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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사업조정제도란 대기업 등의 사업진출로 당해업종 중소기업의 수요가 감소

하는 등，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에 일정기간 사업인수 •개시 •확장을 연기하거나 사업축소를 권고하는 제도

이다.우리나라의 경우 1961년 ‘중소기업사업조정법’에의해 도입되어 중소기

업을 보호하는 제도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여왔다.특히 2006년 중소기업 고유
업종제도가 폐지되연서 대기업의 중소기업분야 진출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사업조정제도의 역할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조정제

도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점들도 제기되고 있다 특정 사업분야에 대한 대기업

등의 신규진입 및 사업확장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경쟁을 기본으로 하

는 시장경제원리에 반한다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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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조정제도와 관련하여 유사한 입법례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일본이다.

일본의 경우 오래 전부터 중소기업 사업활동의 기회 적정화를 위하여 ‘중소기

업의 사업활통 기회확보를 위한 대기업자의 사업활동 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분야조정법’으로인용함)과 ‘소매상업조정특별조치법’(이하‘상조법’으로인용

함)을제정하였다 분야조정법은 대기업이 중소기업 사업분야에 진출함으로써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그 진출을 제한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의 사엽조정제도와 유사하다. 또한 상조볍은 생활협동조합이나 구매

회 등과 중소소매업자와의 갈등을 해소하고， 중소소매업자를 보호를 위해 제

정된 법률이다 일본의 경우 이들 법률의 제정과정에서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

져왔으며， 이러한 논의들은 우리 법제의 정비를 위한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 동반성장， 일본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

확보를 위한 대기업자의 사업활동 조정에 관한 법률，일본 소매상업

조정특별조치법

I . 서론

사업조정제도란 대기업 등의 사업진출로 당해엽종 중소기업의 수요가 감소

하는 등，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에 일정기간 사업인수 •개시 �확장을 연기하거나 사업축소를 권고하는 제도

이다)1 우리나라의 경우 1961년 ‘중소기업사업조정볍’에의해 도입되어 21 중소

기업을 보호하는 제도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여왔다，특히 2006년 중소기업 고

유업종제도가 폐지되면서 31 대기업의 중소기업분야 진출이 증가하였고 이에

1)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사업조정제도 가이드북，(2010.12)，1연〔이하‘가이드북’이라함〕
2) 1961년 ‘중소기업사엽조정법’의제정으로 도입되었으며， 1995년에 동법이 폐지되면서 관련조
항이 ‘중소기업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로이관되었었다 이후 이후
2006년 ’중소기업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폐지되자 사업조정제도는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애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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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사업조정제도의 역할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41

그러나 이러한 사업조정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점들도 제기되고 있다.

특정 사업분야에 대한 대기업 등의 신규진입 및 사업확장을 인위적으로 제한

하는 것은 경쟁을 기본으로 하는 시장경제원리에 반한다는 견해도 있다.또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

해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었다는 견해들도 제시되고 있다.중소기업 보호

라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사업조정제도가 필요한 측면도 있지만，대기업에 대

한 불평등한 규제로 볍리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미 제도가 도입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사업조정제도와 관련하여 유사한 입법례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일본이다.

일본의 경우 오래 전부터 중소기업 사업활동의 기회 적정화를 위하여 ‘중소기

업의 사업활동 기회확보를 위한 대기업자의 사업활동 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분야조정법’으로인용함)과 ‘소매상업조정특별조치법’(이하‘상조법’으로인용

함)을제정하였다 분야조정법은 대기업이 중소기업 사업분야에 진출함으로써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그 진출을 제한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의 사업조정제도와 유사하다 또한 상조법은 생활협동조합이나 구매

회 등과 중소소매업자와의 갈등을 해소하고， 중소소매업자를 보호를 위해 제

정된 법률이다.본 논문에서는 이들 법률의 제정 및 운영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해 향후 우리 법제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3) 사업조정제도는 진입계획 또는 확장에 즈음하여 대기업의 진입계획을 조갱하는 사후적 성격
이 강한 반면，고유업종제도는 미리 정해진 일부업종에 대해 대기업의 진입을 금지하는 측
면에서 사전적 성격이 강한 제도였다， 고유업종제도의 폐지는 외국인 투자가 자유화되면서
고유업종제도의 실효성이 감소하였다는 점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1990년대 후반 외국인
투자제도가 변화하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국내 대기업과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지 않는
한 신고만 하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진출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또한，이미 참여하고 있는
기존 국내 대기엽과 신규진업계획이 있는 대기업간의 차별문제，국내 대기업과 외국기업 사
이의 역차별 문제 등비 제기되면서 2006년에 모든 업종에 해제되었다， 현재는 중소기업적합
업총재도가 시행되고 있다 깅세종，“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도입 및 운영방안 .•rie매거진」
제 18권 4호(대한산업공학회.2011.12) 창조

4) 사업조정신청횟수는 2005년뷔 2008년까지 17건이었으나 2009년에는 146건‘2010년의 경우도
144건에 이르는 등 그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가이드북. 7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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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분야조정법의 성립과정 및 주요 내용

1. 성립배경

(1) 특수계약제도의 한계

분야조정법이 성립하게 된 배경에는 기존에 존재하였던 특수계약제도가 갖

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한계 및 경제환경의 변화가 주된 원인이었

다.특수계약제도란 상공조합이 전국 또는 지역 내에서 사업활동의 상당부분

이 중소기업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사업분야에 대해서 대기업이 대규모사업

의 개시나 확대를 행함에 따라 그 조합의 지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

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기업의

진출규모의 축소，정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대기업자와의 사이에서 체

결하는 것을 말한다 만일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

무대신에 대하여 알선 •조정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5)

일본의 경우 1963년 중소기업기본법을 제정할 당시 법률제정에 대해 논의하

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사업분야로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을 지정하고

지정업종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진출을 규제하는 취지의 규정을 명문화할 필

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 19조를 수정하

여 ‘국가가중소기업자 이외의 자의 사업활동에 의해 중소기업자의 이익이 부

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의 적정한 확보를

위하여 분쟁처리를 위한 기구의 조정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였다 동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단체의 조직에 관한 볍률의 일부개정법

(1963년 9월 시행)’이제정되었고 6)，통법을 통해 도입된 것이 특수계약제도이

5) 당시 ‘環境衝生關係뿔業m運용φ適正ltl:關 -t':i法律’에도 이와 통일한 특수계약제도가 마련

되어 있었다

6) 한편，소매업분야에 있어서 대규모 점포에 의한 출범문제는 ‘대규모소매점포조정법’이 있었
으며，대기업에 의한 그 외 형태의 진출에 대해서는 ‘소규모상업조정특별조치법’이 각각 분
쟁조정제도를 규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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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71 그러나 특수계약제도는 제도 도입 이후 한 차례도 이용된 사례가 없었

다.이에 따라 중소기업단체들에 의해 보다 실질적 의미를 갖는 사업조정제도

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그에 따라 분야조정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2) 경제환경의 변화

본래 중소기업분야는 진입을 위한 자본량도 적고，제품차별화등도 없기 때

문에 신규진입이 용이한 분야이며，따라서 과거부터 과당경쟁이 일어나는 분

야이다.따라서 통상적으로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업분야는 큰 매력

을 갖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신제품，신기술，신서비스 등의 개발

과 보급으로 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성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기업이

그 자금력이나 생산력，판매력 등을 이용하여 중소기업분야에 진입하는 경우

가 증가하였다 통상 이러한 경우 고성장분야에서는 대기업의 점유율이 증가

하고 저성장분야의 경우 중소기업의 점유율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분야조정법의 도입이 논의되었던 1970년대의 경제상황의 악화로 이러

한 공식이 깨졌으며 대기업의 중소기업분야에의 진입이 확대되었다8)

2. 분야조정법의 성립과정

(1 ) 분야조정업의 필요성 제기

상술한 바와 같은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많은 중소기업단체들이 새로운

7) 宋本進 “中小企業分野法ι0 成교 •改표 1:關-t<5立法뀔程 1:-:0\'"["，'~ti.t;，第40융 (]990) ，216頁
8) 1971년의 달러쇼크， 1973년의 제1차 석유파동과 계속되는 세계적 불황，일본경제의 저성장으
로의 전환 등 경께적 환경의 악화로 인해 대기업은 본래 사업영역에서 정체가 예상되자 자
신이 갖고 있는 자금력，기술력，판매망 등을 이용한 사업다각화 모색하였다 이러한 과정에
서 명상시 관심을 두지 않았던 저성장엽총인 중소기업분야에 대기업의 진출이 활발하게 이
루어졌다. 구체적으로 두부，세탁，안경，서점，귀금속，장혜업 등 많은 분야에서 대기업의 진
출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갈등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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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마련을 주장하였다 9) 아울러 정부를 비롯하여 여당과 야당 등 정치권

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법률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독자적인 법률안을

만들어 제시하기도 하였다.중소기업단체들이 제시한 법률안의 경우 대기업의

확장이나 진출은 물론이고 그들의 자회사，관련회사 자본 또는 인척관계에 의

해 지배력이 미치고 있는 중소기업에 의한 진출도 제한할 것을 주장하였다 10)

이러한 주장에 대해 노조를 중심으로 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11l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전경련에 해당하는 경단련은 1965년에 다음과 같은 ‘사업분야조정

에 관한 의견’을공표하였다. 경단련의 경우 규모의 이익，진보하는 기술，혁신

적인 경영 등에 의해 진출하는 업종에 있어서 제품，서비스의 양질화，저렴화

등을 가져오고，소비자의 이익을 증진시키며 국민경제상의 메리트가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 기존 중소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진출은 자제한다는 점을 선언

하고 있다.다시 말해 대기엽의 진출을 일방적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의

진출을 통해 발전가능성이 있다면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한편，주목할 점을 소비자단체가 분야조정법의 제정에 반대하였다는 점이다

소비자단체는 분야조정법은 (i ) 경쟁원리를 저해하고 중소기업의 활력을 잃

게 하며， (ii) 분야를 고정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며， (iii) 가격인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태도를 취하였다.

(2) 법률안의 제정 과정

9) 일본의 경우 전국세탁환경위생동업조합연합회를 비롯한 9개의 단체가 ‘중소기업사업분야확

보촉진추진협의회’를 결정하고 분야조정법 제정운동을 전개하였다

10) 동법률은 중소기업분야로 지정해야 할 업종의 요건으로， (1) 지역사회에 밀착되고 정체적

으로 볼 때 중소규모 기업형태에 의해 사업경영을 하는 것이 적절한 것‘ (2) 대기업이 진

출이 상당수의 중소기업자의 경영을 불안정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 (3) 당해 업종의 출하

액에서 중소기업이 정하는 비율이 3분의 2이상인 것， (4)당해업종의 사업자 수에서 중소

기업이 정하는 비율이 5분의 4이상인 것을 정하였다

11) 중소기업의 전국조직인 ‘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는 당초 협의회의 의견에 동의하였으나，

후에 업종지정에 대해서는 내부의 특별위원회의 연구를 통해 기술적으로 곤란하다는 결론

을 내리고 영령이나 별칙에 의한 분쟁조정조치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었다 또
한 노동조합의 경우도 기본적인 방침은 분야조정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대기업에 소속왼 노동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宋本進， 前

獨論 3ζ 219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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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중소기업보호정책과 사업조정제도

경제단체의 움직임에 따라 각 정당은 분야조정법에 대한 법률안을 제시하

였는데，집권여당인 자민당의 법률안과 사회당 12)，공명당，민사당，공산등 등

야당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다

먼저 자민당안은 중소기업분야에 대한 업종지정에 대한 내용이 없지만 야

당들의 제시한 법안은 업종지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었다 예를 들어 사

회당안에 의하면 중소기업 사업분야로서 확보해야 할 엽종은 (i )제조업，건

설업 또는 서비스에 속하는 업종 중 당해 업종에 속하는 사업자 중 5분의 4
이상이 중소기업자이고. (ii) 과거 1년간 생산실적 또는 취급량의 3분의 2이

상이 중소기업자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iii) 경제적으로 중소규모의 기업형태

에 의한 사업경영에 적절하고 (iv) 또한 당해업종에 속하는 사업에 대기업자

가 진출하는 것이 중소기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하게 압박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시행령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로 규제의 강도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자민당안은 대기업

자의 사업활동에 의해 중소기업자의 사업활동이 압박되는 때에는 주무대신이

대기업자에 대해 압박을 해소 •완화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하고，대기업자가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이에 대해 사회당안은 지정엽총에 대기업의 진입을 금지하고 위반시

벌칙을 부과하고 있으며，공명당 및 민사당안은 지정업종에 진출한 대기업자

에게 사업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주무대신은 그 사업계획이 실

시되는 경우 상당수의 중소기업자의 사업활동에 상당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3)

각 정당들이 제시한 법률안에 대해서 일본 의원법제국에서는 헌법과의 정

합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였으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의원

법제국은 생존권과 유사한 중소기업자의 ‘생업권’의옹호는 헌법에 의한 공공

복지에 해당하며， 한정적이고 또한 명확하게 지정된 분야에 대기업자의 진출

12) 사회당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이 존재하지 않았던 1958년부터 분야조정에 관한 법률안을

제시하였다 다만 1 최초에는 ‘산업분야’의조정을 이야기 하였으나 후에 ‘사업분야’로용어가

변경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13) 한연，공산당안은 대기업자의 지정업종 진출은 대기업자 중 자본금 70억엔 이상 기업에 대

해서는 금지하고 그 외 기업에 대해서는 허가제를 선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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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규제하는 것도 위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기업간 영업의

자유(실질적 의미의 영업의 자유)의 옹호는 헌법에 의한 공공복지에 해당하

므로 이를 위해 국가가 영업의 자유(형식적 의미의 영업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서 한정적이고 명확하게 지정된 분야에 진

출하고자 하는 대기업에 대해 야당에서 제시한 법률안 정도로 제한을 하는

것은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분야조정법안에 대해 학계의 견해는 대부분 긍정적이었다. 경제학자들은 대

기업체제에 의한 경제의 경직화를 피하고 중소기업을 중시하는 시장경제체제

를 육성한다는 관점에서 분야조정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었다고 보았다 .14)
법학자의 경우도 분야조정법 자체에 반대하는 견해들은 거의 보이지 않으

며，그 이유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긍정적으로 판단하였다. 대기업이

자금력을 남용하여 중소기업 분야에 진입하여 과점화가 촉진될 가능성이 있

는 경우 또는 대기업 진출에 의해 중소기업의 대규모 도산 등의 사회적 경제

적 마찰，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대기업의 진출을

멈추고 중소기업의 체질 강화 또는 원활한 전폐업을 행할 기간을 두는 것이

기 때문에 독점금지정책의 입장에서 볼 때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

었다 15) 이에 대해 각 당의 법률은 소매시장개설규제형태의 규제입법이므로

직접적으로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중소기업분야와 대기업분야를 나누는

것은 중소기업의 체질개선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분야조정의 방법으로서

는 권고，알선，조정 등을 중심으로 한 제도를 생각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

다 16) 또한 분야조정은 경쟁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근거가 있기 때

문에 중소기업분야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이루어

14) 많은 경제학자들은 규모의 경제성과 생산효융의 기준으로 볼 때 대기업화가 바랍직한 분야
가 있지만 대기업이 그 자금력이나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기존 중소기업분야의 경쟁질서를
일거에 파괴하는 시장진입은 그 경제적，사회적 영향력으로 볼 때 무조건척으로 허용되어
서는 안된다고 보았다 기존 중소기업분야를 무조건 보호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고 불가능
하지만，대기업의 진출에 대해 척어도 일정한 조정기간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조정을 위한
정책이나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15) 樓뽑哲 外，“座談會-中小企業分野짧쩔φ問題點.•，ν그 1) ^ r J 第623융 (]9761，21頁
16) 松下倫雄，“中시企業分野調停法 η法律問題.‘，ν 그 1) :J... t- J 第623융 (]976)，32-35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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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야 한다는 견해도 존재하였다 17)

(3) 분야조정업의 주요내용

가.개요

현행 분야조정법은 2005년에 최종개정된 것이나，1981년 제1차 개정이후 7
차례의 개정은 정부조직법의 개정 등에 따른 조정으로서 그 주된 내용에 있

어서는 변화가 없었다.동 법은 중소기업단체의 신청에 의해 중소기업자의 경

영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대기업자의 사업개시 또는 확장 계획에

관하여 주무대신(즉 대기업자의 신출사업을 소관하는 부서의 장)이 일반소비

자 동의 이익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권고를 행

하고 대기업자의 사업활동을 조정하여 중소기업자의 사업활동 기회를 적정하

게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법률의 적용대상

본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중소기업자와 동일하며，18)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대기업과

17)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기술혁신을 수반하지 않고 자긍력만을 배경으로 한 대기업 진출에

대해서는 진출을 일시정지시키고 또한 생산수량을 규제하는 방법， <ïJ양질의 수공업제품에

유사하지만 저품질 제풍의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되는 기술혁신에 의해 대기엽이 진출하는

경우에는 진출을 일시 정시시키고 수량을 제한하여 양질의 수공업제품과의 차이를 명백하

게 표시하기 위한 행정지도를 하는 방법，@수공업제품과 전적으로 동질의 제풍을 대량생

산하는 기술혁신을 수반하는 대기업 진출의 경우에는 급격한 진출에 의해 시장지배체께를

형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진출을 일시정지시키고 중소기업측의 생산체제의 전환을 촉진시

키는 행정지도를 하는 방법 등이 제시되었다 正田格， “現代1:쉰 IH 中小企業 1:ì*(2)"，'法
律時報」 第49卷 3융，108-112頁

18) 구체적으로 (j) 자본금액 또는 출자총액이 3억엔 이하인 회사나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3백인 이하인 회사 및 개인으로서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외의 업종에 속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 (ii) 자본금액 또는 출지총액이 1억엔 이하인 회사나 상시 고용하

는 종업원의 수가 1백인 이하인 회사 및 개인으로서 도매엽에 속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

로 영위하는 자 및 (jji) 자본금액 또는 출자총액이 5천만엔 이하인 회사나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50인 이하인 회사 및 개인으로서 소매업에 속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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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대기업의 분신 (dummy) 어1]19)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포함하고 있다(제2조

2항 J. 후자의 경우 1981년 제1차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이다 아울러 실질적

인 지배관계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다.대기업자의 의무

대기업자는 사업을 개시 또는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사업과 동종 사업

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엽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다(제3조) 아울러 대기업자의 사업진출로 인해 통종업종을 영위

하는 중소기업자와의 사이에 사업조정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쌍방 당사자가 빠른 시기에 성의 있는 노력을 통해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부과된다(제4조).

라 조사 및 조정의 신청

본 법은 상당수 중소기업자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중소기엽단체 2이에게

조사 및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중소기업단체는 당해

중소기업단체 구성원 상당수가 경영안정에 악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대기

업자의 사업개시 또는 확대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주무성령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대신에 대해 당해 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그 개시

또는 확대의 시기，규모 등 주무성령에서 정하고 었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제5조 l항 )211 . 주무대신은 중소기업단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19) 대기업의 분신에 해당하는 기엽이란 위에서 정의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자(회사

및 개인에 한함)로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및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대기업자가

그 회사에 대해 그 총주주 또는 총사원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에 상당하는 의결권을 단독

으로 갖는 관계 등 사업활동을 설질척으로 지배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로서 주무성령에서

정하는 관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 2항)
20) 중소기업단체란 통업자단체나 단체구성원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정령에서 정

하고 있는 단체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상공조합 또는 상공조합연합회， 생활위생동업조합 또

는 생활위생동업조합연합회， 사업협동조합 1 사업협동소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함회나 수산가

공협통조합 또는 수산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이 해당된다(정령 l조)

2]) 다만，이러한 신청이 있는 도도부현의 지역을 초과하지 않는 지역을 그 지구로 하는 중소

기업단체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도도부현지사를 경유하지 않으면

안된다(제5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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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당해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당해 신청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조사를 행하고 그 결과를 당해 중소기업단체에 통지하여야 한

다(제5조 3항 l.
중소기업단체는 대기업자가 당해 중소기업단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특정

영업과 동종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개시 또는 확대하는 것이，당해 중소기업

단체 구성원인 상당수 중소기업자가 현실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물품 또는 서

비스에 대한 수요감소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는 등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주무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대신에 대해 조정권고를 할 것을 신청할 수 었다(제6조 1항)

마.조정신청에 대한 조치

(가)조정권고

주무대신은 중소기업단체의 조정신청이 있으면 당해 신청을 한 중소기업단

체 및 당해 신청에 관계된 대기업자간에 사업분야에 진출에 따른 문제가 발

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막아 중소기업활동의 기회를 적정하게 확보하기 위

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당

해 대기업자에 대하여 당해사업의 개시 또는 확대의 시기를 조정하거나 당해

사업규모를 축소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잉)

(나)일시정지권고

주무대신은 조정신청에 관련된 대기업자가 당해 신청에 관한 사업을 개시

또는 확대하는 계획을 실시하는 것에 의해 조정권고 조치를 집행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사태가 발생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대기엽에 대해 권고조치가 행해질 때까지 긴급조치로서 6개

22) 권고의 내용은 동 법 제6조 l항의 조정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을 회피하기 위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이어서는 안되며，또한 일반소비자 및 관련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도록 해야 한다(제7조 2항) 또한 주우대신은 권고를 하거냐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에 산업경제대신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제7조 3항) 아울러 권고를 하는 경우 그 취

지나 내용을， 권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취지 및 이유를 신청을 한 중소기업단체에 통지하

여야 한다(체7조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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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해당 계획의 실시를 일시 정지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가능하다.만일 그 기간 내에 권고조치를 하는 것이 가능

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의

견을 고려하여 6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는 컷이 가능

하다(제9조)

(다)공표 및 명령

주무대신은 조정권고를 하였으나，대기업자가 그 권고에 따르지 않는 경우

에는 그 취지를 공표하는 것이 가능하다(제7조 3항) 또한 주무대신이 이를

공표한 후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그 권고에 관한 조치를 집행하지 않는 경우

에는 그로 인해 중소기업단체의 구성원인 중소기업자의 상당부분의 사업 계

속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해당 대기업에 대해 권고에 관한 조치를 집행할 것을 명령

하는 것이 가능하다(제11조 l항).

(라)지도 및 보고의 정수

주무대신은 조정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의견을 고려하

여 당해권고를 신청한 중소기업단체에 대해 당해 권고에 관한 사업과 동종사

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일반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당해 중소기업단체의 구성원인 중소기업자가 준비해야 할 설비의 근대화，

기술의 향상，사업의 공동화 기타 그 사업활동의 개선을 위한 방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제10조).또한 주무대신은 조정권고(제7조)，일시조
정권고(제9조)，조정명령(제10조)규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조정신

청 대상인 대기업자에 대해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제13조)

바.벌칙

주무대신의 조정명령(제11조 1항)을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3백만엔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제16조).또한 보고징수에 관한 처u3조 규정을 위반하여 보

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는 1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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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벌칙은 양벌규정으로서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영업주의 대리인，사

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영업주의 업무에 관하여 이러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행위자들 처벌하는 외에 법인이나 영업주에 대해서도 통일하

게 처벌한다(제18조).

川.소매상업조정특별조치법의 성립과정 및 주요내용

1. 성립배경

일본에 있어 소매상엽의 통상적인 문제는 (i ) 대규모소매업자와 중소소매

업자의 대립과. (ii) 중소소매업자와 생활협동조합， 구매회 등의 소매업자 이

외의 소매기관과의 대립문제를 들 수 있다 당시 주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생

활협동조합(生協)이나 구매회(購買會 )23)등의 문제였으며， 동 법도 이러한 대

립조정을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24) 회사의 내부구성원을 위한 구매회는

회사내부가 아닌 일반 시가지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에 따라 회사

구성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구매회가 저렴한 가

격과 소비자에게 유리한 결제조건 등을 가지고 있음에 따라 이들 점포가 진

출한 시가지에 인접한 소매상은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한편，생협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조합원 이외

의 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다.그러나 생협의 경우도 구매회사업과

마찬가지로 저렴한 가격，원외 이용，점포 진출 등으로 각지의 소매상과 마찰

23) 구매회는 회사，공장 등이 자기 종업원을 위한 복리후생사업으로서 물품공급사업을 행하는
시설로서‘부수적으로 수리가공 및 이발，미용 등의 서비스를 행하였다 1956년 통산성 조
사에 따르면 구매회의 상당수가 회사직영이며， 그 외는 위탁경영이거나 노통조합과 공동으
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다，취급품목으로는 의약품，화장풍，각종식료품 1 일용잡화 등이 있
었으며，시장가격보다 15-20% 정도 썼으며， 30% 가까이 저렴하였다 또한 회사 내부 구성
원간의 거래이다 보니 대긍지급방법도 현금 외에 월말정산이나 할부 등 다양한 형태로 이
루어지는 것이 가능하였다

24) 였木幾多郞‘ “시、훌商業짧整特~Uf훌置法 ølliIJÆ'j@j程”‘r挑山뿔院大뿔쩔濟찜왈힘웅集 j 第34卷 第3
융(]992)，249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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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다 25)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구매회나 생협 외에 농협

동의 협동조합，각종 공제조합，노동조합도 소매행위를 하기에 이르렀고，중소

소매업자등은 이들의 사업활동을 규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러한 문제

들 중 핵심적인 문제는 역시 구매회와 생협이었다 26)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1950년대에 들어오면서 중소기업의 조직화 문

제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정책의 재검토가 이루어졌다 271 중소상인들의 단체들

이281 만틀어지기 시작하였으며， 이들 단체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

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정치권에서도 적극적인 입법적 노력을 천개

하였으며，그 결과 1959년에 ‘소매상업조정특별조치법(상조볍)’이제정되었다.

2. 법률의 제정과정

중소소매업자들의 경우 처음에는 중소기업단체법을 통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대하였었다- 당시 중소기업단체법안은 지금까지 있었던 ‘중소기

업안정법’과 ‘중소기업등협동조합법’을 통합하여 상공조합에의 강제가입을 포

함한 통제강화에 의한 과당경쟁 배제와 함께 대기업에 대한 단체교섭권에 의

해 중소기업의 상대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전일본소매상단체연맹은 중소소매업자의 조직화에 대해서 @단

25) 사실 생협의 공급물량은 특정한 지역의 경우에는 상당수준이었지만 전국적으로 볼 때 전

소매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3% 정도의 적은 수준이었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중소

소매업자들이 생협이나 구매회의 문제를 중시하였던 이유는 일부 생협의 비약적 성장에

불안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일부 공급량이 증가하는 생협의 경우 1957년 한해 동안 전년대

비 29.9%가 증가하였으며， 그 증가율은 동년 소매상 매출증가율인 15.9%‘백화점 매출증가

융인 19.7%를 훨씬 상회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26) 중소소매업자들이 구매회나 생협 등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한 가장 큰 이유는 ‘상인배제경

향’에대한 비판이었다 일본의 경우 2차대전 전에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하여 상인을 배제

하거나 상업자체를 부정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소매상인들이 ‘산업조합’에반대

하는 ‘반산운동(反훌運動)’을전개한 적이 있었다 중소소매업자들은 구매회나 생협의 문께

도 이러한 맥락에서 파악하여 이에 대한 규제를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한 것이다

27) 앓木幾多郞， 前f홉論3ζ 250頁
28) 1955년 10월에 ‘전일본소매상단체연맹’.1956년 3월에 ‘전국중소기업등협동조합중앙회’가 발

족하였으며. 1956년 4월에는 ‘일본중소기업단체연맹’이 재발족 하고 ‘일본중소기업정치연맹’

이 발족하는 등 중소기업을 위한 압력단체들이 속속 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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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교섭권 @가격과 영업에 관한 협정 @ 신규개업의 조정기능 등을 골자로

하는 ‘중소소매업조합법’을제안하고 조정기능을 상업에도 미치도록 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중소기업단체법이 결국 불황카르텔적 성격이 강한 상공조

합에 관한 법률에 그치고 가격협정 및 생협 등 비영리사업이 조합교섭의 대

상에서 제외되는 등 중소소매업자의 의도하는 바와는 다르게 제정되었다

이에 중소소매업자는 소매상진흥법안의 제정에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되기

를 기대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소기업진흥심의회 291의 답신에 의

해 제시되었던 ‘소매상진흥법안요강 (1957년 1월)’은1957년 5월에 ‘소매상업특

별조치법안’으로 작성되었고. 1958년 일부 수정된 뒤 1959년 4월에 별도의 법

안이었던 ‘상업조정법안’3이과 통합 수정되어 ‘소매상업조정특별조치법’으로 성

립되기에 이른다.

당시 먼저 제시되었던 ‘소매상업특별조치법안’에 대해서는 통산성을 중심으

로 많은 반대의견이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 (i ) 소매상의 등록제는 소매상

의 사업기회를 박탈할 우려가 있으며， (ii) 생산업자의 소매행위는 소매상을

압박할 정도는 아니며. (iii) 시장의 허가제는 기존업자를 옹호하는 결과를 가

져올 수 있으며. (iv) 폐점시각의 규제는 영세상업자를 압박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이에 정부는 영업시간 규제 등의 내용이 삭제된 대안으로

서 ‘상조법’을제정하였다.

29) 중소기업진흥심의회(이하 ‘심의회’라한다)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중소기업에 펼요한 종합
적 대책을 검토하여 당신하였으며， 그 중 소매상업진흥에 관해 ‘소매상진흥법’의체정이 필
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심의회는 소매상업기구는 국민경제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
쳤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의 대책마련에 소흘하였다는 점을 지척하면서 대부분의 중
소소매업자가 영세사업자인 점을 고려하여 제도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국가의 취업문제 해결과 함께 소매유통질서를 시정하고 소매상에 대한 정당한 사
업기회의 확보를 위한 방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며，이에 따라 소매상인과 그 외의 소
매행위를 조정하기 위해 새로운 ‘소매진흥법안’의제정을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소
비자생산협동조합 등에 대한 관계법률을 개정하고 액화점법에 대해서도 적정한 운용을 도
모하연서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법률의 개정도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동 심
의회가 제시한 소매상진흥법 둥의 주요 내용은 소매상의 등록，생산업자 및 도매업자의 소
매행위에 대한 허가제，소매시장의 난립 규제，펴점시각 및 정기휴일의 지정，구매회와 생
협등 일탈행위의 규제，분쟁해결을 위한 권고의 규정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30) 상엽조종법안은 1957년 2월에 사회당안으로 제시되었으며， 1958년 12월에 일부 수정된 안
이 제시되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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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의 주요내용

(1) 개요

상조법은 소매상의 적정한 사업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소매상업의 정상적인

질서를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주된 목

적으로 한다 법률의 주요내용은 (i ) 구매회 사업에 대한 규제， (ii) 소매시

장에 대한 허가제도 도입， (iii) 중소소매상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알션，조

정，권고 시행， (iv) 중소소매상단체와 대기업자간의 분쟁에 대한 조사，조정

권고，조정명령제도 도입 등이다

(2) 법률의 적용대상

동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소매상은 소매업(음식점업을 제외한다)에 속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이중 중소소매상은 자본금액 또

는 출자총액이 2천만엔 이하인 회사나 상시 고용하는 종엽원 수가 50인 이하

의 회사 및 개인인 소매상을 말한다 아울러 대기업자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

업을 행하는 자로서 31l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도 대기업자가 될 수 있다

31) 대기업자란 다음 중 어느 하냐에 해당하는 자 이외의 자(회사 및 개인에 한함)로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자본금액 또는 출자총액이 3억엔 이하인 회사나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300인 이하

인 회사 및 개인으로서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의 업종에 속하는 사업을 주된 영업으

로 영위하는 자

@ 자본금액 또는 출자총액이 1억엔 이하인 회사 및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100인 이

하인 회사 및 개인으로서 도매업에 속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

@ 자본금액 또는 출자총액이 5000만엔 이하인 회사 및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100
인 이하인 회사 및 개인으로서 서비스업에 속하는 사엽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

@ 자본금액 또는 출자총액이 5000만엔 이하인 회사 및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50인
이하인 회사 및 개인으로서 소매업에 속하는 사업을 주왼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

@ 위에 조건에 해당하여 대기업자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대기업자가 총주주 또는 총사원

의결권의 2분의 l 이상에 상당하는 의결권을 보유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주무성령에서 정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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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소매업자와 다른 사업자간의 사업활동 조정

가 구매회 사업자에 대한 규제

사업자가 그 종업원(종업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를 포함)에게 생활필

수품 등을 판매하는 구매회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종업원 이외의 자에게 동

일한 구매를 행하는 것에 의해 중소소매업자의 사업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그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행위를 금지한다(제2조 1항)
도도부현지사는 구매사업자의 구성원외 판매행위를 금지하는 경우，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때에는 주무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매사업자에 대해 일정한

조치를 32) 명할 수 있다

나.소매시장의 허가

정령으로 지정된 시의 구역내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도도부현지사의 허가

를 받지 않은 자가 소매시장 33)을 하기 위해 그 건물의 전부 또는 얼부를 소매

상에 임대해주거나 양도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소매시장 상호간 또는 소매시장

과 주변 소매상과의 사이에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고 소매시장내의 세입자 보

호를 위해 정령으로 지정한 지역에서는 소매시장을 허가제로 운용한다.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34) 그 건물이 소재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도도부현

지사에 그 건물이 소재하는 시의 시장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도도부현지사는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허가하지 않을

32) 구체적으로 종업원 이외의 자는 구매회 사업을 이용할 수 없다는 취지를 구매회 사업을 행
하는 장소에 영시할 것과 종업원인지 볼분명한 자에 대해서는 종업원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체시하지 않으연 구매회 사업을 이용하지 못하게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3) 소매시장이란 (i) 단일 건물이고 (ii) 10이상의 소매상이 입주하고 (jii) 그 중 정령지정
물품(현재야채와 생산어폐류)을판매하는 점포가 포함되어 있고 (iv) 건물내에 점포면적
의 대부분이 50여미만인 것을 말한다-

34) 신청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은 @ 신청자의 성영 또는 명칭 및 주소와 함께 범인의 경우
에는 그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의 서명과 주소‘@ 그 건율이 소재하는 장소 및 소매상에
임대 또는 양도하는 점포면적，@그 건물내의 점포면적 협계 및 구분，@그 건물을 그 점
포로 사용하기 위해 임대 또는 양도한 소매상의 수 및 소매상이 주로 판매하는 물품의 종
류，(Q) 소매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소매상으로부터 징수할 임대료 등 임대조건 또는 양도
를 하는 경우 소매상으로부터 징수할 양도대금 등 양도조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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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먼저 (i ) 당해 소매시장이 개설되는 것에 의해 당해소매시장내의

소매상과 주변의 소매시장내에 있는 소매상과의 경쟁 또는 당해 소매시장내

의 소매상과 주변 소매상과의 경쟁이 과도하게 행하여져 중소소매상의 경영

이 현저하게 불안정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또

한 (ii ) 임대조건 및 양도조건이 주무성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iii) 신청자가 이 법률규정에 위반하여 형을 받거나 그 집행이 종료 또

는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인 경우. (iv)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의 천부 또는 일

부가 위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및 (v) 신청자가 허가의 취소를 받고，그
취소일로부터 l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인 경우에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4) 중소소매상에 관한 분쟁의 해결

가.알선 또는 조정 �권고

도도부현지사는 법에서 정한 분쟁으로서 35) 분쟁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으로

부터 신청이 있는 물품의 유통질서의 적정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알선 또는 조정을 행할 수 있다-조정은 공익을 대표하는 자 및 당

해 분쟁사업의 학식경험자인 조정원이 행한다.

지사는 이러한 분쟁에 대해서 물품의 유통질서의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에 대해 권고하는 것이 가능하며，주무대신의 경우 이

러한 분쟁에 대하여 도도부현지사로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물품의 유통

질서 확보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권고하

는 것이 가능하다.

나 조사 및 조정의 신청

35) 구체적으로 일반소비자에 대한 판매사업에 관하여 동종 물품을 판매하는 소배경엽의 제조
업자，도매업자와 중소소매상과의 분갱，일반소비자에 대한 판매사업에 관해 중소소매상 이

외의 자와 중소소매상과의 분쟁 및 소매시장에 있어서 소매상 등과 그 주변지역내의 중소

소매상과의 분쟁이 해당된다

- 18



일본의 중소기업보호짙책과 사업조정제도

대기업자가 특정물품 판매사업(일반 소비자에 대해 특정물품의 판매사업)

과 관련하여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거나 또는 확장하려고 하는 경우，일정의

중소소매상단체의 신청에 의해 대기업자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조사나 권고

를 행할 수 있다.

대기업자의 진출계획에 의해 구성원인 상당수 중소소매상의 경영 안정에 악영

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일정한 중소소매상단체는 지사에게 그 계획의 내

용을 조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지사는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를 행하고，결과를 신청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조정의 신청도 가능하다. 일정 중소소매상단체는 대기엽자의 진출에

의해 구성원인 상당수 중소소매상이 현재 판매하고 있는 물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등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에는 지사에 조정권고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조사 및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중소소매상단체는 (i )중소소매상으로 조

직된 업종별 조합 (ii ) 상접가진흥조합 및 동 연합회，사업협동조합 또는 협

동조합연합회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가입률，지구 등)을 만족시키는

단체이다

다.권고，명령

지사는 일정한 중소소매상단체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태의 발행을

회피하기가 곤란하거나 또는 당해 사태의 발생을 회피하는 것에 의해 중소소

매상의 사업활동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펼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

업의 개시 또는 확대의 시기를 조절하거나 사업규모의 축소를 권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권고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표할 수 있다.만일 조정권고에

따르지 않아 그 취지를 공표한 후에도 대기업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 단체의 구성원인 중소소매상의 상당부분의 사업이 계속 현저하게 곤란

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에 따를 것을 명령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지사는 사태가 신속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6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

여 실시계획의 일시정지를 권고하는 것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은 6개월까지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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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등과 중소소매상과의 사업활동 조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은 그 조합원의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공급

을 제1의 목적으로 해야 한다 본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

에 소매상업조정특별조치법에 의한 조정대상에는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된다.

아울러 생협이나 농협이 행하는 생활물자공급사업에 대해서는，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에게 각 협동조합법의 취지에 맞도록 적절히 관리하고 점포의 설

치 및 운영의 적정화 지도，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한 구성원외 이용의 방

지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5) 벌칙

소매시장의 허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À}，소매시장 허가에 관한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대계약 또는 양도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자 허위 또는

부정한 사실에 기초하여 소매시장의 허가를 받거나 또는 변경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지사의 조정명령이나 주무대신의 조정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300
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특정 건물에 대해 소매시장으로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신

청(제6조 2항)，변경에 관한 신청(제7조 3항)，승계에 관한 신청(제9조 3항)을
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로 신고한 자，도도부현지사의 요구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제19조 2항)또는 허위 보고를 한 자 및 도도부현지사의 검사(제19조 l
항)를거절，빙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서는 10만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IV. 결론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경우도 중소기업 및 중소소매상 보호를 위한 다양

한 법제도들이 마련되었으며，여전히 논란이 많은 상태이다.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의 경우 오래 전부터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해왔고 필요한 제도정비가

이루어져 왔다 어느 나라의 제도가 더 좋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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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일본의 이러한 노력들은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이에 본 논문은 일본 제도가 갖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으로서 결

론에 갈음하고자 한다.

먼저 일본제도는 중소소매업과 제조업 등 기타 중소기업분야를 구분하여

규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소매업분야에 대한 사업조정문제를 제조업과 같

은 일반적 중소기업의 문제와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최

초에 분야조정법과 상조법의 제정배경이 되었던 경제적 환경이 다르며，이에

따라 별개의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었다 생각건대 중

소소매업자에 대한 보호방안과 제조업자에 대한 보호방안이 다를 수밖에 없

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도들을 두고 있다는 점이

다.분야조정볍 및 상조법 공히 주무부처의 권고나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비교적 엄격한 벌칙규정을 두고 었다 특히，상조법의 도입당시 논의를 보면

정부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벌칙규정을 도입한

사실을 알 수 있다，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별칙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또 하나의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분야조정볍 및 상조법 모두 사전조사신청제도를 두고 있다는 점도 특정이

다.중소기업입장에서 대기업의 사업계획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사전조사에 관한 규정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분야조정법의 경우 1981년 제1
차 개정을 통해 특정 지방자치단체를 관할로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을 경

유하여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상조법의 경우 해당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제도의 운영주체이다.

마지막으로 상조법의 경우 소매상의 특성을 고려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

다는 정도 주의갚게 볼 필요가 있다.일본의 경우 대기업과의 관계뿐만 아니

라 구매회와 생협 등의 협동조합과의 관계는 물론 소매상인간의 시장진입에

대한 규제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중소소매엽의 경우 해당 상권에 경쟁업체

가 진출함에 따라 매출이 감소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대기업진출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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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뿐만 아니라 경쟁업체가 진출하는 모든 경우가 문제가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소매시장에 대한 허가제를 실시하여 중소

소매상간의 과당경쟁을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일본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 법률이

제정되고 운용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많은 논의들은 향후 우리 법제를 정비

하는데 있어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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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lract]

SEM Policy and Bus피ess Mediation Sygtem in Japan

Kwak，Kwan-Hoon
Associate Professor，Dept. of Police Administration Law.

Sunmoon ωJiversity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fallen into the category of marginal
com맹ny，should restrueture including cost management strategies，conæntration
on core business and reduetion of debt ration. But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still reluctant to restrueture their company and business on
account of wrong re∞gnition of corporate restrueturing and insufficient
policy and legal systems.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attraet voluntary
corporate restrueturing from improper1y-run small and medium enterprise.

Business Mediation System and r마ated projects that have a similar
legislations country is Japan. In Japan，The Aet to secure opportunities for
small business enterprises to adjust the law’s business aetivities and The
Aet on Special Measures for Retail Trade Adjustment was enaeted for the
chances of long optimization for small business aetivities. In Japan. the

enactrnent. of these laws has been composed of many discussions. This will
be a good reference to improve our laws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

Key words small and medium enterprise，business arbitration system.
accompanied growth，The Aet to seεure opportunities for
small business enterprises to adjust the law’s business

aetivities in Japan. The Aet on Special Measures for Retail
Trade Adjustment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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