로 이어지거나 방만한 예산운영으로 국민경제를 왜곡시킬

2) 허재준，“일과복지 양립을 위한 고용친화척 복지전략 구축 방안”‘「노동려뷰」통권 제80호
(2011.11) ，29면 참고

3) 김대환，“고용친화적사회경제정책으로의 전환 유:연안전화체제의 구축，산업관계연구」
제20권 제1호(2010.03). 3면 조영현 장치후 “무엇을위한 사회적기업인가 한국에서의 사
회적기업 형성과정，현대사회와 행정」처1123권 제1호 (2013.04). 100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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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크다.반연 민간기업에 고용을 모두 맡기는 것 또한 영업이익이 나지

않는다면 고용효과는 미미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딜레마적인 상황은 다른

나라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으며，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여러 나라들은 이

른바 제3섹터에 기대를 걸고 있다 4) 즉 정부와 민간이 아닌 비영리단체 (NPO)

또는 비정부단체 (NPO) 가 주축이 되어 고용문제의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순수한 ‘비영리’단체들이 고용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다 5) 그래서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즉 기업)들도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

해서만이 아니라 ‘고용을통한 복지’라는사회적 목적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최근 ‘사회적기업’에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 단체와 기엽

단체를 규율하는 법률은 다양하다-달리 말하자면，다양한 개별 법률들에 의

해 다양한 단체의 모텔이 설정되어 있다.각각의 법률은 각기 규율하고자 하

는 단체를 하나의 이상형 (Idealtypus) 으로 상정하면서 개개의 법적 특성을 부

여하고 있다.이를테면 인적 조직으로 구성된 단체는 인적 결합강도에 따라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등장할 수 있겠지만， 민법은 조합과 사단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다양한 형태의 인적조직체가 존재할 수 있음에도 민법은 조합이라는

이상형과 사단이라는 이상형을 단체의 모델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

단이라 하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어(민

법 제39조 참고) 상법상 인정되는 5가지 형태의 회사 중 하나로 설립되어야

하며，이때 각 회사형태마다 상법이 달리 요구하는 설립요건을 충족하여야 한

4) 이를테면 복지체계가 잘 완비되어 있다고 평가되는 독일에서도 사회적 기엽을 통해 과다한

복지체계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옥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Heinze/Schneiders/
Grohs. Social Entrepreneurship im deutschen Wohlfahrtsstaat - Hybride Organisationen
zwiβchen Markt， Staat und Gemeinschaft. in: Hackenberg/Empter (Hrsg.). Social
Entrepreneurship - 5∞ial Business: Für die GeseJlschaft unternehmen. Wiesbaden. 2011.
S. 86 ff

5) 최근 발표된 한 보고서는 2006년 현재 우리냐라 제3섹터의 총 취업자 규모를 140만 영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전체 취업자의 6.2%-9.3% 에 이르는 수치라고 한다(노대명 외‘「한국
제3섹터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95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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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기에서는 현행법이 인정하는 다양한 단체의 모텔을 개관한다.

우선 “단체”의개념에 대해서 살펴본다.“단체”라는용어는 간혹 법률명칭

에서 등장하지만!il，기본적으로 강학상의 용어이다.단체란 자연인과 대비되어

자연인이외의 권리주체로서의 속성을 가지는 모든 조직체를 통칭한다 7) 여기

에는 인적 결합으로 구성된 것일 수도 있고 인적 결합없이 일정한 재산만으

로 이루어진 것일 수도 있다 전자에는 조합이나 사단이，후자에는 재단이 이

에 해당한다.재단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해서만 존립할 수 있지만，조합이나

사단은 비영리를 사업목적으로 할 수도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도 있다

또한 단체에는 법인격을 부여받아 법인으로 인정된 것도 있고 법인격을 부여

받지 못하였거나 스스로 법인격의 취득을 원하지 않아 법인아닌 상태로 머무

는 것도 있다 현행법에서 단체가 법인으로 되기 위해서는 이른바 「법인성립

법정주의」에따라 법률에서 제시하는 법적 형태를 취하여야 하며(numerus

clausus der Rechtsform)，또한 그 볍적 형태에 대해 볍률에서 요구하는 일정

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민법제31조 참고)，8)
흔히 통용되는 「기업」이라는용어도 간혹 법률명칭에서 등장하지만，기본적

으로 강학상의 용어이다.따라서 이를 사용하는 학자마다 그 의미는 달라질

수 있지만，일반적으로 기업(Enterprise: Untemehmen) 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조직적인 경제단위를 말한다 기업은 영위주

체에 따라 개인이 영리들의 목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기업과 국가 지방자

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업을 운용하는 공기업으로 분류

할 수 있다 따라서 민간경제의 입장에서 보면 r기업」은기본적으로 영리활동

을 추구하는 주체를 전제로 형성된 개념이다 g) 한편 상법상의 분류로，기업에

6) 예컨대 r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

7) 송호영 r법인론，，신론사，2013，5면
8) 민법 제 31조는 표제로 〔법인성립의 준치]이라고 표현하였지만， 이는 단체가 법인이 되기 위
해 필요한 법적 형태와 법적 요건의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법인성립법정주의”
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민볍 제 31조는 ‘비영리’법인에게만 적용되는 조문이 아니라 1 상법
상 회사나 기타 특별법상 법인 응을 모두 포함하는 법인전체에 적용되는 기본원칙이다 이
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송호영 r법인론" 72연 및 408연 이하 참고

9) 강정혜，’‘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적 고찰’‘r서울法쌓」 제20권 제3호 (2013.02)，1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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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연인인 상인이 단독으로 영위하는 개인기업과 자본의 형성과 경영에 다

수인이 참여하는 공동기업이 있는데，101 본고에서 고찰할 단체는 공동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3. 사회적 기업

(1) 등장배경

앞서 본 바와 같이，현재 각국마다 고용없는 성장(job!essgrowth) 을 겪고

있는데，이를 고용과 더불은 성장(growth with emp!oyment) 을 하는 사회로

바꾸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11 사회적 기업(Socia! Enterprise)의
기원에 대해서는 1844 년 지역사회주민에게 우수한 품질을 저렴한 가격으로 식

료품을 제공하기 위한 영국의 소비자협동조합에서 찾을 수 있다 12) 이후 유럽
은 불완전한 자본주의가 내포하고 있는 시장실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

동자와 소비자가 함께 사업체를 소유하고 공통의 이익을 추가하는 사회적 협

동조합 운통을 확산시켰고，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복지

를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31 특히 유럽은 1970 년 이후 경기침체와 실

업률증가로 복지국가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데.1990 년대부터 유럽의 선진국

들은 복지축소와 시장경제를 강조한 민영화의 과정을 겪으면서，정부에 의한

직접 서비스 제공방식이 퇴조하고 전통적인 자선기관 및 사회서비스 기관에

대한 정부보조금의 지급이 줄어드는 등의 변화된 사회환경에 즈음하여 사회

적 기업에 대한 수요를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유럽의 사회적 기업들은 사회

적 협동조합의 형태로 노동시장 안에서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랍들에 대한 일

자리제공에 적용되었다 14)

10) 이철송‘「회사법강의" 쳐1120판1 박영사， 2012，4-5 면
11) 컴대환 전게논문， 3연

12) 깅기현，“사회적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조직유형 및 형태를 중

심으로 끼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06) ，8면
13) 김기현，상게논문‘ 9면
14) 컴기현 1 전게논문. 10-1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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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미국에서 사회적 기업은 1960년대 이른바 ‘빈곤과의 전쟁’이끝난 후，

1970년대 후반의 경제불황으로 인해 연방정부가 비영리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을 축소하면서 비영리기관들이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익창출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사회적 기업을 모색하게 된 것에서 비롯한다 .151미국의
사회적 기업은 비영리기관의 수익창출을 위한 활동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현

재 미국에서 사회적 기업은 협동조합，비영리조직，상호조직 등을 포함하는 광

범위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상업성이 높다는 특

정을 지니고 있다 161

한편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에 비해 높은 실업률과 빈온에 취약한

복지국가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부족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는데， 특히 2007년 세계적인 충격파를 안긴 서브

프라엄 모기기 금융위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에 따른 자본주의의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유럽에서 사회적 기업이 더욱 주목받게 되연

서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기업육성볍」을 제정하여 사회적 기업을 정부차원

에서 지원하게 되었다

(2) r사회척기업육성볍」상 사회적기업

(가)사회적기업의 의의

사회적기업 17)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주장되고 있지만，이윤추

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형태를 이용해서 사회서비스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181 2007년 제정된 「사회적기업육성볍」은 사

15) 강쭉모 섬장학，사회적기엽을말한다，，오름，2012，22연
16) 강쭉모 심장학，상게서，22연
17) 일반적인언어용례상으로는‘사회적기업’이라고표기하는것이 맞지만，우리나라의 r사회
적기업육성법」에서는‘사회적기업’이라고하여띄어쓰기를하지않고 있다 따라서본고에
서는 일반적인의미로사용할경우에는‘사회적기업’이라고표기하고「사회적기엽육성법」
에 따른경우에는‘사회적기업’이라고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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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기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즉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 191에게

사회서비스 20)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

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동 법률이 정한 소정의 요건에 따라 고

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동볍 제2조 제1호 l. 따라서 우리

나라의 법률상 “사회적기업”이란 일반적 의미에서 사회천반의 공공이익을 위

한 기업이 아니라，일정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서 고용노

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받은기업에 한정된다，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을 받게 되면 정부로부터 경영지원，교육훈련지원， 시설비 등의 지원，생산물

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 등 각종 지원과 혜택

을 받게 된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10 조~제 16조 l.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j) 일정한 단체 형태를 갖출 것.@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

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ID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

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1) 서비스 수혜자，근로

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강출 것.<ID 영업활동을 통하

여 얻는 수입이 일정한 기준 2]) 이상일 것 .<ID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18) ‘사회척 기업’개념의 형성과정에 관해서는 유효선 깅생수 •.사회적 기업의 개념과 유형에

관한 고창，한국행정과 정책연구」 제 10권 제 1호 (2012.06)，24연 이하 참고

19)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웅이 있거

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2조 제 2호)‘그 구체적인 기준에 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열거되어 있다

20) ..사회서비스”란 교육 1 보건，사회복지， 환경 및 운화 분야의 서비스 1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 3
호) 통법 시행령이 정하는 서비스로는 보육 서비스， 예술 관광 및 운통 서비스， 산럽 보전

및 관리 서비스 1 간영 빚 가사 지원 서비스，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 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엽시설 관리 서비스，직업안정법」 제2조의 2 제 9호에 따른 고용서비스， 그 밖에 고용노동

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성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 등이다(제3조)
2]) 그 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신챙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에 해당 조칙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에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제 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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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척을 위하여 사용할 것221，CID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등이다.여기서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실현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9조에서 5가지 유형으로 규

정되어 있다.이에 의하면 첫째，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23) (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

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241(일자리제공형)Ql 조직의 주된 목적

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25)(지역사회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

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26) (혼합형)및

@ 기타의 경우 27)( 기타형)로 나누어진다

(나)사회적기업의 단체형태

사회적기업 자체가 고유한 단체모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

자면 사회적기업은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모델을 전제로 해서，기

업활동을 하는 단체가 사회적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적합한 지의 기준에 따라

22) 이 요건은 사회척기엽의 단체형태가 「상볍J에 따른 회사 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한다

23)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랑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50(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이상이어야 한다

24)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C분의 50(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이상이어야 한다

25) (i) 지역의 인적 툴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에는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랍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m 이

상이어야 하고， (ii)지역의 빈곤，소외，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에는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
분의 40 이상어야 하고， (ìii)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칙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 자

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에는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

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26)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

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30(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상이어야 한다

27)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상기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돈란한 경우에는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 옥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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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상태를 말한다 사회척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

서 일정한 단체형태를 갖추어야 하는데，이에 대해 「사회적기업 육성볍」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연 다음과 갇은 단체가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로 인정될

수 있다 ør 민법」상사단법인 재단법인 및 조합.@ r상법」상 회사(합명회사

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및 합자조합.<ID r공익법인법」상 공

익법인.@ r비영리민간단체지현법」상 비영리민간단체. <ID r사회복지사업볍」상

사회복지법인. @ r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소비자생활협동조합. (j) r협동조

합기본법」상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척협동조합연

합회 .<ID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이다(동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창조)

특이한 점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단

체는 매우 폭이 넓다는 것이다.기업이란 원래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

체인데.동법에서 의미하는 사회적기업에는 이윤추구와는 무관한 재단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도 포함되어 있다 더구나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도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형

태의 법인뿐만 아니라 법인아닌 단체도 모두 포함될 수 있게 된 생이다.이것

은 사회적기업의 정체성이나 제도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의문을 갖게 한다.

(다)단체형태별 현황

2013 년도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틀이 취하고 있는 단체형태를

조강하면 다음과 같다.갱)

비영리 영리 총계

민법상 비영리 사회복지 영농조합 생활협동 사회적 상법상
법인 민간단체 법인 엉인 조합 협동조합 회사

221 105 97 36 15 9 569 1.052
21 10 9.2 3.4 1.4 0.9 54.1 100(%)

28) 여기에 제시된 똥계자료는 사회혀기업진흥원 (www.soci외entpriseα.kr) 에서 공시한 자료률
토대로 작성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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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본 바와 같이，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는 단체형태 매우 다양

하지만，사회적기업으로 가장 많이 선호되는 단체형태는 상법상 회사이다.그

렇지만 상법이 인정하는 5가지 회사유형 중에서 세부적으로 사회적기업이 취

하는 회사유형의 비율까지는 파악하기 힘들지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발

행한 「사회적기업 개요집，29)에 수록된 사회적기업의 명칭들을 살펴보연，회사

의 형태 중에서는 주식회사가 여전히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측

할 수 있었다.다음이 유한회사 형태인데，유한회사는 일반기엽에서는 5%미만
의 적은 수의 기업이 취하는 회사 형태이지만 사회적기업에 있어서는 상대적

으로 많이 선호되는 편이다

비영리단체형태의 사회적기업 중에서는 민법상 법인형태가 가장 많다.그

중에는 사단법이 재단법인보다는 훨씬 많은 편이다 비영리민간단체의 비율도

낮지 않은 편이다 비영리민간단체는 비록 「사회적기업육성법」상에는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될 수 있는 조직 형태의 하나로 명시되어 있지만，엄밀하게 말

하자연 비영리민간단체라는 고유한 단체모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즉 비

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단체 아닌 단체는 모두 포

함되는 것으로써，민법상 사단법이나 재단법인，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및 비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능력없는 사단 재단 등이 모두 포함된다.만약

그렇게 본다면 도표에서의 비영리민간단체의 수는 중복의 여지가 있게 되므

로，도표상의 비영리민간단체는 법인형태를 취하지 아니한 단체，즉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 및 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도표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도 사회적기업의 한 형태로 등장함을 볼 수

있다 협동조합이라는 단체모델이 사회적기업의 형태로는 소수에 머무는 이유

는 생활협동조합을 제외한 기존의 개별법률에 근거한 협동조합들은 「사회적기

업육성볍」에서 사회적기업의 형태로 인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r사회적기

업육성볍」이 인정하는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포함)은 2012년에 제정된 「협

동조합기본법」에 의해서 비로소 설립될 수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회적기업

으로 인증되기 위한 충분한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지

29)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r사회적기업 개요집，. 2013.12‘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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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협동조합이 활성화되연， 앞으로 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의 주류를 이루는

단체모델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

11 • 현행법상 단체모델

1. 민법상 단체

민법은 법인의 대표적인 모댈로 인적 결합체에 법인격을 부여한 사단법인

과 일정한 출연재산에 법인격을 부여한 재단법인을 양분하고 있다.사단법인

과 재단법인 이외의 법인형태는 인정되지 않는다 30) 한편 민법은 법인을 비영

리법인과 영리법인으로 구분한다(민볍 제32조 및 제39조 참고)，민법에서 비

영리법인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

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써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고서(민법제32조)그 주된 사

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완료함으로써 성립한다 따라서 영리아닌 사업

을 하는 단체라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못하였거나 설립등기를 완료하지

못하면 법인아닌 사단 재단으로 머물게 된다.만약 사단이 3)) 영리사업을 목적

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법에 규정된 회사설립의 조건에 쫓아 법인으로 될 수

있다 32) 그러한 사단법인에 대해서는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민법제39조)，
설립요건의 미비로 법인으로 되지 못하였거나 스스로 법인으로 되기를 원

하지 않는 단체는 비법인사단 또는 비법인재단으로 머물게 된다 비법인사단

30) 이론적으로는 사단과 재단이 융합된 단체모델이 있을 수 있지만(예，영조물 Anstalti ，우

리 민볍은 법인의 유형으로 사단과 재단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사단과 재단의 요소가 융합

된 단체라도 법인설립의 허가 및 등기과정에서 단체모델은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중에서

하나로 정해져야 한다

311 단체에는 사단과 재단이 포함되지만，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별에 관한 이익분배설에

의하면 재단의 경우에는 구성원이 없어 사업과정상 취득한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할 수
없기 때운에 비영리법인으로만 존재하게 된다

32)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서도 상법의 회사설립에 따르지 아니하는 단체는 볍인으로 되지 못하

고，그런 경우에는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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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구별해야 할 인적 조직체로는 조합이 었다.민법은 조합을 계약의 일종으

로 규율하고 있으나J31 조합계약은 다른 계약과는 달리 단체의 조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조합계약의 효력으로 조합이라는 하나의 인적 결사

체가 형성되는 것이다 비법인사단에 대해서는 비록 법인은 아니더라도 학설

과 판례가 비법인사단의 권리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에 별다른 이견이 없다 그

에 반해 조합은 인적 결합강도가 사단보다 약한 조직체이기 때문에 조합자체

에 권리주체성을 인정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사단과 조합을 구

별하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모호하기 때문에 조합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부분적인 권리주체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341

2. 상법상 회사

상법은 기엽을 위한 다양한 단체모델을 제시�규정하고있다 특히 제3편에
서 대표적인 영리법인인 r회사」를규정하면서 5가지 종류의 회사를 단체의 모
델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

주식회사가 해당한다.이들 회사유형은 회사구성원의 인적 결합장도 내지 구

성원의 책임분배에 따라 구분된다.

「합병회사」는회사의 채무에 대해 직접�연대무한책임을 지는 사원들로만

구성되는 회사이다(상법제212조 참조)사원들이 회사채무에 대해 직접 연대�

무한책임을 지게 되므로 회사의 존립에 있어서 사원들의 인적 결합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351
「합자회사」는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이다(상법제

268조 참조)유한책임사원은 단지 회사에 자본만을 제공하여 사업에서 생기

33) 민법은 채권각칙편에서 조합을 전형계약의 한 모습으로 다루고 있는바，이에 의하연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하는 약정이 조합계약이다(민법 처11703조 제1항)

34) 대표적으로 안성포 1 “민법상 조합의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비교사법」 제10권 제3호
(2003，09)，285연 이하 참고

35) 강학상 회사을 인적회사 (Personengesellschaft )와율적회사 (Kapitalg않ellschaft)로 구분하는
데1 인적회사에는 합영회사와 합자회사가 1 물적회사에는 유한회사와 주식회사가 속한다 이
중에서 합명회사는 인적회사에 전형적인 모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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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익의 분배에 참여하되 기업경영에는 참여하지 않는 대가로서 회사채무

에 대해서는 유한책임만을 부담한다‘ 그에 반해 무한책임사원은 기업경영에

전적으로 참여하는 대신 회사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게 된다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된 합자회사에다 유한책임사원이 가미된 형태이기

때문에，회사의 존립에 있어서 무한책임사원의 구성이 여전히 중요한 요소이

다.회사의 인적 결합의 측면에서 보면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본질은 민법상

조합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우리 상법은 이들 회사에도 법인격을 부여하여

법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36)
「유한회사」는 원칙적으로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채무에 대해 직접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유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

된 회사이다(상법 제553조 참조) 사원이 유한책임만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주

식회사와 같은 물적 회사의 특성을 띄지만，사원이 정관의 기재사항이며 사원

의 지분을 유가증권으로 발행할 수 없어(상볍 제555조)지분양도에 제약을 받

는다는 점에서 주식회사보다 소규모의 기업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다만 유

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사원들이 유한책임을 지면서도 주식회사에

비해 설립절차나 관리운영절차가 간소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유독 우리

나라에서는 주식회사에 비해 매우 소수의 기업만이 취하는 회사형태이다 371

「주식회사」는회사가 자본금의 조달을 위해 주식을 발행하고 새로 발행된

주식의 인수를 통해 출자하거나 기존의 주식을 양수함으로써 회사의 사원(즉

주주)이 되며，사원은 인수한 주식의 가액한도에서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상법

제 331조 참조)，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형태의

회사를 말한다.주식회사에서 회사를 구성하는 사원의 지위는 주식의 인수 내

지 양도 양수를 통해 계속 변동될 수 있으므로 사원의 인적 결합은 별 의미가

36) 우리 상법에 많은 영향을 미친 독일 상법전은 합명회사 (offne Handelsgesel1schafO 와 합자
회사(Kommanditgesel1schaft) 를 조합의 특수한 형태로 보기 때문에 법인 (juristische person)
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안，후술하는 바와 같이‘독일의 기업재편법 (Umwan버ungsgesetz)
에서는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가 볍인인 유한회사나 주식회사로 변경될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회사가 법인인지 아닌지가 크게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37) 이에 반해 우리 상법이 규정하는 유한회사의 모텔이 된 독일에서는 대부분의 회사가 유한
회사 (GmbHl 형태를 취하며，주식회사 (AG) 는 대규모공개회사 위주로 채택되는 회사형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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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회사로서는 주식의 발행과 유통을 통해 회사의 자본을 조달한다는 데에

큰 의미를 갖는다 38l 이러한 점에서 주식회사는 물적회사 (Kapitalgesellschaft )
의 대표적인 이상형이다. 주식회사는 주식의 발행을 통해 자본조달이 용이하

며，주식을 인수한 주주로서는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주주의 유한책임) 기업주의

입장에서는 가장 선호되는 회사형태이다잃)

한편 상법은 2011 년 개정되면서 기존의 위 4가지 형태의 회사 외에 새로이

유한책임회사를 신설하였다 「유한책임회사」란내부적으로는 합명회사와 같이

조합의 실체를 가친 인적회사이면서도 외부적으로는 유한회사와 마찬가지로

사원전원이 유한책임만을 부담하는 회사형태이다， 유한회사는 벤처기업과 같

이 소수의 인원이 중심이 되어 창업을 하연서 공동으로 회사를 경영하면서도

회사채무에 대해서는 각자 유한책임을 친다는 장점 때문에 향후 그 활용도가

기대된다

3. 특별법상 단체

민법과 상법 외에도 단체를 규율하는 여러 특별법들이 존재한다 그중에서

단체모델의 특성과 관련하여 의미가 있는 몇 가지에 대해서 살펴본다

우선 「공익법인」은「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J4이에 규정되어 었

다.민법은 비영리법언을 규율하고 있는데，“비영리”사업을목적으로 하는 사

단법인이나 재단법인 중에서 특히 “공익”을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공익

법인법상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여 공익법인으로 될 수 있다.다시 말하자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상태로 존재할 수 있지만，

38) 이 때문에일본에서는주식회사를사단법인으로보지않고재단법인으로보아야한다는견
해가 주장되기도한다 대표적으로八木 弘，柱式會社財園짧，有裵뼈 1963 창고

39) 실제로통계청이발표한2006-2012 년도신고법인종류를살펴보연，법인수는총 482.574개
이고 그 중 주식회사는 435.7327B(약90.3%). 유한회사는 20，565( 약 4.3%). 합자회사는
3，559( 약 0.7%). 합명회사는785개(약0.2%) 이고，그 외 비영리법인20，4207B(약4，2%). 외
국법인 1.5137B(약0.3%) 이다

40) 이하「공익법인법」으로약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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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법상의 요건을 갖추어 공익법인으로 될 수도 있다 비영리법인이 공

익법인으로 인정되면，공익법인에 출연하거나 기부한 재산에 대해서는 일정한

세제상의 감면혜택이 주어진다(공익법인법 제 15조 참조) 여기서 공익법인이

란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

조나 지급，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일컴는다(공익법

인법 제2조)
공억법인과 유사한 제도로 r공익신탁」이 었다 41) 양 제도는 사회적 기능이

나 운용목적에서는 같지만，법률적 구조에서 차이가 있다.공익법인은 공익목

적사업을 위해 결성된 인적결사체나 출연재산에 법인격을 부여한 것인데 반

해，공익신탁은 공익목적사업을 위해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의 운용을 위

탁한 것으로써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익신탁은 사익신탁과 더불어 신

탁법에 규정되어 있었지만(신탁법 제 106조 이하 참조)，그동안 공익목적사업

을 위해 공익신탁이 사용된 예는 극히 드물었었다 그렇지만 2014년 3월 「공

익신탁법」이 법률 제 12420호로 제정되면서， 종전의 신탁법에 규정되었던 바와

달리，공익신탁의 설립을 간소화하고 42) 각종 세제상의 감면혜택이 주어지도록

하였다(동 법률 제28조).동 법률은 2015년 3월 19일부로 시행될 예정인데，43)
향후 공익신탁제도가 본격화되연 새로운 기업형태의 등장도 기대된다

「사회복지사업법」은 비영리사업 내지 공익사업의 구체적인 모습인 「사회복

지법인」을 규정하고 었다(동법 제16조 이하).동 법률에서 사회복지볍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2호).그
러한 사회복지법인은 민법에서 정한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중 한 형태를

취하게 되며，사회복지법인이 공익법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별도로 공익법

인법상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44)

41l 신탁이 단체에 해당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었으나，본질적으로 출연재산

이나 신닥재산이나 모두 집적된 재산 (Vermögensmasse)에 대해 법적 성격을 달리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신탁재산도 단체의 속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42) 예컨대 신탁법에서는 공익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받도록 하였지만， 공

익신탁법에서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받도록 하였다

43) 그에 따라 종전에 「신탁법」에규정되어 있던 공익신탁 관련 조항은 모두 삭제될 예정이다

44)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에 관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볍」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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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농업인 및 어업인들로 하

여금 협엽적 농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물의 출하 유통 가

공 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및 어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등 5인 이

상을 조합원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을 인정하고

있다，이들 단체의 특성은 내부적으로는 조합에 해당하지만 대외적으로는 법

인으로 활동한다는 점이다 45) 이와는 별도로 통 법률은 농업 또는 수산업의

경영이나 생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를 위해 「농업회사

법인」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을 인정한다 461

한편 「협통조합」은민법상 조합과 달리 법인격을 가지면서도， 민법의 비영

리사단법인이나 상법의 회사와는 다른 별개의 단체모델이다- 협동조합의 특정

은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이윤추구가 목적이 아니라는데 있다，협동조합에 관

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살핀다

4. 협동조합

(1) 협동조합의 의의

협동조합 (Cooperative; Genossenschaft) 을 어떻게 개념지올 것인가에 대해

서는 견해가 일치하지 않으며，다양한 방식으로 설명되어왔다 47) 대표적으로

국제협동조합연맹 (ICA;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는 15년간의 긴 토

「공익법인볍」의 관련규정을 준용하게 된다(사회복지사업법 제 32조 창조)

45) 그러한 특성을 가진 단체모델로는 상법상 합명회사와 합자회사가 있으나，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서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합명회사(合

名會社)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엽회사법인으로(계 18조 제1항) 혹은 합자회사(合資會社)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으로(제 18조 제2항)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기 때문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단체모댈이 상법에서 정한 합명회사나 합자

회사는 구별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46)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관하여 동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r상볍」 중 회사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 19조 제8항)
47) 협동조합을 볍적으로 개념지우기 어렵다는 주정에 대해서는 AutryJ1빼 TheLawof α짜X}ratives，

American Bar Associatioπ 2009.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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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을 거쳐 1995 년 연맹설립 100주년기념 맨체스터 총회에서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을 선포하면서 협동조합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

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

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이라고 정의하였다 481 이에 의

하면 협동조합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5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CD 자발적으로

결성한 사람들(조합원)들이 주체이어야 하며.@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

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ID 그러한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며‘@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한 인적 결사체라는 조직의 성격을 가져야 하며，@ 그러한 결사체를 공동

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2012 년 제정된 우리나라의 「협동

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을 보다 간명하게 정의하고 있는데，동법 제2조에 의

하면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

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

직을 말한다 이를 분설하면， 협동조합은 @ 조합원들로 구성되어.@ 채화나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의 수익활동을 하면서 .<ID 그러한 수익활동은

조합원들이 협동으로 영위하며.@ 이를 통해 조합원의 권익향상과 지역 사회

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하는 @ 사업조직체이다. 여기에 협동조합의 법적 특성

이 내재해 있다.즉 협동조합의 구성원은 조합원들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원의 인적 결합이 중요시되는 조합의 성격을 천제로 하고 있다 또한 재

화나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동의 수익사업을 한다는 측면에서 영리법인

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협동조합의 수익활동은 조합원들이 “협동”

으로 영위하는데， 협동조합의 경영에 있어서 출자액의 다소에 관계없이 조합

원들은 모두 1인 l표의 평등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점에서 491 다른 영

리법인(회사)과는 다른 운영원리가 적용된다. 협동조합은 수익활동을 하연서

도 그 활동의 목적이 조합원의 권익향상과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체

라는 점에서 비영리법인 내지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러한

48) 최병록，협동조합기본볍， ，볍문사， 2013，15연
49) 협동조합기본법 처1123조 (의결권 및 선거권) 제l 항은 ”조합원은 출자화수에 관계없이 각각

l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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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이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나 상볍상 회사와는 구별되는 점이다 즉 비영리

법인으로서의 성격과 영리법인으로서의 성격이 겸유된 독특한 조직체라고 할

수 있다 50)

(2) r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2012 년 「협동조합기본볍」이 제정되기 전에도 8개의 개별법률 511에서 각각의

설립목적을 가진 협동조합들이 존재하였었다 이것은 개별법률에서 정해진 특

수한 목적의 협통조합 외에는 다른 목적의 협통조합의 설립이 불가능하였음

을 의미한다 r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것은 종래 개별법에 의해 특수한 목

적의 협동조합으로 묶여 있던 것을 풀고 다양한 목적의 협동조합이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52) r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

의 종류로 기본적 형태인 「협동조합」과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회적협통

조합」으로 크게 구분한다 그리고 각기 「협동조합 j 들의 연합체인 r협동조합연

합회」와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체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인정한다

요컨대 r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53)，「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

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 4개의 협동조합 형태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근간은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

50) 협동조합이 영리법인인지 비영리법인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협동조합기본법J상의
협동조합은 아니지만‘수산업협동조합이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비영리법인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1978.3.14 선고 77누246 판결)그
에 반해 새마을금고법은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비영리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제2조 제1항) 한편 「협동조합기본법」상의협동조합은 영리법인에 해당하지만(이에
관해서는 임총선 조상혁1 “영리법인으로서의협통조합에 대한 법적 소고”‘r성균관법학」제
25권 제4호 (2013.12)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118연 참고)，동법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려볍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5]) 8개 법률이란 「농업협동조합법」1 「수산엽협동조합법」1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산림조합
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새마을금고법」，r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말한다

52) 우리나라 협동조합기본법과 이탈리아 협동조합법의 구조를 비교한 자료로는 박광통，“이탈
리아 협통조합에 관한 연구" ，법과정책，.제19집 제l호 (2013.02).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
구소.157연 이하 창고

53) 다른 협동조합조직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하에서 이를 「일반협동조합J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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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일반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등을 협동으로 영

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인데 반해(제2조 제1호)，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

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제2조
제3호) 이들 단체를 비교하여 본다.

첫째，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은 법적 성격을 달리한다.볍문상으로

는 일반협동조합은 법인으로 하고(동법 제4조 제1항)，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

리법인으로 한다(동볍 제4조 제2항)고 규정되어 있다.여기서 일반협동조합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생각건대 r협동조합

기본볍」 제14조는 제1항은 일반협동조합에 대해 동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외

에는 r상법」 제 1면 총칙，제2편 상행위，제3편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바，이는 일반협동조합이 영리법인임을 전제로 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둘째.양자는 설립절차에서 차이가 있다.일반협동조합은 설립시 주된 사무

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족하지만(동볍 제 15
조 제l항)，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동법

제85조 J.
셋째，일반협동조합은 사업에 있어서 업종이나 분야에 특별한 제한이 없지

만.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의 사회적 사

업54)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야 한다

넷째，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차이에 따라，일반협동조합은 수익사업으로

부터 배당이 가능하지만，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배당이 금지되고，조합의 청산

시 잔여재산에 대해 일반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를 처분하게 되지만(동법 제59조)，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54) 그러한 사업으로는 φ 지역사회 재생 1 지역경제 활성화 1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복리 증진 빚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연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취약계층에게 복지 의료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ID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

탁받은 사업，@ 그 밖에 공익증진셰 이바지 하는 사업 등이다(동법제9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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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으로 잔여재산이 귀속된다(동법 제 104조 참조)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으로 말미암아 일반협

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법인단체가 설립될 수 있

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닮)특히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을 이용하여

새로운 기업창설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창출과 취약계층의 복지에 기

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V. 단체모델의 특성 비교

1. 설립상의 특성

법인의 설립과정을 보면，크게 2가지 단계를 거치게 된다 첫째는 법인을 설

립하고자 하는 주체들이 자율적인 의사에 의해서 단체를 조직하는 단계이고，

둘째는 그러한 단체에 국가의 행정적인 절차에 의하여 법인격이 부여됨으로

써 볍인으로 완성하는 단계이다.

우선 법인설립의 첫 번째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기인들이 정관을 작

성하는 것이다 561 발기인의 수에 대해서는 각 단체마다 달리한다 민볍 및 공

익법인법상 사단볍인에 대해서는 발기인 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강학

상 2인 이상이면 족한 것으로 해석한다하) 상법에서는 합명회사의 경우 2인

이상의 발기인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해야 하고(제178조).합자회사의 경우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므로 최소 2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

요하지만(제268조)‘유한책임회사나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는 l 인의 사원만으

로도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제287조의 2. 제 288조，저11543조) 협동조합기본법

55) 깅두년，“협통조합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과제" ，한국협동조합연구，，제30집 제2호 (2012.08).
11연

56)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발기인’이란개념이 따로 없고 재산을 출연하는 ‘출연자’또는 ‘설립
자’만이존재한다

57) 대표적으로 꽉융직‘김재형，민볍총칙，. 제8판1 박영사. 2012. 164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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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일반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제15조 제1

항 및 제85조 제1항)，
발기인의 주된 임무는 정관을 작성하는 것인데，정관에서 모든 법인에서 공

통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은 「목적」，r명칭」，「사무소소재지」등이다.특히 목적

은 법인의 정체성을 가름하는 것으로써 핵심적인 사항이다. 이 때문에 법률은

볍인의 목적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었다.민법상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엽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

다 따라서 영리아닌 사업이라면 공익적인 아닌 사업이라도 무관하다 58) 공익
법인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

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학술，자선(慧善)에관한 사업

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공익법인법 제2조)，협동조합은 “구성원의 복리 증

진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며，조합원등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수요에 부

응하여야” 하므로 정관에서의 설립목적도 이에 상응하여야 한다，591 한편 상법

상 회사는 영리를 목적하기 때문에 목적사업은 영리성을 실현할 수 있는 것

이어야 하며，따라서 영리와 무관한 것은 회사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601 이러한 해석론에 의하게 되면 상법상 회사를 통한 사회적기업의

설립은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회사의 주된 목적을 영리사업

에 두고 종된 목적을 비영리사업에 두는 방식의 사업목적은 허용된다고 해석

할 필요가 있다，611 한편 이상의 법인인 단체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

58) 예，동창회， 향우회 등

59) 협동조합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되， CD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당，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þ 협통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

엽，Q)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등을 포함하여야 하되，금융업 및 보험업

을 영위할 수 없다(협동조합기본볍 제45조 창조)

60) 대표적으로 이철송，회사볍장의" 227연 등 참고

61) 이와 관련해서 권재열교수는 상법상 회사의 경우 기엽의 영리적 목적 이외에 사회적 목적

을 주된 목적으로 기재한 풍기를 등기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하연서， 사회적기엽 육성

법이 사회척기엽의 조직형태로서 주식회사를 인정하는 만큼 상업등기법을 개정해서 기엽의

정관에 사회적 목적을 주된 목적으로 기재하는 주식회사의 등기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다(권재열，“사회적 기업 출자 활성화를 위한 회사법적 개선방안" ，증권법연구」 제13권 제
3호 (2012) ，83-8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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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정관에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 l.
@ 목적， (g) 사업내용， Q)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rID 기관 및 지배구

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수익배분 및 재투

자에 관한 사항，(j)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종사자의 구성 및 임변(任

免)에 관한 사항，@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6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했 3) 등이다
법인에 따라 법인설립과정에 있어서 정관의 작성 외에 출자도 요구되는데，

특히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재산출연이 반드시 요구된다(민법 제48조 참조)，

또한 상법상 회사에 있어서，합명회사의 경우에는 모든 사원이 무한책임을 지

기 때문에 회사설립전에 반드시 자본을 납입할 필요가 없지만，합자회사의 유

한책임사원 및 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주식회사의 사원에게는 회사의 설립과

정에서 출자의 이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의 설립신

고후 설립등기전까지 조합원은 출자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설립행위를 통해 단체의 실체가 형성되면 다음 단계로 국가의 행정적인 절

차에 의해 법인격이 부여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때 법인의 형태에 따라

행정력이 간여하는 방식이나 정도에 차이가 있다 상법상 회사의 설립에 있어

서는 법정의 요건을 구비하면 주된 사무소의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완료함으

로 법인이 성립하게 된다(준칙주의 l. 협동조합의 설립에 있어서는 일반협동조

합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에게 신고한 후，설

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는데 반해(신고주의)，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은 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인가주

의)，따라서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이 일반협동조합의 설립보다 더욱 까다롭

다고 할 수 있다.민법상 법인이나 공익법인볍상 볍인의 경우에는 이 보다 더

욱 엄격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허가

주의 64))

62) ，상볍」에 따른 회사 합자조합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연 잔여채산의 3분
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급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63) 그러한 사항으로는 @ 사회적기업의 지부(支部)，@사회적기업의 재원 조달，Q) 사회적기업
의 회계 등이다(동법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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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관구성상의 특성

법인의 기관구성의 문제는 법인의 권한분배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대개

는 삼권분립의 원리와 유사하게 의사결정기관， 집행기관，감독기관으로 구성된

다.구체적으로 법인의 기관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인의 형태

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 민법상 법인을 보면，사단법인의 경우에 대표기관이자 집행기관으로

이사，감독기관으로 감사，의사결정기관으로 사원총회로 구성되지만， 재단법인

의 경우에는 사원이 없으므로 사원총회가 없다 또한 이사는 사단법인이든 재

단법인이든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요기관이지만， 이사의 감독기관인 감사는

임의기관에 지나지 않는다 651 이사와 감사를 둘 경우에 그 수에 대해서는 제

한이 없다 또한 대표기관이자 집행기관은 이사이며，수인의 이사로 구성된 이

사회를 툴 필요는 없다 공익법인법의 기관구성은 이 보다 엄격하다 우선 공

익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 및 이들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와 2명
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공익법인볍 제5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특히 공익

법인법에서는 이사회를 구성할 때 특수관계인이 이사의 1/5을 초과할 수 없도

록 정하고 있다(동법 제5조 제5항).
상법상 회사에 있어서는 회사의 종류에 따라 기관구성에 차이가 있다.합명회사

의 경우에는 비록 법인이지만 본질상 무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이 분화되어 있지 않다.즉 사원자격이 곧 회사기관의 자격과 일치한다 661 합

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데，특별한 기관구성은 없고，

64) 민법상 법인설립에 관한 허가주의의 비판으로는 정환담， “민사법인설립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비교사법」제5권1호 (1998) ，95면 강태성，“법인에 관한 민법개정방향 •.，법조」제
538호 (2001.07) ，182연 이하: 깅교창，“민볍총칙 중 법인에 관한 개정의견끼 「볍조J 제548호
(2002.05) ，152연 이하 검진우，“비영리법인의 설립에 있어 허가주의에 관한 연혁적 고찰
「인권과 정의 J 제383호 (2008.07) ，112연 등 2010년 만법개정안에서는 민법상 비영려법인의
서립에 관해 허가주의를 인가주의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로는 송호
영1 “민법상 법인편 개정의 주요 쟁점에 관한 고활끼 r법학논고」 제34집 (2010.10) ，7연 이하
및 깅대정，“민법개정시안에서의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의 전환•.，법학논문집」제34집
제2호 (2010)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5면 이하 참고

65) 민법상 법인의 경우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민법 처1166조)
66) 이를 자기기관 (Selbstorganschaft) 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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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집행권은 무한책임사원이 가지는 대신 유한책임사원은 이에 대한 감시권을

가지는 것으로 권한분배가 된다.유한책임회사도 사원의 유한책임을 제외하고는

구조적으로 인적회사와 차이가 없다.따라서 기관이 분화되지 않지만，지율적으로

사원총회 기타 의사결정기구를 두는 것은 무방하다.671 이와 달리 유한회사의 경

우에는 회사를 대표하는 1인 또는 수인의 이사를 반드시 두어야 하지만(상법제

561조).이에 반해 감사는 정관에 규정이 있으면 설치될 수 있다(상법제568조 제

1항).사원총회는 유한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기관으로서 반드시 두어야 한

다.주식회사의 경우는 기관이 가장 분화�발달되어 었다.주주총회는 주주들로만

구성되어 있지만，그 외의 기관구성에서는 주주가 아니더라도 이사나 감사가 될

수 있다는581 점에 특색이 있다 69) 주주는 회사 내부의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이다.

주주총회에서는 수인의 이사를 선임하고 이들이 이사회를 구성하여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엽무집행은 이사회가 선임

한 대표이사가 수행한다，상법은 주식회사의 감독기관으로 감사와 감사위원회를

제시하고 회사가 이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감사는 주주총회에

서 선임하지만，감사위원회는 이사들로 구성되며 이사회 내부에 설치된다 회사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다(상법제425조의2).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최고의결기관으로써 총회를 둔다-총회는 이사장과 조

합원으로 구성된다 조합원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는70) 총회대신 대의원총회를 룰 수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1조 제1항).또
한 협동조합에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어야 하며(통법 제32조
제l항).1명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동법 제34조 제1항).

3. 단체운영상의 특성

법인의 운영，특히 의사결정방식에 있어서도 법인의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

67) 이철송，회사법강의" 197연
68) 이를 타인기관(FremdorganschafO 이라고 한다

69) 이철송，회사법강의，. 467연
70) 현재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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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선 민법상법인에 있어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은 사원총회인데，

의사결정은 1인 1표의 방식에 따라 결정된다.만약 이사회가 있어 이사회에서

주요안건을 결의할 때에도 1인 1표제가 적용된다 재단법인에는 사원총회가

없으므로 이사가 의사를 결정하지만， 이사회가 있을 경우에는 역시 1인 1표제
가 적용된다.즉 복수의 출연자가 있더라도 출연재산에 따라 표의 비중이 달

라지지 않는다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의 운영도 이와 같다.즉 이사회의 이사

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동법 제9조 제3항)
상법상 회사에서는 회사의 성격마다 의사결정방식이 달라친다. 인적회사에

해당하는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에서는 출자액에 상관없이 두수(頭數)주의가

적용된다 그에 반해 물적회사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출자액에 비례해서 표가 정해지는 지분(持分)주의가 적용된다 유한책임회사

는 물적회사의 요소와 인적회사의 요소를 겸유하고 있는데，상법은 유한책임

회사의 의결권은 합명회사를 준용함으로써 두수주의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저11287조의 17) ，
협동조합의 경우‘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

여야 하는데，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l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협동조합 기본법 제 23조 제1항)
한편 이틀 단체가 「사회적기업육성법」상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

는 서비스 수혜자，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어

야 하며(제8조 제1항 제4호)，정관에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제9조 제 l항)，71l

4. 관리 감독상의 특성

법인의 관리 감독은 내부적으로 감사의 임무이다 그렇지만 외부적으로 법

7]) 이때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 사원이나 조합원이 아닌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

해관계자자들이 직접 의경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만약

그러한 의미로 동 조항이 해석된다면， 이는 사단자치의 원칙이나 협동조합의 설립원칙에

정연으로 반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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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당초의 설립목적인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외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민법상 법인에 있어서 그러한 관리 감독은 법인설립을

허가해준 주무관청이 하게 된다.즉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감독하고

(민법제37조)•만약 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

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민법 제 38조)
공익법인의 경우에도 외부의 관리 감독은 주무관청이 담당하며，그에 관한

감독업무도 더욱 세분화되어， 주무관청은 감독상 필요하면 업무보고서의 제출

을 영하거나 업무재산관리 및 회계를 감사할 수 있고(공익법인법 제 17조)，일
정한 사유가 발생하연 이사취임승인을 취소하거나 72)，사업의 시정�정지 명령

을 내리거나 73) 설립허가의 취소 74)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상법상 회사의 경우에는 준칙주의에 의해 법인이 설립되므로 주무관청이

따로 없다 다만 법원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75)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

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상법 제 176조 l.
협동조합에 있어서는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가 다르다 일

반협동조합은 영리법인에 준해 신고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되 특별한 지원도

없고 감독도 없다 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고，이에 따라 비영리법인에 준하는 세제혜백을 받는 대신，

72) 여기에는@ 공익법인법또는 정관을위반한경우，@임원 간의분쟁，회계부정，재산의
부당한손실‘현저한부당행위등으로해당 공익볍인의설립목적을달성하지못할 우려를
발생시킨경우，@목적사업외의사업을수행하거나수행하려한 경우퉁이 해당한다(공
익법인법제14조 제2항 참조)

73) 여기에는@ 수익을목적사업외의용도에사용할때，@해당사엽을계속하는것이공익
법인의목적에위배된다고인정될때 등이해당한다(공익법인법제14조 제3항 창조)

74) 여기에해당하는사유로는 (j) 거짓이나그 밖의부정한방법으로설립허가를받은 경우，
@ 설립허가조건을위반한경우，@목적 달성이불가능하게된 경우，@목적사업외의
사업을한 경우，(i!) 이 볍 또는 이 법에따른 영령이나정판을위반한경우，@공익을해
치는 행위를한 경우，(J) 정당한사유 없이설립허가를받은 날부터6개쩔 이내에목적사
업을시작하지아니하거나1년 이상사업실적이없을때 등이다(공익법인법제16조 참조)

75) (j) 회사의설립목적이불법한것인때，@회사가정당한사유없이설링 후 1년 내에 영업
을 개시하지아니하거나l년 이상영업을휴지하는때，@이사또는회사의업무를집행하
는 사원이법령또는정관에위반하여회사의존속을허용할수 없는행위를한 때 퉁이다

- 219 -



「法과政îll，第20뼈第2짧

기획재정부장관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761 협동조합기본법상 기획재정부

장관의 관리 감독의 내용으로는 사회적협동조합 업무 및 재산�장부�서류등에

대한 컴사권(제III 조 제2항)，법령 정관 위반사실에 대한 시정명령권(제 III 조
제4항)，조사�검사�확인을위한 자료제출요구권(제 III 조 제5항)및 법인설립인

가 취소권(제112조)등을 행사하는 것이다

한편 r사회적기업육성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사회적기업으로 인

증받은 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즉 고용노동부장관은 사

회적기업을 지도 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사회적기업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사회적기업이 제출

한 사업보고서를 기초로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으며，보

고 사항의 검토，지도 감독 및 평가를 한 결과 필요하면 시정을 명령할 수 있

으며(동법 제 17조)，일정한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동

볍 제18조771)

5. 조직변정 및 청산과정상의 특성

단체의 조직변경과 청산과정도 법인의 형태에 모습을 달리한다. 우선 민법

상 법인의 경우 다른 법인형태의 조직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또한 법인의

합병이나 분할도 인정하지 않는다 781 법인의 청산에 있어서 잔여재산의 귀속

은 우선 정관에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고， 만약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없거

나 지정방법을 정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이 주무관청

76) 최병록，협동조합기본법 J，146연
77) 인증취소사유로는 φ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협동조합기

본법 체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Q)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경영악화 등

사회척기엽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 등이다

78) 다만 법무부는 민법상 법인의 합병과 분할에 관한 규정을 두는 인법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동 개정안에 의하연 사단법인과 사단법인끼리 및 재단법인과 재단법인까리의 합병과 분할을

인정하지만，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사이의 합병과 분할을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송호영， “비영리법인의 합병 분할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민사업학」 제47
호 (2009.12)，579연 이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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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과 비슷한 목적을 위하여 처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법으로도 처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민

볍 제80조).
공익법인의 경우에도 다른 볍인형태로의 조직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잔여

재산의 귀속에 대해서도 더욱 엄격하여，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이러한 귀속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

상으로 대부하게 된다(공익법인법 제 13조).
상법상 회사는 폭넓은 조직변경을 인정한다.우선 상법은 회사의 합병과 분

할을 인정하는데， 여기에도 일정한 제한이 있다 즉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

하는 회사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

사이어야 한다(상법 처11174조 제2항) 회사의 분할은 주식회사에만 인정되는

제도로써，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l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신설할 수도 있고

(단순분할)•다른 회사와 합병할 수도 있다(분할합병).또한 상법은 회사형태

의 변경을 인정하는데， 이는 사업의 전개에 따라 종전 회사형태가 부적합하게

될 경우에 새로운 상황에 적합한 회사형태로 변환할 기회를 주기 위해 허용

된다 791 상법은 기본적으로 인적회사 상호간 및 물적회사 상호간에만 조직변

경을 인정하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 합명회사 → 합자회사，@ 합자회사 →

합명회사 .Q) 주식회사 → 유한회사.@ 유한회사 → 주식회사 .cID 유한책임회

사 → 주식회사.@ 주식회사 → 유한책임회사의 여섯 가지 경우가 허용되는

셈이다 한편 회사는 사원들로부터 출자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므로 회사의 청

산과정에서 회사채무를 완제한 후 잔여재산이 있게 되면 사원에게 이를 분배

할 수 있다(상법 제 260조).
협동조합에 있어서는 합병뿐만 아니라 분할도 인정된다 다만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병하

거나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단체 및 협동조합 등으로 분할할

79) 이철송，회사법강의，.1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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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제56조).협동조합은 청산과정에서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한다(동법 제59조).주목할 것은

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유한

회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통

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

도록 하였다(제60조의 2801 ) 그러나 반대로 협동조합이 다른 법인으로의 조직

변경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한편 사회적기업은 그 자체가 다른 볍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단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사회적기업 육성법에는 사회적기업의 조직변경에 관한 내용이

없다-다만 사회적기업이 「상법」에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에는 청산시 배

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

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9조 제1항 제9호)

6. 기타 수혜상의 특성

민법상 볍인에 대해서는 볍률적으로 특별한 수혜가 주어지지는 않는다.다

만 민법상 법인은 비영리법인이므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요건을 갖추변，안전행정부 또는 시 도지사로부터 제반 소요경비를 지

원받을 수 있고(동볍 제6조)•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조세에 관한 법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동법 제 10조)，우편요금의 일부

를 감액 받을 수 있다(동법 제 11조) 공익볍인법상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조세

상의 혜택이 주어지는데， 공익법인에 출연하거나 기부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증여세�소득세，법인세 및 지방세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연된다(동볍 제 15조)
영리법인인 상법상 회사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나 세제상의 혜택은 없다.이

에 반해 영려법인에 해당하는 일반협동조합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즉 일반

협동조합의 영리사업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볍

80) 동 규정은 2014.1.21 에 제정되어 2014.12.1 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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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이 적용되지 않는다(협동조합기본볍 제13조 제3항).이것은 상대적으로 경

제적 약자들로 조직된 협동조합이 대기업과 경쟁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주기

위한 입법적 배려이다 811 그러한 의미에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도 공정거

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특히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과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연제한다(협동조합기본법 제99조).
한편 이상의 단체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게 되면 r사회적기업 육성법」

에 의거하여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과 혜택을 받게 된다 즉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영 기술�세무노무 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

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동법 제 10조 제1항).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

을 지원�융자받거나 국유 공유 재산 및 불품을 대부받거나 사용할 수 있으며

(동법제 11조)•관련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연받을 수

있으며， 또한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동법 제13조).또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

적기업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

건비，운영경비，자문 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받을 수 있다(동법 제14조).

7. 소결

주식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주식발행을 통한 용이한 자본의 조달인데，자본

은 투자자에 대한 이익분배를 위해 따라가는 것이 일반적 속성이다 그러한

점에서 “고용하기 위해 빵을 만드는 회사”에 얼마나 많은 자본이 투자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며，또한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투자자들에게 만족

하게 배분되지 않는다연 회사의 영속적인 사업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특

히 주식회사는 대표적인 물적회사로써. 1주1표의 원칙에 따라 회사의 경영사

항이 결정되므로， 다수지분의 소유자가 회사설립당시의 취지와는 다른 결정을

하더라도 이를 제어하기 어렵게 된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주식회사

81) 최병록 r협동조합기본법 J. 72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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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델을 벗어난 단체모댈들을 활용할 필요가 었다 ‘고용친화적복지’라는

화두에서 “고용”을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영리법인의 형태가 비영리법인보다

는 더 효과적이라고 보인다 다만 고용을 통한 ‘복지’를위해서는 투자자본에

대한 적절한 제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이를 위해 영리법인에 속하면서도 의

결권의 행사에 있어서 1인1표제가 적용되는 협동조합의 모델이 가장 유력한

단체모텔로 보인다.그렇지만 투자액에 차이에도 불구하고 평등한 두수주의에

의하게 되면 투자자의 매력을 반감시킬 수 있다.따라서 영리법인의 속성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고용친화적 ‘복지’에맞춰진 비영리적 사업의 의사결정에도

구성원들 사이의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단체모텔이

필요하다.

의사결정측변에서는 사원의 증감변동이 열려있는 주식회사보다는 폐쇄적인

인적회사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더 유리할 수 있다.그렇지만 인적회사의 경

우는 사원의 무한책임으로 말미암아 사원들이 소신있게 비영리적 사업을 추

진하기는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리법인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원의 책임에 대해 보다 유연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현행법의 태두리 내에서 단체가 고용친화적인 복지사업을 하기 위해

서는 영리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중의 어느 한 형태를 취해야 하는데，어느 단

체형태이든지 그러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적합한 구조라고 보기 어

렵다 따라서 단체가 ‘고용친화적복지’라는사회적 목적을 효과적으로 추구할

수 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단체의 개별법에 국한하지 말고 단체에 관한

전체적인 관련법제에 대해 통괄적인 정책적 개선이 요망된다.

v. 법정책적 개선방안:결론을 겸하여

이상에서 현행법상 다양한 단체의 유형과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결론

적으로 이러한 단체들이 ‘고용친화적복지증진’을위해 적절히 활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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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주식회사 위주의 단체모텔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대안적 단체모델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1991년부터 2010년까지 20년간 설립된 전체 회사 중에서

주식회사의 비중은 평균적으로 93~95%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이다 82)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우리나라의 공동기업형태 중 주식회사는 90%이상
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었다.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의

법적 형태에도 반영되고 있다 즉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의 절반 이상이

상법상 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그 중에서 대다수가 주식회사의 형태이다.주식

회사가 영리법인의 대표적 모델이고 기업가의 입장에서는 자본조달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형태라는 점에서，주식회사가 기업의 활동을 통해

많은 고용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지만 ‘고용친화적 복지’

라는 화두에서， “고용”이아니라 “복지”에방점이 찍히는 경우에도 주식회사

가 만족스러운 단체모델로 기능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이는 ‘빵을만들기

위해 고용을 할 것인가’아니면 ‘고용하기 위해 빵을 만들 것인가‘하는근본적

인 문제와 직결된다，많은 사회적기업이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는 것은 구성

원(주주)의유한책임의 장점과 더불어 ‘주식회사’라는명칭으로 말미암아 외견

상 발전된 회사조직으로 보입으로써， 외부로부터 자본조달이 용이하기 때문으

로 여겨진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주식회사는 의사결정방식에서 철저한 지분

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의 결정에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다수지분소유자가 변경된다면 이에 따라 당초의 계획된 사

회적 목적사업이 단절될 우려도 있다.따라서 단체의 사업규모나 사원의 결합

정도 및 의사결정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주식회사의 모텔에서 탈피

하여 가장 현실적인 단체모델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태연 영속적

인 사엽을 위해 구성원의 변똥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면 인적회사나 유한책임

회사가 더 적합할 수 있다.반연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서 구성원의 증감변동

82) 정대，“주식회사의 설립절차에 대한 상법상의 규제완화의 효과에 관한 연구，법과 정책，，

제 19집 제 1호 (2013.02)，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333연 정교수는 같은 면에서 주식회사

의 비중이 높은 이유 중의 하나로 상법이 주식회사의 설립절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

인해 다른 종류의 회사의 설링유인이 약화된 점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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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구애받지는 않으면서도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다수지분소유자의 독단적인

결정을 제어해야 한다연 협동조합이 적합한 모델이 될 수 있다

둘째 r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의 단체모델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

2012 년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으로 말미암아 1년여의 짧은 기간 동안 3천5백
여개의 협동조합이 폭발적으로 설립되었고， 이때 설립된 협동조합들이 새로운

고용효과를 창출한 성과를 부인할 수는 없다.그러나 다수의 협동조합이 사회

적 수요에 의해 자연스럽게 등장하기보다 관청의 주도에 의해 무분별한 설립

이 조장된 측면이 없지 않다，없)협동조합기본법상은 일반협동조합을 “재화또

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동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일

반협동조합에 대해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따라

서 기본적으로 일반협통조합은 영리볍인에 해당한다 84)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생산�판매�제공함으로써사회적으로 고용을 촉진하

고.그러한 영리활통을 통한 수익을 조합원들이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협

통조합은 “고용친화적 복지”를 지향하는 제3섹터조직의 션도적인 모델로 정

착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그 전제로 영리활동，즉 적절한 수익모델이 있

어야만 한다 현실에서는 적절한 수익모델이 바탕이 되지 않은 채，협동조합의

간판을 달고 있는 단체들이 적지 않으며，심지어 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면

서 노골적인 정치활동을 하는 단체들도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단체들은 협동

조합기본볍이 본래 추구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의 모습에서 벗어난 것이며，이

로 인해 협동조합 본연의 기능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

다851 영려활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라연 구태여 협동조합의 형태가 아

83) 머니투데이 인터넷판 기사 (2013.02.13.1 ，“서울시 협동조합 8000개 육성 ‘14조 시장으로 키운
다’에의하연 서울시는 오는 2022년까지 협통조합을 800071까지 늘려 GRDP 5%04 조3700여
억원)수준으로 관련 경제규모를 키울 계획이라고 한다 (http://www.mt ∞ kr/view/mtview
php 'type =1&no =201302130927 4869072&outlìnk =1 참모 2014.06.20 최종정속)

84) 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독일에서도 “협동조
합적” 요소를 가지고서 사엽을 영위하는 법인을 영리법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
는 송호영 “법인론과 관련한 독일 사법학계의 최근동향”‘「비교사법」제4권 제2호0997
12)，626면 이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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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비영리사단법인의 형태를 이용하는 것이 정도(正道)이며，만약 그러한

단체가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연，협동조합기본법이 아닌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해서 지원을 요청해야 할 것이다.

셋째 r사회적기업」에 대한 개념과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사회적기

업은 원래 학문적인 용어로써 사용되어 왔었지만，우리나라에서는 2012 년 「사

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되면서 이제 사회적기업은 법률상의 개염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동 법률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

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

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

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즉 우리나

라에서 ‘사회적기업’이라는명칭을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업이 실질적으

로는 일자리제공 등의 사회적 목적사업을 영위하면서 형식적으로는 고용노동

부로부터 인증을 받아야만 한다.따라서 실질적으로 사회적 목적사업을 수행

하고 있는 기업이더라도 정부의 인증이 없으면 ‘사회적기업’이라는명칭을 사

용할 수 없다 86) 이는 단순히 영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기업으로서는 ‘사

회적기업’으로 인증되면 영업상 무형의 가치를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

부로부터 각종 재정지원과 세제혜택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정부로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시햇말로 ‘눈먼돈’이

되지 않기 위해 인증요건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역설

적이게도 오히려 그 이유 때문에 기업이 어렵사리 인증을 통과하는 순간 기

업이 자립적인 수익추구보다는 손쉽게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해버리는 문제

85) 협동조합기본법상사회적협동조합에대하여는기획재정부장관이엽무에대한 감독권을행
사할 수 있으나，일반협동조합에대해서는감독기관에관한 규정이없어협동조합에대한
자율성을강조한나머지펼요 최소한의지도감독을소흘히할 경우 적지 않은 부작용이
얄생할수 있다는비판에대해서는깅두년，‘협동조합기본법재정의의미와과제，한국협
동조합연구」처~30집 제2호 (2012.08) ，15연 이하참고

86) 엄격한인중요건을충족시켜야만‘사회적기업’이라는영칭을사용할수 있게함으로써사회
적기업에뜻을두고 있는사랑이나조직이동 제도를이용하는것을어렵게만들고있다는
비판에대해서는곽관훈，“사회적기엽육성법제및 기타창업관련법제정비방안"，증권
법연구，，제13권 제3호 (2012)，14연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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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의 요건을 완

화하여 실제로 사회적 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이라

는 호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그런 만큼 정부의 재정지원 및 세제혜택을

줄입으로써， 사회적기업 스스로가 시장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적기업을 법적으로 개념지우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뿐만 아니라，특정부

처에 의해 ‘사회적기엽’이라는용어가 선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회적

기업’이고용노동부에 의해 고용친화적 사회구조를 만들기 위한 생각에서 출

발한 것이고，실제로 그에 따라 상당한 고용효과를 거둔 것은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그렇지만 규격화된 인증의 틀에 따라 정부의 예산을 분배해주는 현재

의 방식은 개선이 필요하다 만약 정부의 재정사정이나 정책의 변화로 인해

정부에서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도 기업이 사회적 목적

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가 자체적인 수익창출구조를 확보해

야만 한다 분명한 것은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운영되는

기업일지라도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업적으로 성공하여야 한다

는 점이다 87) 정부의 역할은 사회적기업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기업

이 성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맞춰져야 한다 88)

넷째，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률적 격벽을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법률을 보면，법인은 설립당시부터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엄

격하게 구별된다(민볍 제 32조 및 제39조 참조).이러한 입법태도는 독일법에

서 유래한 것이다(독일민볍 제 21조 및 제 22조 창조) 다만 우리나라는 비영리

법인의 설립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구하지만(허가주의) 영리법인의 설립은

상법에 따라 준칙주의에 의한다 이에 반해 독일은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준칙주의를 취하고 89) 영리법인의 설립은 허가주의에 의하되 90)，영리

87) 조영복， 곽선화 옮깅，영국의 사회적기엽 육성 계획，.사회적기업연구원， 2011 ，43 연
88) 조영복 1 곽선화 옮김，상게서. 43연
89) 독일민법은 재단법인의 설립에 있어서는 관할관청의 승인 (Anerkennung)을 요하도록 하여

이른바 승인주의를 취하고 있다(독일민법 저1180조 제 l 항 참조)

90) 영려법인의 설립을 위해서 당국의 허가를 요한다는 독일민법 제 22조는 실제로는 영리법인

의 설립을 위한 것이 아니라 1 영려법인이 회사의 형태를 취하지 않고 다른 단체형태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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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9]) 준칙주의에 의해 설립된다.결국 독일법의 상황과

달리，우리 법에서만 허가주의에 의한 비영리법인과 준칙주의에 의한 영리법

인이 선명하게 대립되고 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는 영리법인인

상법상 회사뿐만 아니라，비영리법인인 민법상 법인 등 일체의 단체들을 사회

적기업이 될 수 있는 단체모텔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기업은 영속적인

수익활동 내지 영리활동을 전제로 해서 생존하는 것인데，비영리법인이 그러

한 기업활동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다만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비

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반

하지 않을 정도의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무방하지만，921 이러한 제한된 영리행

위로는 사업에 한계가 있다.따라서 고용친화적인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의 격벽을 완화함으로써， 사업의 상황에 따라

기업의 사정에 적합한 단체모델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이를테

면 비영리법인으로 출발한 기업이 사업의 진척에 따라 영리법인으로 전환될

수도 있고，반대로 영리법인으로 출발한 기업이 영리보다는 사회적 목적에 사

업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비영리법인으로 전환될 수도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우리 법에서는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 사이의 조직변경은 불가능하며，

영리법인사이에서도 물적회사 또는 인적회사 사이에서만 조직재변경이 가능할

뿐이다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독일은 조직재편법 (Umwand1ungs-

gesetz) 에서 물적회사와 인적회사 사이의 조직변경뿐만 아니라，조합을 포함한

영리단체와 비영리단체 사이에서의 조직변경까지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미국

의 경우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구분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그러할 뿐이고

실제 법인설립이나 조직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으며，구태여 가리자변 법인의

목적사업에 따라 과세가 되는 법인인지(영리법인)，아니면 연세가 되는 법인

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설정된 조문이다 따라서 동조에 의해 영리법인이 되기 위해

허가를 받고 법인격을 취득하는 단체는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91) 독일법에서 인적회사에 해당하는 합영화사 (oHG) 와 합자회사 (KG) 는 볍인이 아니므로 여
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영리법인인 회사는 주식회사 (AG) ，합명회사 (GmbH) 및 협동

조합 (Gen∞senschaft) 가 해당한다‘

92) 이를 비영리법인이 가지는 “부수목적의 특전 (Nebenzweckprivi1eg) "이리고 부른다 이에 관

해서는 송호영，법인론 J，45변 및 79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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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비영리법인) 정도의 차이 정도이다 93) 영리법인과 비영리볍인의 격벽을

완화하는 것은 단지 상호간의 조직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의미뿐만 아니라，향

후 영리와 비영리를 넘나드는 새로운 단체형태의 등장에 대비하는 의미도 가

진다.우리 사회가 풀어야할 “고용”을통한 “복지”라는모순된 가치가 복합된

고차방정식은 종래의 비영리법인이나 영리법인의 단체모델을 넘어서는 이른

바 ‘제4섹터’에서풀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공익법인과 공익신탁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 이에 맞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고용친화적 복지”라는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비

영리법인이나 영리법인 등의 다양한 단체모델들이 사업주체로 등장할 수 있

겠지만，‘복지’에방점이 찍힌다면 그러한 사업은 분명 공익적 성격의 사업이

라고 할 수 있어 공익법인도 사업주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현행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익법인의 적용범위

에 대해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 장학금 또는 연구비

의 보조나 지급，학술，자선(慧善)에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한

정하고 있다(제2조).고용을 통한 복지사업은 동 조문의 ‘자선에관한 사업’으

로 보기는 어렵다 941 즉，고용을 위한 사업은 공익법인법이 상정하는 공익의

개념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이다 그에 반해 2014.3.18. 제정되고 2015.3.19.

시행될 예정인 r공익신탁법」은 제2조 제1호 라.목에서“근로자의 고용 촉진 및

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엽”을 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

행법상 ‘고용을통한 복지’라는공익적인 사업을 영위하려는 단체는 공익법인

이 아니라 공익신탁을 이용해야만 한다.그런데 정작 「사회적기엽 육성법」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조직형태에 대해 공익신탁은 빠져있다(통

볍 제8조 참고 ).951 동법 제8조 6호에는 사회적기업으로 될 수 있는 조직형태

93) Klaus J. HoptlThomas von Hìppel， CoJηlparative COJ]x)[ateGovernance 01 Non-Profit
Organization. Cambrìdge 2010. p. 39

941 공익법인법 시행령은 자선에 관한 사업에 대해 ”불행재해 기타 사정으로 자활할 수 없는
자를 돕기 위한 모든 자선사업”으로한정하고 있기 때문에(제2조 제1항 제4호)자활할 수
있는 자의 고용은 여자선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951 물론 r사회적기업육성볍」이제정되었을 당시에는 「공익신탁법」이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 230



고용친회적 복지증진을 위한 단체모댈에 관한 연구

의 하나로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를 언급하고 있

다 여기에 공익신탁이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에 포함될 수는 있는가

하는 해석의 문제가 있게 된다-신탁의 법적 성질을 일종의 재산처분계약으로

보게 되면 공익신탑을 “단체”로보기 어렵게 되므로 사회적기업의 인증조직

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적 체계의 부정합성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2가지가 동시에 개선되어야 한다 즉 하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

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익법인에 관한 정의를 현재의 범위

보다 넓히거나 공익사업에 관해 공익신탁법과 같은 수준의 구체적인 명시를

하는 것이다.다른 하나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를 개정하여 사회적기업

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조직형태에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을 포함시

켜 이를 명시하는 것이다

여섯째.다양한 형태의 단체가 설립될 수 있도록 입볍적 개선이 요망된다

고용친화적 복지의 증진은 현재 우리사회가 당연한 과제이며 미래사회를 위

해 구축해야할 토대이다 서두에서 밝힌바와 같이，이러한 과제는 앞으로 정부

와 민간이 아닌 새로운 대안세력으로서의 단체(즉 제3섹터)가 젊어질 가능성

이 점차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향후 다양한 형태의 단체가 출현될 수 있도록

하여 그와 같은 과제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단체설립

의 자유를 신장시켜주어야 한다.현재 우리 민법에서는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그러나 이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결사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이에 따라 민법

개정위원회에서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해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

로 전환하는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다.바람직하기에는 허가주의를 준칙주의로

바꾸는 것이겠지만， 우리사회의 실정으로 고려할 때 인가주의에 의해서라도

통제적인 허가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이와 아울러 공익

법인에 대해서도 허가주의를 탈피하여 일정한 요컨이 구비되는 공익법인의

이것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사회적기업육성법」의 제정 당시에도 이미
「신탁법J에서는 제10장에 공익법인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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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를 부여하는 인가주의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또한 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법인의 존속과정에서도 보다 원활한 조직변경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즉 현행법에서는 기업의 합병 및 분할은 상법상 회사 및 특별법

상 특수볍인에 국한되어 인정되고 있는데，민법상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합

병과 분할을 허용함으로써， 다양한 목적수행을 위해 변화된 기업환경에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각 정부부처마다 관할하고

있는 단체관련 법률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즉 사회적기업에 관해

서는 노동부，협동조합에 관해서는 기획재정부， 비영리법인�공익법인�공익신탁�

회사에 관해서는 법무부，민간단체의 지원에 관해서는 안전행정부 등이 관련법

률을 관할하고 있는데，단체의 근거법령과 소관법령의 관할관청이 각기 다르게

운영되다보니 중복지원 및 행정적 낭비는 물론 복수의 행정관청으로부터의 감

독을 받게 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된다 961 이러한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해서

는 각 부처별로 나누어져있는 소관법률의 격벽을 허물어 단체에 대한 통합적

인 운영 관리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고용친화적 복지’라는과제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기에 적합한 새로

운 형태의 단체설립을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현재에는 법인설립법정주의에 의

해 실정법에서 정한 형태외의 법인설립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고용친화적

복지라는 새로운 사회적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른바 하이브리드 (hybrid)

형태의 기업모델을 입법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이를테면 영리법인이 사회

적 목적을 수행하더라도 자금조달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국의 일부

주(州)에서인정하고 있는 이른바 ‘저수익유한책임회사 (Low-Profit Limited

Liability Company: L3C971)’나‘자선회사(Benefit Corporation981) ’또는 ‘유연

96) 곽관훈，“사회적 기업 육성법제 빚 기타 창업관련 법제 정비방안 ..，증권법연구」 제 13권 제

3호 (2012)，13면
97) 저수익 유한책임회사 (L3C)는 2008년 미국 버몬트 (Vermon!J 주에서 처음 도입된 이래 현

재 8개주에서 인정되는 회사유형으로써， 유한책임회사형태를 취하면서도 하나 또는 수개의

자선적 또는 교육적 옥적을 추구할 수 있는 회사이다 Dana Brakman Reiser，Benefit
Corporations - A Sustainable Form or Organization'，46 Wake Forest L，Reν 591，593
(20m

98) 자선회사는 2010년 매일랜드 (Maryland)주에서 처음 도입되었는데， 자선회사로 인증되기

위해서는 회사정관에 주요안건의 결정시 환경，지역 또는 국민경제 릉 주주 아닌 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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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회사 (Flexible Purpose Corporation99)) ’혹은 영리를 추구하는 자선단체

(For-Profit Philanthropy1001) 등 새로운 기업형태의 출현에 대비한 입법적 장

구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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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Organizationa! Mode!s for an

Emp!oyment-friend!y We!fare Promotion

Focused on 1ega1 and politica1 P1ans -

Song，Ho-Young
Professor. Hanyang Universit，κ School of Law，Dr. iur.

One of the problems facing our society today is how to be fulfilled the
demand of welfare for the people in ‘jobless growth’.lt could be the most
realistic and preferred solution for this welfare problem to provide welfare
by creating employment-friendly economic environment rather than simply
to supply economic benefits. 1n reality，however，it is another matter who
will solve the problem of the high-order equation ‘employment-friendly

welfare'.
In this respeet，the author supposed that organizations such as NPO

might have the key to solve this problem and he explored various types of
organizations existing in our society. In this regard，current legal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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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a variety of organizations and the charaeteristics of the organizational
models were compared in the various aspeets. As a result of examination.
the author evaluated that there are many restrietions for organizations to
pursue a social purpose as ‘employment-friendly welfare' in current legal

situation of our country
Whereupon the author proposed legal political improvements needed in

order that organizations recognized in current law can be utilized prφerly to
promote employment-friendly welfare.
First，various alternative organizational models should be taken advantage

of by getting out of Corporation-centered organizational model. Second.
organizational model of c∞perative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basic law
for cooperative. Third. the concept and status of social enterprise should be
redefined. Fourth. legal partition between for-profit and non-profit legal
entities needs to be lowered. Fifth. in order that public entities and public
trust can be utilized more aetively. the relevant laws should be revised.
Sixth. the author suggested some legislative improvements to make possible
for establishing new form of organizations

Keywords Employment-friendly Welfare. Organization. Third Seetor. Social
Enterprise. Cooperative. Charitable Trust

- 23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