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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최근 발표된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의심하는

과정에서부터 출발한다. 현행 정책은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서 다양한 정책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현재 우리사주제도

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혹은 어떤 기업들이 우리사주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부재한 상황에서 다양한 인센티브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정부의 정책은

우리사주제도의 채택 가능한 기업의 범위를 넓히거나, 세금 감면과 같은

활성화 정책들로 일관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의 유가증권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우리사주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의 특성을 실증분

석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현재 제도가 처한 상황적 맥락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고 새로운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 함의를 주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한 목적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우

리사주제도가 어떤 목적으로 기업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파악해보는 것에 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실태

분석에 있어서 기존의 선행연구와는 다르게 우리사주제도가 처한 한국적

맥락을 고려한 분석을 실시하는 것에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는 단순히 우리사주제도의 도입 여부 또는 우리

사주조합의 지분율을 주요한 종속변수로 활용하여 왔다. 그러나 한국적 맥

락에서 볼 때 단순히 우리사주제도의 도입 여부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한 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사주지분을 유지하고 운영해왔던 기

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나누어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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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분석에서는 1999년에 우리사주조합의 지분율이 1%이상인 유가증

권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여 1999년부터 2012년까지 지분율 조건(1%

이상)과 장기보유 조건(4년 이상 연속 보유)을 갖춘 기업을 우리사주제도

실질적 유지 기업(우리사주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기업)으로 정의

하고 해당 기업들은 어떠한 목적으로 우리사주제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패널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우리사주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성과, 주식가격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사주제도를 실질적으

로 유지하는데 오히려 반대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우리사주제도를 실질적으로 유지하는 기업은 일정한 규모, 특정한

업종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의 경

우에는 우리사주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

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현행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대책에서 기업별 특성에 대한 고

려 없이 제도를 무분별하게 확장시키겠다는 대안은 그다지 유용한 선택이

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즉, 특정 규모나 특정 산업에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는 우리사주제도를 모든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그야말

로 예산낭비이자 공무원의 성과주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우리사주제도의 무분별한 확장 정책에 대해서 다시금 고찰해

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 하나의 함의는 우리사주조합과 노동조합의 관계가 서로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결과에서 출발하는데, 결국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이라는 정

책목표를 공유하고 있는 두 조합이 서로 갈등적인 구도에 있다는 것은 종국

에 이르러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사

주조합, 노동조합의 관계에 대한 보다 정교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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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어떠한 정책이든지 띄엄띄엄 훑어보면 대단히 매력적인 측면이 있는

법이다. 특히 정부에서 바지런히 내어놓고 있는 『○○대책』, 『××활성

화 방안』과 같은 형태의 문서들을 살펴보면 공신력 있어 보이는 각종

통계와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하여 국민들에게 ‘우리의 미래

는 밝고 긍정적이에요!’ 라는 확신을 심어주기에 충분해 보인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우리의 미래는 그들이 하는 말처럼 희망적일까?

정부 보고서의 흔해빠진 전개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단호하고 확신에

찬, 하지만 건조함을 유지하고 있는 어조로)당면한 우리사회의 문제점은

이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정책 대안을 제시합니다.’ 방식의 인과

관계 설정은 과연 수긍할만한 수준인가? 우리는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장밋빛 전망을 순수하게, 온 마음을 다해 믿어야 하는 것일까?

그에 대한 대답은 한번 의심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하

여 지금부터 시작되는 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분히 회의적이

고 부정적인 현실 인식에서부터 출발하지만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정책효

과를 얻기 위한 보다 엄밀한 정책분석을 시도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다.

즉, 본 연구 논문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우리사주제도에 대한 정부

의 낙관적 현실 인식의 근거는 과연 납득 가능한 수준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인지, 또한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정책 대안은 과연 정책 문제

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것이 큰 틀에서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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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우리사주제도를 연구 주제로 선택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보

고자 한다. 그러나 그에 앞서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우리사주

제도에 대한 개념과 작동원리에 대해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가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자기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근로자는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더불어서 자

기 회사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가 됨과 동시에 회사의 주식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그에 합당한 배당금을 받는 주주의 역할 역시 수행하게 된다. 즉, 자

신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와 관련된 일종의 멀티 플레이어가 되는 셈이다.

이처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탄생은 그들에게 더 많은 권

리와 혜택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이를테면 근로자가 더

큰 성과를 내고,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회사가 성장하고, 회사의 가치

가 높아지면 그들은 주주로서 배당 수익을 받게 되며 동시에 주주총회에

참석함으로써 회사의 의사결정에도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멀티 플레이어형 근로자들의 탄생은 경영자 입장에서도 매우 긍

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퇴근이나 휴가만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근로자

들에 비해서 이들 근로자들은 기업의 성과에 대해 비교적 많은 관심을 갖

고 있으며 회사의 가치 향상을 위해서 보다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된다. 어

떻게든 근로자들이 회사에 대해 주인의식을 가지도록 만들고 싶어 하는

경영자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자발적 행동변화가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특히나 경영자와 근로자의 임금격차가 크고, 장시간 근로에 비해 업무

의 생산성은 떨어지며, 이로 인해 노사관계가 다분히 갈등적인 양상을 띠

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 환경에 비추어 볼 때 우리사주제도의 작

동원리가 노정하고 있는 공감의 인센티브 구조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대

단히 매력적인 측면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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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우리사주제도를 연구주제로 선택한 가장 실제적

인 배경은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그에 대한 물음에 답을 해보고자 한다.

연구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맥락이 존재한다.

첫 번째 맥락은 우리사주제도 관련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2년간 시장과정부연구센터(센터장: 박상인 교수)

에서 연구원으로 근무 한 바 있다. 당시 수행했던 연구의 제목은 『한국

자본주의 특성 연구』였다. 연구는 상장기업(코스피, 코스닥)들을 대상으

로 그들이 매년 제출하고 있는 사업보고서1)에서 주주별 주식소유현황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의 소유

지분구조 특성을 파악해보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다. 그렇게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사주조합이라는 특이한 이름의 주주가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하였고,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분석을 시작하게 된 것이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된 최초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다.

두 번째 맥락은 근로자의 문제를 다루고 싶었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남의 문제가 아닌 바로 나의 문제를 다루는 일이

기도 하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예비 근로자이자 현직 근로자이며, 퇴

직 근로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다분히 감성적인 맥락

이외에도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현황은 “OECD 국가들 중 최장시간

노동, 최저 생산성”, “임금 격차의 증대”, “노사관계 극한 대립” 이라는

수치에서도 파악할 수 있듯이 근로자의 입장에서나 기업가의 입장에서나

혹은 정부에 입장에서도 매우 불만족스러운 상황임에 분명하다. 따라서

근로자의 문제, 근로환경을 다루는 것이 현 시점에서 매우 갈급한 문제라

는 인식 하에서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1) 상장법인의 경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매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게 되
어 있으며, 이러한 사업보고서를 통해 해당 기업의 재무자료(매출액, 순이익 등), 비재
무자료(계열사 현황, 지분 구조 등)들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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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연구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

첫 번째 연구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우리사주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파악해보는 것에 있다.

1974년 이후 우리사주제도는 정치·경제·사회적 환경 변화로 인하여 다

양한 각도에서 제도의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져 왔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우리사주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기업들에

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인지를 파악하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자원의 투입(Input)과 정책 효과의 산출

(Output), 그리고 환류(Feedback)를 통한 제도의 수정·보완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정책과정의 체계(system) 속에서 환류 과정에 대한 고찰이 부

족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할 수 있

는 기업의 범위를 넓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일례로 제도 도입이 가능한

기업의 범위를 유가증권 상장회사에서 현재에는 비상장회사까지 넓혔고,

범위를 계열회사까지 확장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확장 위주의 제도 수정·보완이라는 흐름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우리사주제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현재까

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제대로 된 환류과정이 부족

한 상태로 제도의 확장이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우리사주제도가 정책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제도의 수

정·보완에 있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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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연구 목적은 한국적 맥락을 고려한 우리사주제도 분석을 실시

하는 것에 있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다양한 제도를 해외로부터 가져왔다. 이러한 선

택은 다분히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제도의 수입 이후에 한

국적인 상황과 맥락에 맞게 제도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

한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도들이 다양한 맥락에서의

경로의존성으로 인해 한국적 맥락에 적합하게 수정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한국적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제도의 수정이나 보완이 이루어

지게 된다면 국가적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한 제도의 현실 적

합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결국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은 정책의 수혜자인 국민이며 또한 그로 인해 정부에 대한 불신

을 갖는 국민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것이 동력이 되어 정부 정책의 효과

성 또한 감소하게 되는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형성될 여지가 있다. 이처

럼 제도의 한국적 맥락에 대한 고려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제도는 어떠한 맥락에 대한 고려가 필요

한 것일까? 그것은 기업들이 우리사주제도의 도입 및 유지에 있어서

자발성 결여라는 단어로 요약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자발성이란 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우리사주제도 도입의 자발성 결여이다. 즉, 기업 상장 또는

유상증자 시 우리사주조합에 우선적으로 20%를 배정하게 되어 있는

현행 규정으로 인하여 기업들이 우리사주제도를 일부 강제적 수단에

의해서 선택하게 됨으로써 정말로 제도가 필요해서 기업들이 우리사주

조합을 설립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상장기업들 중 약 90% 이상의 기업들이 우리사

주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주주총회에서 주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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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지분율 1% 기준 이상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약 30%

정도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제도를 도입하였지만 그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기업

들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이렇게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 없이 지속적으로 도입 기업의 범위만 넓히는 것은 그야말로 정부

보고서의 해당 부처의 성과평가 점수를 높이기 위한 수단 이외에는 우

리 기업들에게 어떠한 혜택이나 의미도 줄 수 없다고 판단된다.

둘째, 우리사주 지분 보유기간의 자발성 결여이다. 즉, 정부의 정책

은 기업들이 우리사주 지분을 단기 보유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

가고 있다는 점이다. 즉, 우리사주조합이 자기 회사의 주식을 의무적으

로 보유해야 하는 기간(의무예탁기간)을 1년(근로자들이 직접 구입했을

경우), 또는 4년(회사에서 자금을 출연했을 경우)으로 한정한 것이다2).

이러한 단기 의무예탁기간의 설정은 근로자들이 자기 회사의 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유함으로 인해서 조직 몰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라는

우리사주제도의 작동 메커니즘 자체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반면에 자기 회사의 주식을 단순히 수익성을 목적으로 투자하고 자금

을 회수하는 투자 수단으로서 우리사주조합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제도

가 변질되게 되었다.

이렇게 두 가지 한국적 맥락을 고려하면 우리사주제도의 현황을 파악하

는 일은 단순히 우리사주제도가 존재하는 기업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주제도의 작동 메커니즘이 발현될 수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을 나누어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2) 물론 이렇게 의무예탁기간이 1년으로 제한된 것은 IMF 이후 주식시장 침체로 인해 손
해를 입은 근로자들이 늘어나게 되자 정부의 구제책으로 마련된 장치이기도 하다. 그러
나 장기투자 보다는 단기·투기적 성향이 강한 현재 우리나라 주식투자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사주제도의 제도적 장점이 발현되기 보다는 주식 투기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
될 여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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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사주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는 기업이란 첫째,

우리사주조합이 장기적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둘째, 그 지분 수준이 주

주총회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

지하고 있는 기업들로 정의하고 해당 기업들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현재 우리사주제도는 우리기업들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지를 파악하고, 향후 우리사주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수정되고 보완되어

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마련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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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앞서 연구목적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사주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기

본적으로는 우리사주제도를 실제로 도입한 기업들이 본 연구의 주된

연구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 우리사주제도는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모두 활용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상장기업 중에서 특히 유가증권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분석

을 실시해보고자 한다.

유가증권 상장기업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은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존

재한다. 첫째, 우리사주조합3)의 지분율 정보획득의 어려움 때문이다.

우리사주조합의 주식보유 현황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증권금융에서 담당하

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에서는 우리사주조합의 지분율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분석을 위해서 개별 기업들의 사업

보고서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과정들이 필요했다. 개별 기업들의 사업

보고서에는 재무자료와 비재무자료가 존재하는데, 비재무자료 중에 하나

의 항목으로서 우리사주조합의 주식 보유 현황에 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었다. 따라서 사업보고서를 통해서 우리사주조합의 주식 보유 관련 사

항을 직접 데이터로 전환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이렇게 개별 기업들의 사업보고서를 통해서 우리사주조합의 지분율 정

3) 우리사주제도는 개별 근로자들이 구입한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의 형태로 공동 보관하며 
이를 통해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의결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우리사주제도는 단순히 
근로자 개개인이 자기회사의 주식을 구입하는 것 보다 더 크게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또한 노동조합과 유사하게 일종의 근로자들의 단체로서 그들의 
이익과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활용될 가능성 또한 존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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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확보할 수 있는 주식시장은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으로 나누

어질 수 있는데,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유가증권 시장에 비해서 기업

의 규모가 작고, 기업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자료 획득의 한계로 인하여 유가증권 상장기업들만을 대상으

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다음 조건으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사주조합의 지분율 정보

를 확보하기 힘들다는 한계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분이다. 현재 획득

할 수 있는 자료의 시작점은 1999년이다. 실제로 자료의 수집은 금융감

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개별 기업들의 사업보고서를 열람하는

것으로 진행되는데, 이렇게 전자공시시스템으로 사업보고서를 공개하게

된 것이 1998년부터 시작되었고 해당 년도에는 자료의 누락이나 시점상

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1999년 시점부터 실질적으로 자료수집이 이

루어졌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사주제도는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므로 본 연구

에서 보고자하는 우리사주제도의 유지 요인, 즉 장기보유 여부를 파악하

는 것이 논리적으로 한계가 존재 한다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1999년 기점

에서 1%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다. 여

기서 지분율 1%는 상법상에 명시된 주주로서 권리행사가 가능한 지분율

을 의미하며, 우리사주조합이 지분율 1%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이름만 존재하는 우리사주조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요

건을 갖춘 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4) 전체 기업의 우리사주제도 채택 시작시점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 하에서 우
리사주제도의 도입에 관한 비교 분석이 불가능하다. 이것은 선행연구에서도 존재하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정부의 법령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자
료를 구분하거나, 자료 접근이 가능한 시점만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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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먼저 우리사주제도에 관한 제도 분석에서부터 출발한다. 우

리사주제도의 개념정의 및 정책의 목적, 도입 논리에 대해서 선행연구들

과 관련 기관의 자료들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한다. 여기에서 가장 중

요한 부분은 우리사주제도를 기업들이 도입하는 논리를 파악하는 것에

있다.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도출해내고자 하는 결론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우리사주제도는 어떠한 목적에서 활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통

하여 제도가 그 취지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사주제도의 도입논리를 국내외의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정

리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제

도 도입의 논리를 우리나라에 바로 적용시킬 수 없다는 것이 앞서 연구

목적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차별점을 두고 접근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즉, 미국과는 다르게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제도는 일종의 기업공개의

일환으로써 도입되었으며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 시 주식의 일부분

을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

리나라의 경우에는 도입 그 자체를 따지는 것은 큰 의미를 띠고 있지 않

으며, 우리사주조합이 실질적으로 장기간 운영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국에서는 우리사주제도의 도입 논리라고 설명된

부분을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 유지 논리로 연결시켜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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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앞서 연구 목적 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사주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는 기업(우리사주조합이 장기적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그

지분 수준이 주주총회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구분하고, 각각

의 기업들을 비교하여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에 활용할 연구 방법론으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패널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선택하게 되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종속변수가 이항 변수일 때 주로 활용하는 방법

론으로서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우리사주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는 기업

(=1)과 그렇지 않은 기업(=0)으로 구분됨으로 이에 본 연구 방법론을 활

용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서 본 연구는 1999년부터 2012년까지 유가증권 상장회사들

중 1999년도에 우리사주조합의 지분율이 1% 이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우리사주조합의 지분율 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패널데이터 형식으로

자료가 구성되어 있기에 로지스틱 회귀분석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들의 특

성을 반영한 패널 로지스틱 회귀분석 또한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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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논문의 구성 

  제2장에서는 국내외의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우리사주제도의 정책분

석을 실시한다. 정책 분석이라 함은 제도의 개념, 목적, 역사적 맥락, 현

황들을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특징적인 점은 우리사주제도 도입 논리의 한국적 적

용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시행된 우리사주제도와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제도는 제도 선택의 자발성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한국적 맥락의 적용으로 인하

여 외국의 선행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는 우리사주제도 도입논리는 우리나

라의 경우 우리사주제도 실질적 유지로 치환된다고 할 수 있다.

제3장에서는 앞서 언급한 한국적 맥락에서의 우리사주제도 분석을 중

심으로 구체적인 연구의 대상과 방법을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패널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실제 우리나라의 기업들 중에서 우리사주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는 기업들

은 대체 어떤 기업들인지를 실증분석해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제5장에서는 실증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제

도가 단순히 확장 위주의 형태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방

향을 가지고 제도를 수정 및 보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해보고자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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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검토

제1절 이론적 배경

1. 우리사주제도의 개념

1) 우리사주제도의 개념정의

우리사주제도는 기업의 경영 방침의 하나로서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여

자사에 속한 근로자로 하여금 자기회사의 주식(자사주)을 취득 및 보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을 통하여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공동체 의식 제

고를 통한 기업의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사

주제도를 엄밀하게 표현하면 ‘우리회사주식소유제도’라 할 수 있으며, 여

기서 ‘우리’란 근로자 또는 종업원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 규정에 따르

면, 기업의 경영 방침과는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자기회사의 주식을 구입

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제도라고 할 수 없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사주

조합제도에 관한 정의를 선행연구를 통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5).

① 회사의 근로자에게 주식을 소유할 기회를 부여하여 그들이 주주가 되

게 함으로써 애사심과 충성심 및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6).

② 회사가 근로자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여 자기회사의 주식을 장기

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취득 및 보유하도록 함을 경영 방침으로 채택하고

이를 추진하는 제도이다7).

5) 이충복(2001) 논문을 참고하였음.
6) Peter S Heanst(1975)
7) 河本{一郞 外 共著,(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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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근로자가 일정한 혜택을 받고

취득하여 주주가 되는 제도로서 자기자본이 부족한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자본 조달 수단으로서 활용될 수 있으며, 근로자들은 주주총회를 통해

일정부분 경영 및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경제민주화를 달성 할

수 있다8).

④ 근로자들의 재산형성, 노사협조, 참가의식 제고를 목적으로 회사가

조합을 결성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사주제도를 관리 및 운영 하도록 하

되, 사내 복지정책의 일환으로서 근로자 회원들에 대한 장려금 지급, 매

입자금의 융자 알선 등의 경제적 혜택들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자사

주 취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9).

⑤ 우리사주제도는 이윤분배제도에서의 연금과 마찬가지 개념으로 퇴직

이후의 근로자들의 삶을 보장하는 목적이 있으며, 경영자 계층에 있어서

는 자본조달을 위한 방법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회사가 이익의

일부를 근로자들의 주식소유에 배분하고, 근로자 자신도 급여 가운데 일

정한 한도의 금액을 주식을 구입하는데 사용함으로써 회사의 주식을 소

유하게 하는 등 이른바 근로자의 참여를 통한 기업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10)

위에서 언급한 우리사주제도의 개념정의를 종합하면, 우리사주제도는

급여로서의 성격과 자기 기업 지분에의 참여라는 성격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다11).

8) 임익순(1985)
9) 野村證券株式會社, (1990)
10) Wendell L. French,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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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제도는 직・간접적으로 회사의 지원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일

반적인 차원에서 기업복지의 측면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에는 월급 이외의 부가급여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퇴직연

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재형

저축과 유사하지만 그 중 기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은 일종의 부가

급여와 같은 형태를 지니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사주제도는 자기 기업의 주식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여타의 급여와는 차별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바로 우리사주제도를 통해

서 자사의 주식을 취득한 종업원은 주주로서 해당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

한 잔여 청구권과 기업의 경영권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다는 측

면에서 일반적인 급여와는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제 현

실에서는 기업경영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사주제도가 곧 기업경영에 대

한 종업원의 참여로 등치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사주제도의 의의는 경영자와 근로자의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경영자의 입장에서 자본참가라는 근로자에 대한 경제적인 인센

티브를 통하여 노사관계를 안정시키고 생산성을 증대시켜 기업의 수익을

증대시키는 데에 그 의의를 부여하고 있으나 사실상 우리사주제도가 부

분적인 자본참가의 성격으로 국한되어 기업의 의사결정에의 참가와는 상

관없는 제도로 실시되고 있다. 많은 학자들도 기업의 경영적 목적이 이

제도의 근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12). 반면에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무엇보

다도 재산형성이나 복지혜택의 측면이 강조되어 왔다13).

우리사주제도가 성립할 수 있는 전제 조건들을 살펴보면, 우선 첫

11) 이충복(2001)
12) Rosen, C. (1983),
13) 최승부(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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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로 우리사주제도는 회사 경영방침 또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의

해서 연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는 회사와 정부는 근로자들의 자사주 취득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부분

이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지급한

다거나, 주식거래에 동반되는 수수료의 부담, 무이자, 저리융자, 분할상

환, 차입보증 등을 지원해주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근로자가 취득하는

주식은 자사주이어야 하며 장기 보유를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이

다. 그 이유는 근로자가 자본 소유를 공유(주식보유)하여 기업의 성장 과

실의 배분에 참여케 하여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촉진하고 기업에 대한 공

동체의식을 제고함으로써 노사 간의 협조체제 및 기업의 생산성을 증진

시키는데 정책적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의 자사주

취득 및 보유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구를 만들어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14).

2) 우리사주제도의 목적 및 효과

우리사주제도의 초기 도입 목적은 자본주의사회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점 중에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자본의 소유 편중’과 ‘노동의 소외현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발생되는 노사관

계의 악화 및 갈등은 기업은 물론 국민경제의 비효율성을 야기하는 원인

으로 손꼽히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기업들은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하여 종업원의 소유참가를 통해 자본소유의 분산과

주식대중화를 촉진하고 부의 공정한 분배를 도모하며 경제의 안정적 성

장과 경제민주주의를 달성하려 하고 있다.

14) 최종태(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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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제도의 목적은 정책의 결정자인 정부와 정책의 수혜자인 기업,

종업원의 관점에 따라 서로 다른 입장의 차이를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목적은 거시적이고, 추상적이며, 포괄적인 반면에 경영자나 근로

자의 경우 보다 미시적이고 기업차원에서의 개별특성을 반영하는 구체적

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목적들은 서로 일정 부분 연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것만으로는 우리사주조합제도

의 근본적인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근로자, 경영자, 정부의 각기 다른 정책 목표에 대해서 논해 보고자

한다.

① 근로자(종업원): 종업원의 재산형성 촉진, 종업원의 경영참가를 통한

권리 확보, 근로자는 자사주를 보유함으로써 임금소득 이외에 주주로서

배당 소득을 누리는 한편, 기업 발전을 통한 주식 가격 상승으로 자본이

득을 누릴 수 있어 우리사주조합제도를 재산형성 또는 장기저축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 세제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근로자는 주주

로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하여 의사 표시를 하며,

장부열람권 행사 등을 통해 내부감시자로서 회사의 경영상황을 체크하여

경영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 아울러 근로자는 주주로서 주

인 의식을 갖고 회사 발전에 적극 노력하며, 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지

위가 상승함에 따라 수평적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짐으로써 노사협력

을 강화할 수 있다.

② 기업가(경영자): 기업과 종업원의 공동체의식 고양, 장기안정주주 확보

를 통한 경영권 안정, 기업의 재원 조달,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와 고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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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유치, 적대적 기업인수의 방어근로자가 자기회사에 주인의식과 애사

심을 갖고 기업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함으로써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이에 따라 기업 발전에 기여하고, 기업생산성 증가 및 경쟁력 제고로 생

산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또한 임금교섭 탄력

성을 확보하고 노사분규 예방의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기업자금운용상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적대적 M&A 방지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③ 정부: 경기변동에 따른 임금의 신축성 확보, 협력적 노사관계의 정착

및 사회・정치적 안정, 증권시장의 안정적 발달, 자산분배와 불균등 해

소, 노동자 생활기반의 확충을 통한 중산층 육성, 경영참가제도를 통한

산업민주주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도입 및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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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우리사주제도의 변화

1)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제도 변천과정15)

우리나라는 장기간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을 통하여 급격한 산업화 정책

을 추진한 결과 단기간에 고도의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의 개선을 이룩하

였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이

러한 급격한 경제성장정책의 수행과정에서 매우 자연스럽게 양극화가 발

생하고 특히 일부의 소유계층과 다수의 빈곤한 근로자계층으로 사회가

나누어지게 되었는데 이는 국가 및 사회의 안정을 저해하는 그다지 유쾌

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16).

따라서 가난한 근로자계층을 소유계층으로 만들기 위해서 근로자의 재

산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으며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서 우리사주제도가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제도는

1958년 10월, 주식회사 유한양행이 종업원의 복지향상과 노사 협조를 목

적으로 회사 간부들에게 공로주를 주었으며, 사원들에게는 희망자에 한하

여 자사주를 매입하도록 하고 그 대금은 상여금에서 공제하도록 하였는

데 이것이 우리나라 우리사주제도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후 1960년대 후반기에는 삼양사, 해운공사, 해동화재, 남한제지

등에서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실시하였으나 그 당시의 기업들은 주식 소유

의 분산을 선호하지 않는 관계로 기업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다지 활

발하게 시행되지는 못하였다. 과거부터 지극히 가족주의적이고 폐쇄적인

경영체제를 벗어나지 못하였던 우리나라의 기업 현실에서 우리사주제도

를 기업에 도입하여 이것을 하나의 제도로 정착시키려는 정부의 시책에

15) 이충복(2001) 참고하였음.
16) 송기암,(1972), “종업원지주제에 관한 고찰”, 경영논총 제17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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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1968년 11월에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17). 동

법에서는 공개법인 또는 상장법인이 유상증자를 할 경우에는 신주의

10%내에서 종업원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규정하여 우리사주제도의 법률

상 근거가 마련되었고, 1972년 12월에 우선 배정의 범위가 기 발행 주식

과 신규 발행 주식 총수의 10%로 확대되었으나, 현실적으로는 시의적절

한 사정에 따라 공로주를 주거나 임시적인 주식 인수권을 부여하는 형태

로 이루어졌다.

또한 1972년에는 「기업공개촉진법」이 제정되어 기업 공개 시 근로자

에게 공개주식의 10%를 우선 배정하도록 하였으나 근로자에게 신주 인

수권만 부여되었지 취득 주식의 장기 보유 조치가 결여되는 등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제시하지 않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제도 도입과 실시를 유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

정부의 정책 목표가 근로자의 재산형성보다 기업의 재원조달과 폐쇄적

인 기업의 기업공개를 촉진하는데 주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사주제도

가 실제로 본격화되지는 못하였다. 이 제도의 본격적인 실시의 계기가 된

것은 1974년의 「기업공개와 건전한 기업풍토 조성을 위한 대통령의 특

별조치」였다. 같은 해 7월 이의 보완시책인 「종업원 지주제도 확대 실

시방안」에 의하여 공개법인 등 일부기업에 한정되어 있던 우리사주제도

가 비공개법인으로까지 확대되기에 이르렀고 종업원 취득주식의 관리를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제도를 도입하였다.

취득한 자사주는 공개법인은 1년 간 비공개법인은 상장 시까지 한국투

자공사를 통하여 예탁 및 관리하도록 의무예탁제도를 시행하였고 종업원

지주제도를 육성 및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인 세제 및 금융상의 지원

책 등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우리사주조합이 1974년에는 8개의 상장법인

17) 한국증권금융, (1998),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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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불과하던 것이 1978년에는 380개(상장법인의 96.9%)로 증가하여 급속

하게 확산되었다. 이후 1980년대 초까지는 경기침체로 답보상태였다가

상장법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꾸준히 증가되어 1982년에는 100%를 기록

하기까지 하였다.

1987년 9월에는 「종업원지주제도 확충방안」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주

인의식 제고와 기업이익에의 참여, 재산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근로자의

자사주 소유를 확대하기 위하여 세제・금융상의 지원을 강화하였다. 이

러한 결과 증권시장의 호황과 기업공개의 증가로 우리사주조합 결성회사

의 수는 크게 늘어났다. 또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근로자의 욕구도

재산형성, 기업성장과실에의 분배참여 등으로 다양화되어 노사 대립이

격화됨으로써 새로운 노사 협조체제의 구축, 소득 재분배 및 중산층 근

로자 육성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1988년 1월 시행된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에 우리사주조합에

관한 법적 요건이 규정되었고,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 비율이

공개 또는 유상증자 주식의 20%로 상향조정되었으며, 세제 및 금융상의

지원도 대폭 확대되었다. 또한 주식 예탁관리제도를 개선하여 예탁자격을

종전에는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공금리 수준 이상의 배당지급능력이 있

는 법인에게 한정하던 것을 우리사주조합이 결성된 모든 법인에 인정함

으로써 그 범위를 확대하였고, 예탁기간에 있어서도 종전의 취득가

0.15%에서 액면가 0.15%로 사실상 인하하였고, 예탁방법 역시 주식의 조

합원별 보관에서 조합별 보관방식으로 보다 간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1988년 증권시장이 호황 세를 타자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조

합원들은 자사주의 장기보유보다는 시세 차익을 위하여 의무예탁기간 1

년이 경과하자마자 매각하여 상당한 이익을 챙기는 현상이 일어났다. 이

러한 현상은 우선배정 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이직율의 증가로 기업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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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이 저하되었으며 우선배정 주식수로 인한 제조업종과 일부 금융업종

간에 심한 불균형을 초래하여 사회적인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의 부작용

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1988년 7월에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

고,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을 제정하여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은

퇴직 시(예탁 후 3년경과 시 사유인출 가능)까지 장기보유가 의무화되었

으며, 개인의 과다한 주식보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주식보유의 상한을 조

합원 1인당 조합원의 연간 급여 총액 및 소액주주 기준의 금액이내(누적

주식은 1/100 또는 1억원 중 작은 금액)로 정하였다.

운영기준에서도 우리사주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

원으로부터 출자금 및 회비 징수의 근거규정, 조합운영에 관한 서류와

장부 비치의 의무화, 직능별・직급별 대표로 구성된 대위원회의 설치 등

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정치・경제적 불안정으로 장기적인

증권시장의 침체와 시가 할인율의 축소 적용 등으로 조합원들의 재산상

손실은 물론 우선배정 주식의 대량 실권 등의 사회적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1993년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취득한

주식의 의무 보유 기간을 퇴직 시까지에서 예탁 후 7년(예탁 후 2년 경

과 시 사유인출 가능)까지로 완화하였다18).

1997년 4월에는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을 폐

지하고 우리사주조합 관련규정 중 의무 보유 기간을 예탁 후 1년 경과

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인출이 가능하도록 단축하는 등 일부 개정하

여 「증권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이관되었다.

1999년에는 그 동안 우리사주제도가 주로 종업원들의 자금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사주 의무 보유기간이 종업원들의 재산권 침해라는

18) 한국증권금융, (1998),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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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계속되어 왔고 이 당시 주식시장이 바닥인 시점에서 더 이상의

피해를 보면서 우리사주를 계속 보유할 수가 없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2000년부터 보유예탁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

기로 하고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2) 신우리사주제도의 도입 및 특징

그동안 우리사주제도는 종업원의 복지증진보다는 개발시대의 자본시장

활성화 또는 기업공개의 촉진방안으로 출발하여 최근까지도 기업에 대한

주식시장 확대나 주식시장일반의 안정에 역점을 두고 운영되어 왔던 것

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1년 7월 우리사주제

도를 포함한 「근로자복지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동 법 제

27조의 우리사주조합의 목적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근로자로 하여금 우

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자사주를 취득 및 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

제・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우리사주제도의 목적을 명확히 한 것은 이제부터는 우리나라의 종업원지

주제도를 경제 정책적 측면보다는 종업원의 재산형성과 복지개선 그리고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에 주안점을 두고자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종업원지주제도를 재정경제부에서 관장하던 것을 노동부에서 관장

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제도를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을 이 제도의 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

하고 있는 것이다.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온 근로자복지기본법 가운데 우리사

주제도의 주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자 주도형 우리사주조합운영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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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 주도하에 우리사주조합을 결성하고 결성된

조합을 통해 제도를 운영한다. 또한 근로자가 결성한 우리사주조합이 자

사주를 배분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며 자사주의 예탁 및 보관 등의 관리업

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하게 된다19). 우리나라와는 달리 영국과 미국은 기

업주도형 신탁운영방식의 종업원주식소유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영국과

미국의 종업원주식소유제도는 기업의 필요에 따라 기업이 제도를 도입하

고 설계하며, 자사주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외부수탁자에게 위탁하게

된다. 이러한 영・미식 종업원주식소유제도는 일반적으로 재산증식에 유

리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제도는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

라 조업원의 경영참여를 유도하고 기업 감시기능을 제고시키는데 유리할

수 있다. 우리사주제도가 지닌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경영권을 경영자

의 신성불가침한 고유권한으로 여기고, 종업원 주식소유참여가 경영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기업문화 현실에서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경

영참여 유도가 오히려 경영자로 하여금 이 제도에 소극적인 참여를 하게

만드는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사주제도하에서 경영자 특

히 소유경영자의 제도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

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우리사주제도는 미국의 연금형과 성과배분형의 혼합형태인 ESOP

와는 달리 영국식 성과배분형 ESOP를 지향하고 있다. 연금형 ESOP의

경우 종업원이 자사주를 퇴직 때까지 인출할 수 없기 때문에 자사주가 누

적되어 종업원 보유지분이 높아지고 일정한 지분을 장기간 유지하기 쉽다

는 장점이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성과배분형 우리사주제도만을 채택

하고 있다. 성과배분형 우리사주제도는 종업원의 성과에 따라 회사가 우

리사주조합에 출연하고 일정한 방식에 따라 자사주를 배분하게 된다. 그

19) 한국증권금융(주)에서는 1997년 이래 우리사주조합 주식의 수탁기관으로 종업원지주제
도의 보급과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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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성과배분형 우리사주제도에서는 종업원이 퇴직 이전이라도 인출이

가능하므로 종업원소유지분을 유지하기 어려워 이 제도를 통한 경영성과

제고효과 및 노사관계 개선효과가 불확실해지고 종업원지분이 낮아 주주

권에 의한 경영참여가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성과배분형 우리사주제

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종업원이 우리사주를 장기간 보유할 수 있도록 정

부가 세제 및 금융상 지원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우리사주제도는 기존의 종업원지주제의 근간인 우선배정방식과

사업주의 주식출연, 노사공동에 출연에 의한 시장매입, 조합원자기자금에

의한 취득, 차입에 의한 취득 등 자사주 취득 방식을 다양화하였다. 우

선배정방식은 기업이 유상증자나 상장을 할 경우 새로 발행되는 주식 중

20%를 종업원에게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방식이다.

우선배정방식의 장점은 종업원이 주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발행

된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됨에 따라 경영자의 의지와 상관

없이 종업원의 자사주 취득기회를 보장하고 있는 강점이 있다. 그러나

우선배정방식은 종업원 자기부담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주식시장 침체 시 재산상 손실의 위험성을 높이고 조기 인출에 따

른 장기보유 미흡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우리사주제도는 이러한

종업원지주제의 우선배정방식을 유지하고 성과급 형태의 무상출연을 통

한 자사주 취득 방식을 추가하였다. 즉, 사업주와 대주주 등의 금품 및

자사주를 우리조합에 무상출연이 가능하도록 하여 성과급 형태의 근로자

자사주 보유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넷째, 우리사주제도는 장기보유 시스템으로 강제의무예탁제도와 배

정방식 그리고 세제혜택을 통한 유인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종업원은

우리사주제도를 통해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 자금조달 방식과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1년간 예탁해야 한다. 기업의 무상출연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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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조합계정에 보관 후 3-7년 이내에 개인별 계정에 배정토록 하

여 단기간에 취득 및 매각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취득한 우리사

주를 장기간 보유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사주를 3년 이상 보유시 취득가

액의 50%를 비과세하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만 정상 과세하도록 하여

세제지원을 통한 장기보유를 유도하고 있다.

다섯째, 우리사주제도를 비상장기업으로 확대함에 따라 비상장기업

의 근로자가 퇴직할 때 우리사주를 통해 취득한 주식을 매각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즉, 비상장기업이 퇴직자의 우리사주를 재매입할 수 있도

록 환매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세제지원 외에도 기업 및 대주

주의 출연금에 대하여 손비를 인정하고 근로자 출연금은 소득에서 공제

하도록 하여 세제지원을 확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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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사주제도의 도입 논리

1) 종업원의 동기부여

먼저 미국의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우리사주제도를 기업들이 왜 채

택하는지 그 도입논리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첫 번째 도입논리는 동기부

여 가설이라고 할 수 있겠다.

Jensen-Meckling(1976)의 기업이론에서는 우리사주제도를 통해서 근로

자들이 자기 회사의 지분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종의 일을 대

하는 마음가짐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즉 근로자들의 자기회사 주식 보

유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들은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서 기업의

자산을 소비할 동기가 줄어들 것으로 보았다. 왜냐하면 근로자들 또한 자

기회사의 주주로서 배당수익을 얻게 되는데 그러한 목표가 분명한 까닭

에 그만큼 더 열심히 근로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한, 근로자의 자기회사 주식보유는 그들로 하여금 이익을 배분받을 기회

를 갖도록 함과 동시에 회사에 대한 소속감을 더욱 강하게 느끼게 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근로자가 회사에 대하여 강한 소속감을 갖게 되면,

기업의 기밀을 흘리거나 기업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삼갈 것이

다. 근로자의 자사주 보유는 이와 같은 동기부여 요소와 심리적인 측면의

작용을 토대로 하여 기업의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동기부여가설에 대하여 다양한 반론들이 제기되어 왔다

(Sholes-Wolfson, 1990). 이들 이론에 의하면, 종업원 지분참여에 대하여

Jensen-Meckling의 동기부여적 모형을 적용하기에는 종업원 개인이 일

반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지분비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것이다. 지극히

낮은 수준의 종업원 지분비율로부터 기업자산에 대한 사적 소비동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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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종업원 지분참

여의 경우에는 무임승차의 문제가 대두된다고 지적하고 있다20). 즉, 종업

원 한 개인의 각별한 노력이 생산성 증대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과실이 수많은 다른 동료종업원들과 공유되는 상황에서 어느 종업

원은 더 노력을 기울이고 어느 종업원은 태만할 수 있다. 이러한 불공평

한 결과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궁극적으로는 어느 종업원도 다른 종업원

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동기부여

가설에 대한 이와 같은 반론에 대하여 또 다른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면, Brickely-Hevert(1991)는 비록 종업원 한 개인의 지분참여비

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 대문에 종

업원의 자사주보유는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보았다.

첫째, 이들은 종업원의 지분참여는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유발시키고,

이는 나아가서 집단에 대한 참여의식을 고양시킨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한 시민이 시정문제와 관련하여 투표를 할 때 자신의 투표권 행사가 실

제로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더라도 투표에 임하는 것은 집단의 한

일원으로서 자신이 소속한 집단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한다는 시민의식

이 발동하기 때문이다. 둘째, 이 저자들은 Kahneman-Tversky(1979)가

제시한 전망이론(prospect theory)에 근거하여, 종업원들이 자기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에 있어서 전통적인 효용이론이 제시하는 행동규범과는 배

치되게 행동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전망이론에 의하면, 의사결정자들

은 흔히 발생확률이 매우 낮은 사건에 대해서 비합리적일 정도로 높은

효용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위의 두 저자들은 이와 같은

논리를 종업원에 의한 지분소유의 상황에 적용해서, 종업원들은 자신의

경영참여가 최종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평가함에 있어서 확률

20) 이와 같은 무임승차의 논리는 Samuelson의 설명으로부터 인용된 것이다. Paul 
Samuelson, “Thoughts on Profit Sharing,” Special Issue, 1977, pp. 9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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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기대되는 값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마

지막으로, 종업원들이 자사주를 보유함으로써 자기회사 주식가격에 대한

일상적인 관찰 및 분석, 그리고 신문기사 및 기타 기업공시자료에 대한

호기심 등을 통하여 부수적인 효용가치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 지적되

고 있다. 종업원이 자신이 소속해 있는 기업에 대하여 이와 같이 개인적

인 관심을 부여할 때, 자연적으로 그 종업원의 기업성과에 대한 공헌도

도 높아질 것으로 보는 것이다.

한편, 일부 저자들은 종업원의 지분참여가 동기부여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나, 그 효과가 상황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Chen-Kensinger(1988)의 해석에 의하면, 기업의 생산성을 결

정짓는 요소를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으로 구분하여 인적 자원이 차지하

는 비중이 높을수록 종업원의 지분참여로 인한 동기부여효과가 더 클 것

이다. 생산성의 결정 요소 중 인적 자원의 비중이 큰 업종으로서 극단적

인 예는 법률서비스업이나 의료업이다. 이들 업종에서는 현장업무를 수

행하는 종업원(변호사 또는 의사)의 지분비율을 높임으로써 업무수행과

정에서 필요로 하는 종업원의 근로동기를 극대화할 수 있다. 보다 일반

적인 예로서는 생산과정에서 고도기술의 인적 자원을 필요로 하는 하이

테크 산업과 고객에 대한 세밀한 서비스와 고객안전에 대한 각별한 배려

를 필요로 하는 항공서비스 산업 등이 있다21). 그리고 경쟁심화와 수익

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던 중 종업원의 희생적인 근로자세와 참여정신으

로 도산의 위기를 극복해 낸 일련의 미국철강회사들이 그 중요한 예이

다22).

21) 하이테크산업내에서의 구체적인 예로서는 Hewlett Packard를 비롯한 다수의 컴퓨터 
관련 제조업체들이 있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항공 서비스 업체의 예로서는 TWA, 
NWA, United Airline 등이 있다. 

22) Weirton Steel, Northwestern Steel & Wire, 그리고 Republic Engineered Steel 
등이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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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저자들은 종업원의 지분참여가 자동적으로 생산성의 증대로 이어

질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근로자가 자기회사의 주식을 소유

하면 기업운영에서 오늘 과실에 대하여 자신의 지분비율만큼 배분받을

권한을 부여받기 때문에 자사주를 소유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열심히 일

할 동기를 갖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된 동기부여가 실질적으로 생

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업측에서도 근로자가 더욱 열심히

일할 근로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Blasi-Kruse(1991)는

종업원 지분참여를 통하여 진정한 생산성 향상을 꾀하기 위해서는 기업

운영에 있어서도 가능한 한 근로자의 참여정도를 극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3).

2) 종업원의 재산증식 수단

종업원지분참여제는 이 제도를 이용하여 기업의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종업원에게도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본전제로

하고 있다. 종업원이 자사주매입을 통하여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의 근원

은 크게 보아서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 형태의 수익원으로 종업원

이 자사주를 매입함으로써 근로동기가 증대하여 자신의 생산성이 높아지

고, 그로 인하여 창출되는 추가적 부가가치부분을 자신의 지분비율만큼

배분받는다. 이와 같은 성격의 수익은 종업원이 자사주보유와 함께 주인

의식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노력을 기울인 근로행위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있다.

23) 이러한 관점에서 근로자의 지분참여 및 의사결정참여를 통하여 가장 성공적인 사례를 
보인 기업으로 Polaroid, Proctor & Gamble, Weirton Steel(이상 공개기업의 예) 그
리고 Avis, Northwestern Steel & Wire(이상 비공개기업) 등이 있다. Blasi-Kruse, 
1991, pp. 21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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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자사주취득을 통하여 기대할 수 있는 두 번째 형태의 수익원

은 자기책임 하에서 이루어진 투자행위에 대한 대가이다. 주식투자는 제

반 투자대상 중에서도 미래수익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편이며 투

자자는 그러한 위험부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기대하게 된다. 자사주가

바람직한 투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종업원이 취하게 되는 이와 같은 위

험부담을 정당화할 만한 충분한 수익이 실현되어야 한다. 이 점에 있어

서 종업원지주제 주창자들은 매우 낙관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 예

로서, Blasi-Kruse(1991)은 미국의 근로자들은 자사주를 투자대상으로

선택함으로써 역사적으로 매우 성공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고 평가

하였다. 이들의 관찰에 의하면, 미국경제에 있어서 주식투자로부터 실현

할 수 있었던 실질수익률(즉,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수익률)은 미국근로자

들의 실질임금상승률보다 훨씬 높다. 구체적으로 1970년 이후 1990년대

초까지 미국근로자들의 실질임금상승률은 거의 0에 가까운데 비해, 1926

년부터 1985년까지 미국주식투자 연평균수익률은 8.8%에 달했었다.

기업의 근로자들이 자기회사주식을 재산증식을 위한 투자수단으로 선택

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저자도 적지 않다. 이들의 주장

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자기회사주식을 취득하여 그로부터 기대되는 미

래수익에 비해 그로 인하여 겪게 되는 위험부담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일반주주들은 자신들의 자산을 여러 종류의 투자 상품을 대상으로 그리

고 여러 기업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분산투자할 수 있음에 비해, 종업

원들은 자기가 소유한 자산 중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자기회사 주식에

집중 투자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종업원들은 이와 같은 물적 자본

(physical capital)으로서의 투자 이외에도 자신들의 인적 자본(human

capital)의 전부를 한 회사를 대상으로 투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사주매

입에 따른 투자위험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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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n-Kensinger(1988)는 종업원의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한 자산(즉,

자기회사주식)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종업원과 주주 간의 대리문

제(agency problem)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첫 번째 형태의 대

리문제로서, 과다한 투자위험을 안고 있는 종업원들이 기업의 의시결정

에 있어서 주주들이 원하는 만큼의 모험적이고 진취적인 투자를 기피하

고, 대신에 현상유지 내지는 안전성이 보장되는 투자만을 선호할 것이

다24). 두 번째 형태의 대리문제는 기업의 투자의사결정에 있어서 종업원

들이 주주들이 원하는 수준 이상으로 분산투자를 꾀할 수 있다는 사실에

서 찾아진다. 종업원들은 자신들의 물적·인적 자본 거의 대부분이 한 기

업에 집중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경영진과 결탁하여 자신들의 포트폴리오

내에서의 분산효과를 추구한 나머지 기업의 투자전략을 지나치게 횡정

팽창(horizontal expansion)위주로 펴 나갈 가능성이 있다.

종업원에게 주어지는 지나친 위험부담을 덜기 위하여 ESOP(Employee

Share Ownership Plan)25)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 중 일부는 각별한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 예로서 ‘put option’의 원리를 적용하는 기업이

있다. 종업원이 퇴직할 시에 회사주식의 시장가격이 일정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는 해당기업이 회사의 주식을 약속된 가격으로 매입해 주는 것이

다. 또한, ESOP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ESOP방식 이

외에도 포트폴리오 분산이 가능한 연금관리방식을 함께 운용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ESOP제도 자체 내에서도 종업원의 위험부담을 경감시키

24) 종업원이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종업원
의 소유지분이 일정한 수준에 이르면 이사회의 참여 또는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하여 실
질적으로 기업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소개되고 있는 종업원의 
위험회피적 동기는 원래 Fema-Jensen이 제기한 경영자와 주주 간의 대리문제를 연장, 
응용한 것이다. Eugene Fama and Michael Jensen, “Organizational Forms and 
Investment Decision,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vol 14, no, 2, 1985, pp. 
101 ~ 119

25) 미국에 있어서 종업원이 자사주를 보유하는 방법은 401(K)Plan, Stock Bonus Plan, 
그리고 ESOP 등 세 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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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즉, 미국의 현행 ESOP방식은 ESOP기금

자산의 50%까지를 자사주 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종업원의 포트폴리오 위험에 대한 해소장치가 여러 가지 형태로 활용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논자들은 종업원들이 재산증식 수단으

로 자사주를 택하는 것에 대하여 과다한 위험부담을 이유로 들어 지극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Sholes-Wolfson(1990)은 회사출자에 참여하는 종업원들에게 그들이 부

담하는 투자위험에 대하여 적절한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해당기업이

추가적인 보상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26). 결과적으로 이 저자들

은 종업원지분참여제도는 그 이점에 비하여 지나치게 비용이 많이 소요

되는 대단히 비효율적인 위험분담(risk sharing)방식이라고 결론짓고 있

다.

3) 기타

종업원의 지분참여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이득은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먼저 소개한 종업원

에 대한 동기부여가설에 있어서는 종업원의 지분참여가 실제로 종업원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많으나, 종업원의

자사주보유로 인한 절세효과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보는 것

이다.

26) 예를 들어, 기업이 종업원으로 하여금 회사주식을 시장가격 이하로 매입하도록 하거
나, 종업원들에게 앞서 소개한 put option과 같은 장치를 제공하여 일정한 수준의 수
익률을 보장해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종업원
의 주식매입자금을 종업원의 정규급여로부터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자체의 자금으
로 충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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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ESOP제도는 다른 연금제도 또는 자사주매입제도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두 가지 형태의 독특한 세제혜택을 가지고 있다27). 첫째,

ESOP기금은 기금의 명목으로 대출기관으로부터 부채를 차입할 수 있으

며 그 자금으로 자사주를 매입하여 종업원들에게 배분하는데, ESOP기금

에 대출한 금융기관은 자신이 받은 이자수입의 50%를 과세대상에서 제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금융기관들은 ESOP기금에 대출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절세혜택만큼 낮아진 수준에서 이자율

을 물린다.

ESOP의 활용을 통하여 획득할 수 있는 두 번째 형태의 세제혜택은

배당소득에 대한 공제혜택이다. 이 제도는 1986년 10월부터 채택된 것으

로, ESOP주식에 지급되는 배당은 과세대상 법인소득으로부터 공제된다.

이러한 세제헤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ESOP주식의 배당금을 ESOP참여

종업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이 배당금을 ESOP차입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 배당금이 ESOP기금으로 전입되어 기

금 내에서 축적되면 이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없다.

ESOP방식에 대해서 부여되고 있는 이상의 두 가지 형태의 세금혜택

중, ESOP차입금과 관련된 혜택보다는 배당소득공제에 따른 세제혜택이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 이유는 ESOP차입금과 관련된 세제혜

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지극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부 논자들은 회사의 경영진들이 외부세력으로부터 자신들의 경영권

을 지키기 위하여 종업원의 지분참여를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

은 외부세력에 의해 기존의 경영진이 경영권을 위협받을 때 종업원들이

주주의 이익은 무시하고 경영진의 뜻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27) 기업이 종업원의 퇴직연금저축을 위하여 제공하는 기여금은 모두 법인소득 공제대상이 
된다. 여기서는 그와 같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세제 혜택 이외의 것으로서, ESOP방식
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세제혜택 부분을 소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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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있다. Gordon-Pound(1990)는 종업원들의 의결권행사가 원천적으로

기존경영진에 대하여 종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해석하며,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ESOP방식과 같은 종업원의 지분참여에 관한 의사결정은 일방적

으로 기존 경영진에 의해서 정해진다. 현행 미국 법규정상 종업원의 지

분참여 여부와 그 규모에 관한 결정은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이 이루어지

고 있다. 둘째, 주주와 종업원의 관계를 주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

(principal-agent relationship)로 해석할 때 주주는 주인, 종업원은 대리

인의 입장으로서 서로 이해상충 상황에 놓여 있다. 대리인이라는 위상에

있어서도 경영자도 일반종업원도 마찬가지이다. 결과적으로 종업원과 경

영진은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상부상조관계에 놓이기 십상이다. 셋째,

미국 기업에 있어서 종업원의 지분참여를 위해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

고 있는 ESOP제도 자체가 구조적으로 종업원의 의결권행사가 경영진의

의사에 종속되도록 짜여져 있다. 예를 들어, ESOP기금운용과 관련된 신

탁인이 경영진에 의해서 선발되며 이 신탁인은 실질적으로 경영진의 뜻

에 따라 좌지우지되고 있다.

Gordon-Pound의 관찰에 따르면, 1980년대에 들어와 기업인수거래를

더욱 어렵도록 하는 일련의 법규정이 채택되면서 경영진에 의해 ESOP

제도와 같은 종업원 지분참여 장치가 악용될 소지가 더욱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1980년대 초를 기점으로 적지 않은 기업들이 주주총회의 인

수와 합병에 관한 의결에 있어서 종전의 과반수결의방식으로부터 절대다

수(supermajority)결의방식으로 전환하였다. 1988년, 델러웨어 주에서는

그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서 기존 경영진의 의사에 반하여 기업을 인수하

고자 하는 외부주주는 최소한 85%의 지분을 확보하여야만 한다는 법을

제정하였다. 델러웨어 주에 이어 여러 개의 주가 이와 유사한 기업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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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을 채택해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종업원의 지분이 일정수준 이

상만 되면(델러웨어 주에 등록된 기업의 경우에는 15%의 지분율) 기업인

수와 같은 중요한 의결사항에서 종업원들에게 거부권이 주어지게 되었으

며, 종업원들이 기존 경영진과 협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

한 거부권의 행사가 경영진의 뜻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종업원지주제 주창자들은 이상과 같은 비판적 시각에 대해서

강하게 항변하고 있다. 예를 들어, Blasi-Kruse(1991)는 종업원의 자사주

보유가 확대되고 그것이 일반화될 때에는 종업원과 경영진 간의 관계가

종전과는 매우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현재로서는 지분참여가 상당

수준까지 이루어진 기업에서도 종업원의 주주권행사는 경영진의 뜻에 의

하여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은 조만

간 시정되어 종업원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주주권을

행사하려 할 것이고,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의 폭을 크게 넓

혀 나갈 것으로 보는 것이다. 외부주주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새로운 이

해관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 기업외부의 주요주주인 기관투자가들과

의 협조체제가 구축되어 중요한 의사결정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상호협의

가 이루어질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근로자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하여, 경

영진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기관투자가들과 나누어 가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구조적으로 경영진과 협조관계에 놓여 있는 근로자가 이사회에 참여함

으로써 이사회의 경영진에 대한 감시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대부분의 종업원지분참여제 주창자들은 근로자가 참여하는 이사회

로부터 보다 효율적인 이사회기능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테면, 현장 감각

을 지니면서 업무파악이 보다 용이한 근로자들을 이사회에 참여시킴으로

써 경영진에 대한 통제기능이 더욱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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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사주제도 도입논리의 한국적 적용

지금까지 미국의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우리사주제도 도입 논리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미국의 상황 하에서 이론적으

로 분석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나라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다소 어

려움이 따른다고 볼 수 있겠다.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차이점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중 첫

번째 측면은 우리나라와 제도 도입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간

의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차이점이 존재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

다. 두 번째로는 실제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조합 결성현황

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먼저 첫 번째로 법적, 제도적 차이점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미국의 경우, 우리사주제도의 도입은 기업 입장에서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부분이 매우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제도를 선택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형식의 강제성도 띠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

서 앞서 언급된 동기부여 가설 혹은 종업원 재산증식 가설과 같은 일련

의 논리적인 추론이 지지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하는 부

분에 있어서는 일종의 강제성의 요소를 엿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존

재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사주제도 도입과 관련된 법적 장치인 ‘신

규 상장 법인 또는 신주 발행 시 총 주식의 20%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하는’ 조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 조항에 의거하면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기업들

의 경우에 우리사주제도 도입을 강제적으로 고려할 여지가 다분히 존재

하게 된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사주제도의 도입 그 자체가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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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영목적, 근로자 복지혜택 목적 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시책

으로 인해서 도입하게 될 여지가 더 많다는 것을 추론해볼 수 있다. 따

라서 우리사주조합의 단순 존재 여부, 우리사주제도의 도입 여부만으로

기업들의 제도 채택 동기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우리사주제도를 통해서 결성된 우리사주조

합이 자기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1년이라는 의무 기간이 지나면 주식시

장에서 개별 근로자들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팔 수 있는 ‘우

리사주 의무 예탁기간’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퇴직연금 방식으로 우리사주조합이 운영되어서 근로

자들이 퇴직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팔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러한 의무예탁 기간의 존재는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조

합의 운영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즉, 대부분의 기업들에서 근로자들이 1년 이후 단순 시세차익만을

노리고 우리사주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원래 제도가 의

도하고 있던 노사관계, 근로자 동기부여 등 다양한 제도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결국 우리사주제도가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

는 자기 회사 주식의 장기보유가 실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어려운 실

정이라고 볼 수 있겠다.

결국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법적, 제도적 장치의 차이점으로 인해서

미국처럼 우리사주제도의 도입논리를 일괄적으로 우리나라에 적용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논리는 실제 우리나라의 우리

사주조합 운영 현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제도 도입은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표1>에서는 유가증권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우리사주조합이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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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되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표이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무려

약 90%이상의 기업들이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표2>를 살펴보면, 앞서 <표1>에서처럼 대부분의 상장기업들이

우리사주조합을 결성하고는 있으나 실제 우리사주조합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

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우리사주조합의 평균

지분율 역시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제도는 법적·제도적 강제성 조항으로 인해 대부분

의 상장회사들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활용도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연도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조합(단위: %) 평균 지분율
1998 89.45 1.84
1999 82.43 2.13
2000 64.50 1.78
2001 58.17 1.51
2002 55.56 1.24
2003 56.09 1.38
2004 52.57 1.55
2005 50.22 1.26

<표 2> 우리사주조합 지분보유 현황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연도 결성 조합 수(A)
유가증권 상장 회사 수 (B)

(A)/(B)(단위: %)
2004 665 683 97
2005 645 702 92
2006 657 731 90

<표 1> 우리사주 결성조합 비율 (유가증권 상장회사 기준, 출처: 한국증권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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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제도적 장치로 인하

여 기업들이 우리사주제도를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자발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기업 공개 또는 유상증자 시 우리사

주제도를 채택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와 함께 장기 보유 보다는 단기 보

유를 유도하는 방향의 제도적 장치가 존재한다.

결국 실제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상장 기업들은 불가피하게 우리사

주제도를 채택하고 그 이후에는 단기 시세차익 목적으로 활용하고 실제

회사의 지분은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는 우리사조합은 소위 깡통조합의

형태로 남게 된다28)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적 맥락을 고려한 우리사주제도 도입 목적에 대한 분석은

기존의 방식인 우리사주제도 도입 그 자체, 우리사주제도 지분 존재 유

무를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사주제도가 작동할 수 있는 메커니즘인 일

정 수준 이상의 지분율과 장기 보유 요건을 충족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해야 하는 것이다.

  요약하면, 우리나라에서 우리사주제도의 도입 목적을 분석하고자 하는 연

구는 단순히 우리사주제도 도입한 기업들을 분석할 것이 아니라 우리사주제

도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로서 우리사주제도를 장기간, 유의

미한 지분율을 유지하면서 운영해왔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당 기업들의 실

태를 파악하고, 제도 도입 목적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28) 이 또한 우리나라 우리사주제도의 문제인데, 현행 제도는 일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해
야만 우리사주조합이 해산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한다. 결국 우리사주조합 결성에 비해
서 해산이 어렵기 때문에 소위 말해 조합은 존재하지만 자기회사 주식을 보유하지는 않
은 깡통조합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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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1. 종업원의 동기부여와 우리사주제도

1) 경영성과: 생산성 향상 목적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종업원이 자기회사주식을 보유하면 근로동기가

향상된다는 가설은 두 가지 점에서 반박당하고 있다(Scholes-Wolfson,

1990). 첫 번째로, 종업원 한 개인이 자기회사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규

모는 한정될 수밖에 없으며 회사의 전체 발행주식에 비하여 그 지분비율

은 매우 낮은 수치이다. 따라서 종업원의 그러한 낮은 수준의 지분참여로

부터 개선된 근로동기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한 개별 종업원이 자신의 근로노력을 추가하였을 때 그로

부터의 결과물은 다른 종업원들과 공유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느 종업원

도 다른 종업원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이다.

그에 비하여 다른 일부 논자들은 지분참여 종업원으로부터 예상되는 근

로행태를 이와 같이 합리적 기대가설에 입각한 전통적인 해석방법에만

의존하는 것에 대하여 반론을 폈다(Brickley-Hevert, 1991). 첫째, 일개

시민이 자발적으로 시민정신을 발휘하듯이 종업원주주도 자신이 소유한

지분의 크기에 상관없이 기업운영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참여정신을 발휘

한다는 것이다. 둘째, 종업원이 자사주를 보유함으로써 주식투자자로서의

입장에서 회사의 일상운영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다고 보았다. 셋째, 자신

의 경영참여에 대하여 확률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효용가치

를 부여할 수 있다. 즉, 종업원주주가 기업의사결정과정에서 자신이 투여

한 노력으로부터의 결과에 크게 상관하지 않고 자기의 최선을 다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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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지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전통적 경제이론의 시각으로서는

종업원의 지분참여로부터 종업원에 대한 추가적인 동기부여효과를 기대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다만, 실험경제학(experimental economics) 또는

전망이론과 같은 비전통적인 경제이론의 틀을 빌릴 때 비로소 동기부여

가설의 성립가능성을 인정하게 된다. 이 두 가지 대칭되는 이론 중에서

어느 이론이 현실을 보다 잘 설명하는가에 대한 답은 실증검증의 결과를

통해서만 구할 수 있다.

이 주제에 관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한 초기의 연구들은 대부분 비재무

분야 연구논문들로서 주로 회계자료에 의존해 왔다. 이들 연구 자료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ESOP제도와 같은 종업원지분참여제를 활발히 활용

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의 생산성 정도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9). 그리고 종업원지분비율이 50% 이상으로

서 종업원이 소유한 기업의 성과에 있어서도 비종업원소유기업과 비교하

여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30). 다만 미국의 National Center for

Employee Ownership에서 실시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동일기업에 있어

서 ESOP제도를 채택한 후의 기업성과가 이 제도를 채택하기 이전의 성

과에 비하여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생산성 향상의 효과는

종업원의 지분참여와 함께 기업운영에 있어서도 종업원의 실질적인 참여

가 폭넓게 이루어진 기업에 한정하여 실현되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

았다31).

29) Steven Bloom, Employee Ownership and Firm Performance, Doctoral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Department of Economics, 1985 ; Ann Arbor, 
Michigan : University Microfilm International, No. Gaz86-09722, 1986.

30) Arnold Tennenbaum Jack Lomann and Harold Cook, worker ownership and 
the technological Modernness of Companies : Report to the National Science 
Foundation, University of Michigan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Ann Arbor, 
Michigan, 1984

31) Michael Quarrey, Employee Ownership and Corporate Performance, National 
Center for Employee Ownership, Oakland, California,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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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에 들어와 재무 분야에서도 종업원의 지분참여와 기업성과에

관한 실증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들이 주가자료를 이

용하였다. 이러한 실증연구들이 주가자료를 토대로 하는 논리적인 근거

는, 기업의 의사결정들이 기업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주식시

장의 분석가들이 정확히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지체 없이 주가에

반영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한 예로서 Conte-Kruse(1991)는 기업

에서 ESOP제도와 이윤분배제(profit-sharing plan)가 도입될 때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ESOP제도와 마찬가지

로 이윤분배제도 종업원에 대한 동기부여효과를 유발시킬 수 있는 것으

로 해석되었다. 이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화 1달러의 주가상승분에

있어서 ESOP제도의 채택으로 초래된 부분은 평균 1센트 정도이며, 이윤

분배제의 채택으로 초래된 부분은 평균 1.5센트 정도였다. 그에 비하여 1

달러의 주가상승분에 있어서 일반급여(basic salary and wage

compensation)상승분에 의하여 초래된 부분은 평균 18.8센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주의 부를 극대화하는 전략으로서 종업원의 지분참여방

식 또는 이윤분배방식보다는 일반급여의 증대방식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위의 저자들은 주식시장에서의 이러한 평

가가 시장참여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고, 종업원들에 대

한 동기부여기능으로서 ESOP와 같은 종업원지분참여제도의 역할이 매

우 미약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그러나 동기부여가설에 대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보인 실증연구도 존재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Beatty(1995)는 기업에 있어서 ESOP방식의 채

택이 주가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종업원에게 부여되는 ESOP혜택의 규

모가 크면 클수록 주가상승분의 폭도 더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

저자는 더 나아가서 종업원의 지분참여와 기업의 생산성 간의 관계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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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직접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ESOP혜택의 제공이 그 다음 해의 매출

활동(기업의 생산성을 나타내는 대체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하였는데, 이들 두 변수 간에도 역시 유의적인 정의관계가 성립함을

발견하였다.

우리사주제도의 동기부여가설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경영성과를

확인하는 것으로 수렴되고 있다.

종업원의 자사주 취득 및 보유 기업을 대상으로 그 경영성과를 조사한

최초의 연구는 Conte & Tannenbaum(1978)으로서 이들은 근로자들이

회사지분의 대부분을 소유한 근로자인수기업(EBO) 30개사와 ESOP제도

를 도입한 60개사 등 전체 98개 기업 중 재무성과 자료의 확보가 가능했

던 30개사의 수익률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 근로자인수기업 또는 ESOP

도입 기업들이 동업종의 평균 수익률에 비해 대략 1.5배 정도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분석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Marsh & McAllister(1981)는 ESOP를 도입한 229개사를 대상으로

1975년에서 1979년 동안의 생산성을 조사한 결과 연평균 0.75%의 증가

율을 나타낸 반면 동업종 기업들의 같은 기간 연평균 생산성 증가율은

오히려 0.74%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어서 ESOP 도입 기업의 경영성과

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Rosen & Quarrey(1987)은 ESOP 도입 45개사와 이들과 동일한

사업부문 및 규모, 지역에 위치한 ESOP 미도입 238개사를 대상으로 매

출 및 고용규모를 기준으로 그 경영성과를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ESOP

도입기업은 미도입 기업에 비해 매출 및 고용규모의 성장률 모두가 유의

한 수준에서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국의 ESOP제도의 경영성과와 관련하여 현재까지도 가장 의미

있고 체계적인 연구로 잘 알려져 온 연구는 미국 회계감사원(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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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Accounting Office: GAO)에 의해 실시되었던 1987년의 조사결

과이다. 동 연구조사는 1976년에서 1979년 사이 미국에서 ESOP를 도입

한 111개 기업과 이들과 유사한 규모 및 업종에 속해 있는 ESOP 미도

입 기업 간의 수익률 및 노동생산성 등의 경영성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조사결과 ESOP제도의 도입 그 자체만으로 수익률 또는 노동생산성

에 긍정적이거나 또는 부정적이지도 않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ESOP제도가 작업장 수준의 다양한 근로자 경영

참여제도와 함께 도입, 운영되었던 경우에는 ESOP제도 도입 이전에 비

해 높은 노동생산성 향상을 초래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Park & Rosen(1990)은 자사주 구입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차입한 이른바 차입형 ESOP(leveraged ESOP) 기업 38개사를

동업종에 속한 유사 규모의 미도입기업과 그 경영성과를 비교, 조사하였

고, 그 결과 차입형 ESOP기업이 미도입 기업에 비해 훨씬 많은 부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 수익성 및 재무적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는 거의

동등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 ESOP제도의 경영성과를 다룬 이상의 실증연구들에서는 미국

회계감사원(GAO)의 조사결과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우 ESOP제도의 도

입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의 우리사주제도가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나 그

효과를 다룬 실증연구들은 제한적이다.

먼저 박상수(1997)는 1991년에서 1994년 기간의 한국증권거래소 상장

기업 중 우리사주조합의 지분이 공개된 제조업체만을 대상으로 단기적

경영성과지표로서 총자산수익률(ROA)과 장기적 경영성과지표로서 토빈

Q를 활용하여 우리사주조합 지분율에 따른 그 경영성과의 효과를 검증

해보았다. 그 분석결과 이들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관계가 성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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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하였고, 이는 정부주도의 우리사주제 도입이 종

업원의 동기유발 효과를 통한 기업 생산성 향상보다는 기업의 자본조달

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자본시장 육성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음을 반

영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안병룡(1996, 2002)은 국내 상장회사 중 1995년 현재 우리사주조합 운

영기업 875개 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이 중 114개 업체를

중심으로 우리사주제도 도입 유무 및 그 실시기간이 1인당 부가가치로

지표화된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보았다. 그 분석결과 제도 도

입 이후 평균적으로 생산성이 증가하였으며, 이 때 자본규모가 큰 기업

은 자본체화에 의해, 그리고 자본규모가 적은 기업은 상대적으로 노동체

화에 의해 그 생산성 증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결론지었다.

노용진(2000, 2001)은 1989년에서 1998년 기간의 104개 상장기업을 대

상으로 하여 우리사주제도의 도입 여부 및 그 실시기간에 따라 1인당 부

가가치로 지표화된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해보았고,

그 분석결과 우리사주제의 도입유무가 유의한 수준은 아니나 1인당 부가

가치 증가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범철(2003, 2004)은 1993년에서 1999년 기간의 제조업분야 상장기업

387개사를 대상으로 하여 우리사주제를 통한 종업원주식소유지분율에 따

라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로 지표화된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검증해보았고, 그 분석결과 우리사주제도가 그 제도적 결함에도 불

구하고 생산요소와 독립된 비체화효과를 통해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2)

32) 여기서 체화효과(embodied effect)란 근로자의 자사주 소유에 따른 애사심 고취로 인
하여 노동강도의 증가, 결근 및 이직의 감소로 인한 비용 감소, 그리고 기업특유적 인
적자원의 개발 및 확보 등을 의미하며, 비체화효과(disembodied effect)는 생산요소와
는 독립적인 효과로서 근로자의 자사주 소유에 따른 노사관계의 개선, 노사 간 경영정
보의 효율적 흐름을 통한 조직효율성 증대 등을 의미한다(신범철,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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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비교적 최근의 연구로서 신범철(2008)의 연구에서는 2000년에

서 2005년 기간 동안의 종업원 수 300인 이상의 대기업 3,845개사 및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20,456개사를 대상으로 종업원주식소유지분율에

따라 2001년 (신)우리사주제 도입 이전과 이후의 경영성과 효과를 조업

원 1인당 부가가치를 통해 검증하여 보았다. 그 분석결과 (신)우리사주제

도입 이전인 2000년에서 2001년 동안에는 물론 그 이후인 2002년 이후

에도 종업원주식소유지분율에 따라 그 생산성에 유의한 수준에서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우리사주제도의 효과가

(신)우리사주제도 도입 이후의 시기가 그 이전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는데 그에 대한 이유가 중소기업이 우리사주제를 도입한 후

그 성과가 극대화하기에는 아직 시행기간이 짧았던 점과, 증권거래법의

규제로 상장기업의 차입형 우리사주제도가 실시되지 못하였던 점 때문이

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2) 기업 규모

앞선 동기부여 이론의 반론으로서 무임승차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이

러한 무임승차 시나리오는 반복되는 게임 하에서는 아주 다른 결과가 나

타날 가능성이 있다(Weizman & Kruse, 1990; Levine & Tyson 1990).

경제이론에서 기업이란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의 형태를 갖

는 이윤배분 게임에 뛰어든 개인들의 모임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때

죄수의 딜레마는 그 참여자들 간의 ‘비협조적 게임’의 전형을 보여준다.

그러나 게임의 참가자들이 공동전략을 취할 수 있도록 서로를 구속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강제하는 것, 즉 집단 구성원들의 업무태만 등과 같

은 도덕적 해이에 대해 각종 제재나 보복이 가능한 반복게임(repe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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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e) 하에서는 게임 참여자들 간의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려는 ‘협조적 게임’이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협조적 게임 하에서 기업은 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업

무를 지휘, 감독하는데 따른 감독, 통제비용(management monitoring

cost)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의 ESOP나 이윤분배제도 등

과 같은 집단성과급제의 도입, 활용을 적극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미국의 ESOP나 이윤분배제 등과 같은 집단성과급제는 오히려 종

업원 수가 적은 소규모 기업에서보다는 중기업, 대기업 등 기업규모가

증가할수록 그 감독, 통제비용의 규모가 더욱 증가할 것이므로 그 도입,

활용의 가능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Beatty, 1994). 더

구나 대기업은 중소규모 기업에서보다 미국의 ESOP나 이윤분배제도의

도입, 운영에 따른 고정비용 즉 종업원 1인당 고정비용을 더욱 많이 줄

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도입 및 활용이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Kruse, 1996).

3) 조직 특성

미국의 ESOP제도와 같이 자사주 취득을 통한 종업원 지분참여 현상

을 설명하려는 가장 중요한 논리적 근거는 근로자 개인 보상의 일부를

기업의 성과와 연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

다는 ‘동기부여 효과(incentive effect)’의 논리이다. 즉 미국의 ESOP제도

는 이윤분배제(profit sharing)나 성과배분제(gain sharing) 등 다른 집단

성과급제와 마찬가지로 근로자 개인의 보상을 기업의 성과와 연계시킴으

로써 시급, 주급, 월급제 등과 같은 고정급 임금형태(또는 임금 지불방

법)에서 보다 근로자들 스스로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 업무현장에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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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노력을 최대화하고 낭비의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근무태

만(job shirking) 등과 같은 근로자(들)의 도덕적 위험(moral hazard)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추가적인 감시, 감독비용의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ESOP이나 이윤분배제 등 집단성과급제는 개인성과급제

(individual incentives)가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 즉 기업 내 일련의 생산

과정이 매우 긴밀하게 상호 연계되고 의존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특정

단위 생산공정이나 개별 근로자만의 성과 측정이 곤란한 경우, 생산기술

이 매우 복잡한 성격을 지니고 잇거나 또는 생산기술의 변화가 지속적으

로 이루어져 그 성과 측정을 위한 단위나 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어

렵거나 또는 성과 측정 단위 설정 관련비용이 그에 따른 효익보다 더욱

큰 경우, 그리고 중요 생산설비나 작업도구의 남용이나 오용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또한 그에 따른 중대한 손실이나 위험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경

우 등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Kruse, 1996; Beatty,

1994). 따라서 미국의 ESOP이나 이윤분배제 등의 집단 성과급제는 생산

과정의 불확실성 또는 복잡성이 크거나 또는 근로자의 업무수행노력 여

하에 따라 그 작업과정 및 결과가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 또는 사업들에

게 도입, 운영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4) 노사 관계

미국의 ESOP나 이윤분배제 등 집단성과급제가 그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무임승차(free-riding)의 문제나 죄수의 딜레마와 같은 비

협조적 게임으로부터 벗어나 협조적 게임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 참

여자들 간의 협력내지 협조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미국의 ESOP 및



- 50 -

이윤분배제 등 집단성과급제가 그 기대한 바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

에 참여하는 근로자들 간의 상호 견제와 협력은 물론 노사 간의 협력과

활발한 정보 공유, 그리고 나아가서는 종업원들의 다양한 형태 및 수준

의 경영참여가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업원지주제도 실시가 노사관계의 개선에 기여를 하였는지를 분석하

기 위해서는 우선 종업원지주제도의 목적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종업원지주제도가 종업원의 재산형성과

종업원의 직무몰입 내지 태도의 변화, 그리고 기업의 생산성 증대를 통

한 경영성과에 효과가 있었는지에 따라 노사관계 개선의 근원적인 분석

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업원지주제도가 노사관계 개선에 기여하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분석보다는 복합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대

한 국내의 연구들은 단편적인 분석에 그쳤기 때문에 우리사주제도의 실

시가 왜 노사관계 개선에 긍정적 이었는가를 밝히는 측면에서는 소홀한

면이 있었다.

종업원지주제도의 실시동기에 대하여는 한국상장사협의회의 조사

(1989)에서는 종업원들은 재산형성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노사관계의 발

전이 19.4%, 경영자들은 28.4%로서 노사관계의 발전이 종업원들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영자들은 기업경영의 관점에서 종업원

지주제도를 인식하고 있고, 종업원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우

선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조사들의 결과와

도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김대한(1994)의 연구에서도 종업원의 재산형성이 62.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노사관계의 안정 및 발전이 16.8%이었다. 또한 종업원지주

제도의 실시가 노사관계 개선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로서는 강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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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은 다소 부정적인 결과로서 조사대상 종업원의 25.2%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27.2%는 부정적, 47.6%는 효과가 없다라는 견해를 보

였다.

권정균(1987)의 연구에서도 자사주 소유에 따른 직무만족과 귀속의식

(commitmet) 효과에 대한 조사결과 효과가 거의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호복(1998)의 연구에서는 이와는 상반된 결과로서

노사관계가 개선되었다는 의견이 56.7%(매우 개선 9.5%, 다소 개선

47.2%), 변화가 없다는 의견이 30.3%, 악화되었다는 의견이 13.0%로 나

타나 긍정적인 평가가 상대적으로 많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김규철

(1988)의 연구에서도 자사주를 통한 직무만족과 귀속의식의 효과가 인정

된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기태희(1988)의 연구에서도 노사관계 개선 효과

가 크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고, 김대한(1994)의 연구결과에 있어서도 긍

정적인 견해가 52.7%, 별 영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견해가

47.3%(부정적 10.1%)로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견해가 높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1987년의 노동자 대투쟁 과 증권시장의 호황 시점

에서 조사되어 이러한 변수들이 결과에 어떻게 작용하였는가를 간과해서

는 안 될 것이다. 가장 최근에 경영자와 우리사주조합장을 대상으로 설

문 조사된 한국증권금융(1999.12)의 조사에서는 크게 기여 14.9%, 약간

기여 49.8%, 거의 기여하지 못함 33.7%, 오히려 악화 1.6%로서 긍정정인

견해가 64.7%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종업원지주제도 실시가 노사관계

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는 다소 부정적인 조사결과도 있었지

만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노사관계는 기업의 문화, 경영자의 종업원에 대한 태도, 종업원

의 경영자에 대한 태도, 노동조합의 유무, 노동조합 집행부의 성향, 소속

상급노조 등의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조사 시점에서의 동 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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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달성 여부, 특히 기업성과와 종업원의 재산형성 효과 등에 따라 결

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위에 나타난 결과가 직접적으로

종업원지주제도의 실시에 기인한다고 단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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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업원 재산증식과 우리사주제도

국내의 우리사주제와 미국의 ESOP는 종업원들로 하여금 자사주 보유

를 유도, 촉진함으로써 한편으로는 노동생산성의 향상 및 노사협력 증진

등을 통한 기업 경영성과를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와 동시

에 다른 한편으로는 임금소득을 보완하는 자본이득 즉 보유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및 주식가치 상승에 따른 주가차익 등의 제공을 통해 종업원에

게도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본전제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식투자는 제반 투자대상 중에서도 미래수익에 대한 불확

실성이 매우 높은 편이며, 투자자는 그러한 위험부담에 대한 적절한 보

상을 기대하게 된다. 따라서 바람직한 투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종업원

이 취하게 되는 이와 같은 위험부담을 정당화할만한 충분한 수익이 실현

되어야 한다(임웅기, 1996; 임웅기 등, 1998). 이 점에 대해 미국 ESOP의

주창자들은 매우 낙관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는데, 그 예로써 1926년부터

1985년까지 미국 경제에서 주식투자로부터 실현할 수 있었던 실질수익률

(즉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수익률)은 연평균 8.8%에 달했던 것에 반해

1970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미국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상승률이 거의

0%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제시되기도 하였다(Blasi & Kruse, 1991). 그러

나 기업의 근로자들이 자사주를 재산증식을 위한 투자수단으로 선택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표명하는 입장에서 근로자들이 자사주를 취득

하여 그로부터 기대되는 미래수익에 비해 그로 인해 겪게 되는 위험부담

이 너무 높다고 평가한다(Sholes & Wolfso, 1990). 즉, 일반 투자자들은

자신의 자산을 다양한 종류의 투자상품을 대상으로, 그리고 여러 기업의

주식을 대상으로 분산투자할 수 있음에 비해, 종업원들은 자기가 소유한

자산 중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자사주에 집중 투자할 수밖에 없으며,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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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나 종업원들은 이와 같은 물적 자본으로서의 투자 이외에도 자신들의

인적 자본의 전부를 한 회사를 대상으로 투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에 따른 투자위험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종업

원들이 자사주 구입에 따른 투자 위험부담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적

절한 수익을 보장하여 주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주

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국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한국상장사협의회(1989)가 실시한 한국상

장사협의회(1989)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종업원지주제도의 실시목

적이 노동자의 재산형성에 있다는 견해가 종업원의 경우에는 62.7%이었

으며 사용자의 경우에도 40.2%이었다. 종업원 2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우현(1991)의 연구에서도 재산형성 기여효과가 중요도에서 1위를 기록

하였고 김대한(1994)의 종업원 1,805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서도

같은 대답이 62.4%였다. 한국증권금융(1999)의 조사에서도 우리사주조합

장은 76.9%, 경영자는 46.8%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종업원의 재산형성이

종업원지주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라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라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종업원지주제도 실시의 성공 여부는 종업원의 재산형성에 어느

정도를 기여하였는가에 달려있다고 하여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종업원

지주제도 실시의 종업원 재산형성 기여에 관한 연구로는 강형원(1989)의

연구에서 종업원지주제도가 종업원의 재산형성에 기여하였다는 의견이

57.6%, 이호복(1988)의 우리사주조합원 2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

서는 68.0%, 한국상장사협의회(1989)의 조사에서는 85.3%, 김대한(1994)

은 71.2%로 조사되었으며, 상장되어 있는 20개 제약업체를 대상으로

15.5년에 걸친 장기보유수익을 측정한 김영숙(1988)의 연구에서는 종업

원의 연평균 수익률은 43.0%로서 정기예금 수익율 12.9%나 개발신탁의



- 55 -

16.4%보다 높게 나타나 우리사주제의 실시가 종업원의 재산형성에 기여

하고 있었다고 하였다. 정광수(1993)는 실험 집단과 통계집단을 동 수로

48개 기업을 선정하여 수익성을 분석한 결과 제도 실시 실험집단이 통계

집단보다 약간 (-0.007) 낮았으나 종업원지주제도 실시 후에는 실시 기

업들의 수익성이 비 실시기업들의 수익성보다 약간 향상되어 종업원지주

제도의 실시가 주주의 부의 관점에서 유리한 영향을 미쳤다고 추론하고

있다. 안병용(1996)연구에서도 비제조업은 21.6%, 경공업은 16.7%, 중화

학 공업은 22.6%가 각각 손해를 보았고, 나머지 70% 이상의 기업들에

있어서는 모두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제도가 종업원의 재산형성의 효과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80년 말 1990년 초에 연구된 긍정적인 연구결과는 1984년 정

부의 종업원지주제도의 지원정책의 확대와 증권시장의 활성화에 따른 결

과에 기인된 것일 수도 있고 또한 우리사주의 단기 보유로 인한 시세차

익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하여도 불명확하다. 따라서 보다 장기적인 관점

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한국증권금융(1999)은 우리

사주조합장 447명 중 51.4%인 230명이 우리사주의 조합원 재산증식에

기여한 것으로 조사되어 비교적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

지만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 29.8%이고 오히려 손해를 보

았다는 의견도 18.8%나 되었다는 것은 증권시장의 지속적인 불황이고

자사주의 의무보유기간이 1년으로 단축되는 등의 제도변화에 따른 현 상

황에서 이러한 선행연구가 계속 유의미한 것인지는 계속적인 연구가 필

요할 것이다. 또한 종업원지주제도를 통한 종업원의 재산형성이 종업원

의 주인의식 제고를 통한 생산성 증대에 기인한 것이었는지 단순히 단기

적인 보유로 인한 재테크의 수단으로 재산을 증대한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결여되어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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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 결과의 종합 및 한계점

다음 <표 2>에서는 국내외의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한 표를 보여주

고 있다.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하는 두 가지 논리라고 할 수 있는 동기부

여, 종업원 재산증식이라는 두 가지 이론적 논의를 중심으로 선행연구들

은 경영성과, 기업규모, 조직특성, 노사관계, 배당수익 등 다양한 방면으

로 진행되었다.

선행 연구
우리사주제도 

도입 관련 변수
분석 결과

Conte & Tannenbaum (1978)
경영 성과

(평균 수익률)

(실증분석)

(+) 효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

Marsh & McAllister (1981)
경영 성과

(연평균 생산성)

(실증분석)

(+) 효과

Rosen & Quarrey (1987)
경영 성과

(매출액, 고용규모)

(실증분석)

(+) 효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

U.S GAO (1987)
경영 성과

(수익성, 생산성)

(실증분석)

효과 없음

(단, 경영참여제도와 함께 도입 

시에는 (+) 효과) 

Park & Rosen (1990)
경영 성과

(수익성)

(실증분석)

(+) 효과

박상수(1997)
경영 성과

(ROA, Tobin Q)

(실증분석)

효과 없음

안병룡(1996, 2002)
경영 성과

(1인당 부가 가치)

(실증분석)

(+) 효과 

노용진(2000, 2001)
경영 성과

(1인당 부가 가치)

(실증분석)

(+) 효과

신범철(2003, 2004)
경영 성과

(1인당 부가 가치)

(실증분석)

(+) 효과

신범철(2008)
경영 성과

(1인당 부가 가치)

(실증분석)

(+) 효과

원인성(2011)
경영 성과

(부가 가치)

(실증분석)

(-) 효과

<표 3> 우리사주제도 관련 선행연구 결과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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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tty(1994) 기업 규모, 조직특성

기업 규모가 증가할수록, 감독 

및 통제 비용의 증가함. 따라

서 대규모 기업에게 집단성과

급제도로서 ESOP제도는 유용

함. 

Kruse(1996) 기업 규모, 조직특성

대기업은 중소기업보다 ESOP

와 같은 이윤분배제도의 운영

에 들어가는 고정비용 즉 종

업원 1인당 비용이 낮음. 따라

서 더 많이 활용할 가능성이 

있음. 

원인성(2011) 기업규모, 조직특성

(실증 분석)

사업체 패널 데이터 활용, 통

신업과 전기전자정밀산업 등 

국내 IT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할 가능

성 높음(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 자본집약적 산업분야에

서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할 가

능성 높음(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수준 아님)

한국상장사협의회(1989) 노사관계

(설문조사 방식) 

노사관계 발전은 우리사주제

도 도입의 두 번째로 높은 우

선순위를 차지함

김대한(1994) 노사관계

(설문조사 방식)

노사관계 발전은 우리사주제

도 도입의 두 번째로 높은 우

선순위를 차지함

강형원(1987) 노사관계

(설문조사 방식)

27.2%는 부정적, 47.6%는 효

과가 없다는 견해

권정균(1987) 노사관계

(설문조사 방식)

자사주 소유에 따른 직무만족

과 귀속의식(commitmet) 효과

에 대한 조사결과 효과가 거

의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남.

이호복(1998) 노사관계

(설문조사 방식)

노사관계 긍정적인 평가가 더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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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1988) 노사관계

(설문조사 방식)

자사주를 통한 직무만족과 귀

속의식의 효과가 인정된다는 

결론

기태희(1988) 노사관계
(설문조사 방식)

긍정적 결론

김대한(1994) 노사관계
(설문조사 방식)

긍정적 결론

Blasi & Kruse(1991)
종업원 재산증식

(실질 수익률)

 특정 기간에서 우리사주제도

는 종업원 재산증식에 기여함. 

한국상장사협의회(1989) 종업원 재산증식

(설문조사 방식)

종업원지주제도의 실시목적이 

노동자의 재산형성에 있다는 

견해가 종업원의 경우에는 

62.7%

전우현(1991) 종업원 재산증식

(설문조사 방식)

재산형성 기여효과가 중요도

에서 1위

김대한(1994) 종업원 재산증식

(설문조사 방식)

재산형성 기여효과가 중요도

에서 1위

정광수(1993)
종업원 재산증식

(수익성)

(설문조사 방식)

종업원지주제도의 실시가 주

주의 부의 관점에서 유리한 

영향을 미쳤다고 추론

안병용(1996) 종업원 재산증식

비제조업은 21.6%, 경공업은 

16.7%, 중화학 공업은 22.6%

가 각각 손해를 보았고, 나머

지 70% 이상의 기업들에 있

어서는 모두 이익

한국증권금융(1999) 종업원 재산증식

(설문조사 방식)

우리사주조합장 447명 중 

51.4%인 230명이 우리사주의 

조합원 재산증식에 기여한 것

으로 조사되어 비교적 긍정적

인 효과가 있음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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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들의 한계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

첫째, 국내에서의 선행연구들은 실증분석 결과 보다는 설문조사 방식

을 활용한 분석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설문조사를 이용한

방식은 우리사주제도를 채택한 개별 기업들 혹은 담당자들을 직접 인터

뷰하는 방법을 통해서 제도의 효과를 보다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가증권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우리

사주조합의 주식 보유 현황의 실제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함으로

써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보다 강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둘째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우리사주제도를 일종의 독립변수로서 종속

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은 다수 시도하였으나, 실제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하는 원인에 대한 규명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

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본 연구를 진행하는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선행연구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국내의 대부분의

우리사주제도와 관련된 연구들은 우리사주제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

향, 우리사주제도가 기업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우리사주제도가 노사관

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다수 존재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연구

들은 실증분석을 통해서 사례연구 보다는 분석의 엄밀함을 더하고 있기

는 하다.

그러나 우리사주제도가 독립변수로 기업의 생산성이나 지배구조에 미

치는 영향을 보는 것은 앞서 언급했던 우리사주제도의 동기부여 논리를

과신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동기부여 논리에서도 다양한 반대 논리들이

존재하고, 한국적 현실에서 우리사주제도가 실질적으로 경영자와 근로자

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규명해야 할 부분들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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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간과하고 있었다. 우리사

주제도의 도입 논리를 중심으로 어떤 기업들이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하려

고 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분명히 언급해야 할 부분은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우

리사주제도의 도입 여부를 종속변수로 두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사주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의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우리사주제도가 한국에 들어와서 정착하

기까지의 맥락과 깊은 연관이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하는 것 그 자체가 기업의 선

택권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적 장치에 의한 것이라는 측면이다. 현행 우

리사주제도 도입의 법적 장치는 기업 공개시 새롭게 발행한 총 주식의

20%를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단순히 우리사주제도

의 도입 그 자체가 기업들의 선택 사항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하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사주제도를 4년 이상 장기간 운영하며 조합의 보유 지분율이

최소 1%를 넘어서는 그런 기업들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바로 이런

기업들이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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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의 대상과 방법

제1절 연구의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우리사주조합제도의 실질적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로서 실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을 대상으

로 하고 있다.

또한, 자료의 경우 한국상장사협의회에서 제공하는 ts200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업별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주된 자료의 출처로 활용하고 있

다. 특히, 유가증권에 상장한 기업들은 매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선행연구에서 활용하였던 사업체패널과 같은 방

식과는 다르게 보다 실제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본 자료는 한국상장사협의회에서 제공하는 TS2000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기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추

가적으로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활용하여 개별 기업들의 사업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우리사주조합의 주식 수, 지분율 자료를 직접

수집하였다33).

33) 우리사주조합의 지분율 자료의 경우, 금융관련 서비스업 회사인 한국증권금융과 고용
노동부에서 예탁, 관리 및 감독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자
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증권금융에서는 외부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입
장을 밝혀왔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자신들이 우리사주조합의 관리와 감독을 맡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기업들의 자료를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수집하고 있지 않
다는 다소 어이없는 답변을 해왔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이미 우리사주조합의 주식보
유와 관련된 자료들을 활용하였다는 측면에서 한국증권금융에 재차 문의를 해본 결과, 
2000년대 초반에는 일부 자료를 외부로 제공하였으나 현재에는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일부 외부로 제공된 자료의 경우에도 한국증권금융 내부의 직원들을 통해서 제공(내부
적 활용 목적)하였다고 답변을 하였다. 이러한 현실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상장회사들이 
매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항목에 우리사주조합과 관련된 항목이 존재하
였고 따라서 개별 기업들의 공시 보고서를 연도별로 일일이 검토하여 자료를 수집하였
다. 우리사주조합제도 연구와 관련하여 자료 수집에 있어서 개인적인 수고 차원의 문제
를 떠나서 기업복지와 관련된 제도에 대한 연구 목적으로나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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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을 통하여 현재까지 수집된 자료들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

겠다. 먼저 연도별로 보았을 때, 2000년대 후반 이후 유가증권 상장 기업

들의 우리사주결성조합의 수는 약 700개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1999년 이후 우리사주조합에서 실제로 자기 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실제로 2009년도에는

우리사주조합에서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 255개로 최저점을 찍고 있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앞서 우리사주제도 도입의 한국적 맥락 부분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재 우리사주조합의 결성 여부 그 자체가 중

요한 의미를 띠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사주제도를 기업이 도입하고

얼마나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가 제도 도입의 동기를 결정하는 주

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다시금 파악해볼 수 있다.

<그림 1> 우리사주조합 현황 

위한 실제적 측면에서나 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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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 가설과 방법

1. 연구의 가설과 분석틀

1)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있는 우리사주조합제도가 제도

의 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기 위한 목적에서

시도되었다. 앞선 선행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바와 같이 우리사

주조합제도는 근로자들이 자기 회사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근로자 개

인에게 배당금으로 인한 동기부여 효과와 조직에 대한 몰입도를 증진,

근로의욕을 고취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이로 인해 기업의 성과향상을

기대하는 말하자면 기업가와 근로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조합제도는 제도가 원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없게 만드는 두

가지 문제점에 앞에 놓여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우리사주조합의 주식 단기보유 성향이다.

두 번째 문제점은 우리사주조합의 주식 지분율이 낮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유가증권 상장기업 중 일부분

이 주식을 장기보유하고 있으며, 지분율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결국 이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과연 어떠한 특성이 이들에게 우리사

주조합제도를 원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만들었는지를 확인해보고

자 한다. 이를 통해서 향후 우리사주조합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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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사주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는 기업을 우리사주제도

실질적 유지 기업이라고 정의하고 이와 관련해서 아래 그림과 같이 연

구의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독립변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종업원 동기부여 측면에서 우리사주제도 실질적 유지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생산성 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가가치 변수를 활용하였

다. 또한, 우리사주제도는 집단성과급제도로서 기업의 규모 변수가 중요

한 요인을 작용한다는 측면에서 종업원 수를 기업규모 변수로 활용하였

다. 조직 특성 변수로서 한국산업표준분류에서 제공하는 산업분류를 활

용하였으며, 기업의 자본장 비율을 활용하였다. 노사관계를 증진을 목적

으로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한다는 측면에서 노동조합 변수를 활용하였다.

이에 반해 우리사주제도의 도입요인으로서 종업원 재산 증식 측면을

확인해보기 위해서 배당수입 자료로서 주당 순이익 자료를 활용하였다.

종속변수로서는 우리사주조합제도의 실질적 운용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율(1% 이상)과 주식의 장기보유(4년

이상)를 모두 만족하는 값을 설정하였다.

<그림 2> 우리사주제도 유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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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가설

[가설 1] 기업의 경영성과 지표가 높은 기업일수록, 우리사주조합제

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가설 2] 기업의 규모가 작은 기업 보다는 큰 기업일수록, 우리사주조

합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가설 3] 생산과정이 복잡하거나, 근로자의 업무수행 역량에 영향을

많이 받는 자본집약적 또는 기술집약적 산업이나 기업일수록, 우리사

주조합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가설 4] 노사 간 협력 수준이나 정보공유가 활발한 기업일수록, 우리

사주조합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가설 5] 주식 가격이 높은 기업일수록, 우리사주조합제도를 실질적

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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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 설명과 측정

1) 종속변수

종속변수로서는 우리사주조합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전

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요소를 모두 만족한 경우를 변수로

설정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사주조합제도의 실질적 운용의 전제조

건 두 가지를 설명하자면,

첫째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율이다. 우리사주조합제도는 앞에서도

설명하였던 것과 같이 근로자가 회사의 주주로서 역할이 변경됨으로써

그에 따른 복지혜택을 기존의 수동적 입장에서 능동적으로 획득하게 되

는 메커니즘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주식 보유가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주

식이라는 것은 상법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액주주의 권한에 의거하

고 있다.

권한 증권거래법: 상장기업
대표소송권 0.01% 이상
이사해임청구, 유지청구권 0.5% 이상
장부열람권 1% 이상
주주제안권 1% 이상
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권 3% 이상

<표 4> 주식보유 비율에 따른 주주의 권한 (배현정, 2010) 

따라서, 최소 1% 이상의 자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조합

이 첫 번째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우리사주조합의 실질적 운용을 위한 전제조건은 자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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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 보유이다. 위에서 언급한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

으면서도, 주식을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고 팔거나 사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주주로서 감시기능, 자신들의 복지혜택에 대한 발언을 할 가

능성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현행법상으로는 우리사주조합에서 의무적으로 자사주를 예치시켜야

하는 기간이 1년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기업들 또는

근로자들은 시세차익을 노리고 1년 이후에는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이럴 경우에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려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 제도의 목적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전제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 즉 주

식의 장기보유와 더불어서 1%이상의 지분율을 가진 기업들을 종속변수

로 삼았다. 구체적으로는 자사주 주식을 1%이상 소유하고, 4년 이상 보

유하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들을 구분하였다34).

2)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먼저 기업의 경영성과 지표들인 부가가치 변수를 활용 하

였다. 또한 기업규모를 나타내는 종업원 수 변수를 활용하였다. 다음으

로는 조직특성 변수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10가지 분류35)를 활용하였

으며, 대규모기업집단 소속여부36) 변수를 활용하였다. 노사관계를 나타

34) 여기에서 장기 보유 기간을 4년으로 설정한 이유는 의무예탁기간이 회사에서 출연하였
을 경우에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회사에서 
자금을 출연하여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하는 경우는 약 10% 내외로 전체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실제 분석 자료에서도 4년 이상 우리사주조합을 유지한 경우는 
전체에 약 20~30% 수준에 불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만큼 우리사주 지분을 장
기적으로 보유하는 기업이 소수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4년 이상을 
장기보유 기준으로 보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35) 선행연구 참고(원인성, 2011)
36) 공정거래위원회 매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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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변수는 노동조합, 노사협의회의 존재여부를 나타낸 더미변수를 활

용하였다. 마지막으로는 배당 수익 변수로서 주당 순이익 변수를 활용

하였다.

독립 변수 변수명 관련 연구

종업원 동기부여

경영 성과
Rosen & Quarrey (1987),  안병룡(1996, 2002), 노용진(2000, 2001), 신범철(2003, 2004, 2008), 원인성(2011)

기업 규모 Weizman & Kruse(1990), 
Levine   & Tyson(1990), 
Beatty(1994), Kruse(1996), 
원인성(2011)조직 특성

노사 관계
Blinder(1990), Weizman & Kruse(1990), Conte &  Svejnar(1990), Conte(1993), Cooke(1994), 원인성(2011)

종업원재산증식 주당 순이익 Blasi & Kruse(1991), 
원인성(2011)

<표 5> 독립변수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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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정의 변수 명 변수 설명 비고
종
속
변 
수

우리사주제도
유지 요인

우리사주제도
실질적 유지

 우리사주제를 실질적 유지(지분율 1%이상 & 4년 이상 장기 보유)=1 
 우리사주제를 실질적으로 유지하지 않음=0

독
립
변
수

종업원
동기부여 목적

경영 성과 부가가치 (단위, 원) 당기 순이익/종업원 수

기업 규모 종업원 수 (단위, 명) 종업원 수 

조직 특성

한국표준산업분류
(dummy)

경공업 (기준)
농업, 어업, 광업
중공업 (자동차, 화학, 철강 등)
건설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운수업
사업서비스업(지주회사, 컨설팅회사 등)
금융서비스업(금융 및 보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전기, 가스, 수도업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여부
(dummy)

소속 = 1
소속 안 됨 = 0

노사 관계 노동조합 형태
(dummy)

노동조합 존재 =1, 아님=0

노사협의회 존재 =1, 아님=0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모두 존재 =1, 
아님=0

종업원
재산증식 목적 주식 가격 평균 주가 (단위: 원) 연 평균 주가

<표 6> 변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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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가 유가증권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우리사주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형식적으로 도입만 한 기업들로 나

누어진다. 즉, 종속변수가 연속형이 아니라 이분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종속변수의 특성에 의거하여 실증분석에서는 이분형 로지스틱 회

귀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추정은 자료의 관찰 자료의 가능성을 최대화하는

값으로서 미지수의 추정치를 구하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활용한다. 최대우도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도함수

(likelihood function)을 설정하고 이 우도함수를 최대화하는 값으로 미지

수의 추정치를 결정한다. 여기서 우도함수란 미지수에 따른 관찰자료의

가능성을 함수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우도함수의 값은 0과 1사이이며, 1

에 가까울수록 모형의 적합도가 좋다고 해석할 수 있다. 계산 상의 편의

를 위해 우도함수에 자연로그를 취하여 로그우도함수(log likelihood)를

이용하며, 자연로그를 취한 우도함수의 범위는 -∞와 0사이로 0에 가까

울수록 모형의 적합도가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홍세희, 2005).

이와 더불어서, 1998년부터 2012년까지의 패널 데이터라는 특성을 활

용하여 패널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확률효과 방식을 적

용하여 개체별 특성을 적용하였으며, 각 모형들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모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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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실증 분석

제1절 기초통계량 분석

1. 종속변수

1) 기준점 (1999년 1%)

본 연구에서는 우리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자료를 획득

하는 것에 있어서 두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한계점은 자료수집이 불가능한 구간이 존재하는 점이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개별 회사의 우리사주 지분율 자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

시시스템에서 수집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자공시시스템의 경우 1998년

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이전에 자료들은 상공회의소의 상장회사 연감 형

태로 존재하기에 실질적으로 자료 획득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1998년에 시스템이 새롭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1999년에 비해

서 자료가 다소간 불안정하게 구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 한계점은 위에서 언급한 첫 번째 한계점으로부터 나타나는 인

과관계적인 맥락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 보고자하

는 우리사주제도 실질적 유지 요인을 보기 위해서 동일 선상의 기업들을

중심으로 비교를 하여야 하는데, 수집된 자료는 1999년부터 존재하기 때

문에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두 가지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임의로 자료를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게 되었다. 즉, 1999년 시점에서

본 연구가 정의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실질적 보유 지분이라고 할 수 있

는 1%이상 보유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기업이 제도를 유지하였는지 아

닌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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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1999년을 기점으로 우리사주조합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

사할 수 있는 지분율 1%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규정

하고, 해당 기업들이 우리사주제를 실질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아래의 <표 5>는 1999년을 기점으로 우리사주조합의 지분율이 1%이

상이 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구분한 것이다. 표에서 볼 수 있

는 바와 같이 약 31%의 기업들이 우리사주조합의 지분율이 1%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분 기업 수
(단위: 개) %

지분율 1% 이상 256 31.3

지분율 1% 미만 561 68.7

총계 817 100

<표 7> 1999년 기점 지분율 1% 이상인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규모 (단위: %)



- 73 -

2) 종속변수: 우리사주제도 실질적 유지 여부

<표 6>에서는 종속변수라고 할 수 있는 우리사주제도를 실질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기업, 즉 지분율은 1%이상으로 유지하면서 우리사주를 4

년 이상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구분한

것이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실질적 유지를 하고 있는 기업의 경

우 전체 256개 기업 중에서 70개 기업으로 비중으로 따져보자면 약 27%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분율이 1%미

만으로 우리사주조합을 유지하거나 혹은 1년에서 3년이라는 단기간 우리

사주를 보유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측면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가 우리사주제도를 실질적으로 유지하는 기업

과 그렇지 않은 기업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유지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실제 분석에서 1이라는 값을 주고,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는 0이라는 값을 입력하였다.

구분 기업 수 (단위: 개) 관측치 %

실질적 유지(지분율 1%이상 & 4년 이상 장기보유) 70 980 27.3

실질적 유지 안함 186 2,604 72.7

총계 256 3,584 100

<표 8> 우리사주제도 실질적 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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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속변수: 기업별 장기보유 연수

<표 7>을 통해서 본 연구에서 활용된 기업들의 지분 보유 기간에 대

해서 보다 상세하게 파악해볼 수 있다.

즉, 1999년 시점에서 1%이상 우리사주를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전체 256개 기업들 중에서 1%이상 지분을 연속적으로 몇 년 동안 보유

하고 있었는지를 1년에서부터 14년까지 기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우리사주조합이 1%이상 지분을 1년만 유지하는 기업이 약 32%로 가

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지분율을 2년까지만 유지하는 기업이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측면을 보았을 때, 1999년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사주조합의 지분 보유는 단기적인 속성을 띠고 있었음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우리사주의 단기 보유 속성에도 불구하고, 10

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기업들도 약 5% 정도 존재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지분 보유기간 기업 수 %
1 82 32.0
2 58 22.7
3 46 18.0
4 16 6.3
5 15 5.9
6 15 5.9
7 8 3.1
8 5 2.0
9 1 0.4
10 3 1.2
11 2 0.8
12 1 0.4
13 0 0.0
14 4 1.6

합계 256 100

<표 9> 1%이상 우리사주를 보유하는 기업들의 지분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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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변수

1) 경영성과 변수

<표 8>에서는 경영성과(부가가치) 변수의 기술통계를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영성과(부가가치) 변수로서 종업원 1인당 당기 순이익 자

료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 전체 관측치는 3,298이며 종업원 1인당 평균

약 4천 4백만 원의 당기 순이익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사주제도를 실질적으로 유지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관측치 942이

며, 종업원 1인당 약 2천 7백만 원의 당기 순이익을 내고 있는 것에 반

해 우리사주제도를 실질적으로 유지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관측치 2,356

에 종업원 1인당 약 5천 백 만원의 당기 순이익을 보여주고 있다.

단순 기술통계를 통해서 보았을 때, 우리사주제도를 실질적으로 유지하지

않는 기업이 종업원 부가가치가 더 높게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변수 구분 평균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종업원 1인당
당기 순이익
(단위: 원)

전체 44,400,000 33,500,000 -21,300,000 110,000,000 

우리사주제 
실질적 유지 27,200,000 15,000,000 -2,217,293 56,600,000 

우리사주제
실질적 

유지 안함
51,200,000 46,500,000 -39,900,000 142,000,000 

<표 10> 경영성과 변수의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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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 규모

<표 9>에서는 기업규모 변수의 기술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

에서 기업규모 변수로 활용한 자료는 종업원 수이다.

그 결과 종업원 수는 우리사주제도를 실질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

평균 2천 3백 명 수준, 우리사주제도를 실질적으로 유지하지 않고 있는 기

업이 약 2천 2백 명 수준으로 다소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변수 구분 평균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종업원 수
(단위: 명)

전체 2280.2 125 2035.2 2525.2

우리사주제 
실질적 유지 2331.1 196.2 1946.2 2716.1

우리사주제
실질적 유지 

안함
2259.8 156.4 1953.1 2566.4

<표 11> 기업규모 변수의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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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특성

다음은 조직특성 변수에 따라서 우리사주제도를 실질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어

떠한 형태로 분포하고 있는지를 파악해볼 수 있는 기술통계이다. 조직특성 변수의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에 따라서 기업의 업종별로 분류를 구분을 한 것이다.

구분 농업, 어업, 광업 경공업 중공업 건설업 서비스업(도소매업) 운수업 사업서비스업 금융서비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전체 0.8 10.5 38.7 7 8.6 3.1 10.9 15.6 3.5

우리사주제 
실질적 유지 1.4 5.7 45.7 5.7 8.6 2.9 11.4 15.7 1.4

우리사주제
실질적 

유지 안함
0.5 12.4 36 7.5 8.6 3.2 10.8 15.6 4.3

<표 12> 조직특성 변수의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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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동조합

다음은 노동조합의 형태에 따라서 우리사주조합을 실질적으로 유지하

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기 위한 변수로서 본 연구에서는 노동

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노사협의회가 존재하는 경우, 노동조합과 노사협

의회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분류를 하였다. 다만, 현행 전자

공시시스템에서 수집할 수 있는 노동조합 현황 자료는 2008년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본 연구에서는 2009년에서 2012년 기간 동안에

노동조합 변수는 포함시키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아래 <표 11>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사주제도를 실질적으로 유지하는

기업 보다 그렇지 않은 기업이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비율이 약 10% 정

도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연계하여 노동조합, 노사협

의회와 같은 노동자들의 단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또한 우리사주

제도를 실질적으로 유지하는 기업들에게서 더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변수 구분 없음 노동조합 존재 노사협의회 존재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모두 존재

노동조합
형태

(단위: %)

전체 31.3 62.9 5.5 0.4

우리사주제 
실질적 유지 38.4 56 5.6 0

우리사주제
실질적 

유지 안함
28.5 65.5 5.4 0.5

<표 13> 노동조합의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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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식 가격

<표 12>의 경우에는 주식 가격 변수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기업들의 연도별 평균 주식 가격을 활용하고 있다. 주식 가격은 우

리사주의 수익성을 판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로 선정하게 되었다.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사주제도를 실질적으로 유지하는 기

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서 평균 주식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게 형

성되어 잇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변수 구분 평균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평균 주가
(단위: 원)

전체 26254.6 1201.3 23899.1 28610.1

우리사주제 
실질적 유지 17825.7 933.2 15994.1 19657.3

우리사주제
실질적 

유지 안함
29911.7 1667.6 26641.3 33182.2

<표 14> 기업규모 변수의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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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관관계 분석

경영성과 조직규모
대 규 모기 업 집단 소속 1차산업 중공업 건설업 서비스 운수업 사업서비스 금융업 출판방송 전기가스 노조 유 노 사 협 유

노 조 노사 협 모두 유
평균주가

 경영성과 1

조직규모 -0.1492 1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0.1907 0.5107 1

1차산업 -0.0868 -0.0282 -0.0197 1
중공업 -0.186 0.0124 -0.1315 -0.0705 1

건설업 0.0137 0.0758 0.0934 -0.0244 -0.2184 1
서비스업 0.0316 -0.1098 0.1112 -0.0272 -0.2435 -0.0843 1

운수업 -0.0689 0.1438 0.0965 -0.0159 -0.1426 -0.0494 -0.0551 1
사업서비스 0.1932 -0.1082 0.0403 -0.0311 -0.2783 -0.0964 -0.1075 -0.0629 1

금융업 0.0932 0.1031 -0.0261 -0.0382 -0.3417 -0.1183 -0.1319 -0.0773 -0.1508 1

출판방송 0.0553 0.0647 0.1144 -0.0169 -0.1516 -0.0525 -0.0585 -0.0343 -0.0669 -0.0821 1

전기가스 0.0982 -0.0055 0.0623 -0.0097 -0.0865 -0.0299 -0.0334 -0.0196 -0.0382 -0.0469 -0.0208 1

노조 유 -0.0715 0.2544 -0.024 0.0449 0.0611 -0.0296 -0.1928 0.0822 -0.0914 0.1172 -0.0456 0.0795 1
노사협 유 0.0394 -0.0949 -0.0383 -0.0196 0.0082 0.0133 -0.0044 -0.0458 0.0111 -0.0773 0.0355 -0.0277 -0.3491 1
노조,노사협 모두 유 -0.0282 0.0758 0.0916 -0.0048 -0.0489 -0.017 -0.0193 -0.0113 0.1699 -0.0242 -0.012 -0.0068 -0.0861 -0.0151 1

평균 주가 0.3984 0.4644 0.4384 -0.012 -0.0901 0.0387 -0.071 0.0252 0.1216 -0.0241 0.1362 0.0921 0.0445 -0.0324 0.0641 1

<표 15> 상관관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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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모형의 분석 결과

1.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앞서 지속적으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우리사주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우리사주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

거나(지분율이 낮고, 단기 보유), 혹은 우리사주조합이라는 이름만 가지

고 있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들의 경우에

는 우리사주조합이 가지고 있는 일정 수준이상의 지분 보유, 장기적인 주식

의 보유라는 요건들을 충족하는 이른바 실질적으로 우리사주제도를 활용하

고 있는 기업들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우리사주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의

특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그를 통해서 향후 제도 개선의 지향점을 찾

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사주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기업을

실질적 유지 기업이라고 규정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과 비교하여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어떠한 특성들이 이들 기업이 우리사주제도

를 제대로 활용하게 하는 동기가 되었는지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그 결과 종속변수로서 1999년 시점에 우리사주조합의 지분율이 1%이

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분율 요건(1% 이상)과 장기보유(4년 이상) 요

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으로 나누어서 변수를 설정

하였다. 이렇게 종속변수가 이분형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서 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독립변수로서 선행연구에서 정리했던 우리사주제도 도입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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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이라고 지목되었던 경영성과(부가가치), 조직규모, 조직특성, 노사관

계, 주식가격 변수를 입력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4>에서는 우리

사주제도를 실질적으로 유지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

을 실시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두 6개의 모형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우리사주제도 도입 논리 중에서 선행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된 경영성과(부가가치) 변수를 기본으로 하여 조직규모, 조직특성,

노사관계, 주식가격 변수를 차례로 모형에 입력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모

형6에서는 모든 독립변수를 포함한 모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형 회귀분석과는 다르게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최대 우도법

(maximum likelihood)라는 추정법을 적용하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착안

해야 할 점들이 필요하다. 간단하게 착안점들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필요한 표본의 규모이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필요한

표본 크기37)는 10(k+1)로서, 여기에서 k는 독립변수의 수로 필요한 표본

의 수는 모형에 포함되는 독립변수의 값에 비례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

에서는 표본의 수가 1,000개를 넘어가므로 표본 크기는 문제가 되지 않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모형의 적합도이다. 선형 회귀분석과는 다르게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우도함수로 추정한다. 그

러나 계산상의 용이성을 위해서 우도함수에 자연로그를 취하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실제 분석에서는 log likelihood의 값을 통해서 모형의 적합

도를 판단하게 된다. 그 결과 log likelihood의 값은 -∞ 이상 0 이하의

값을 갖게 된다. log likelihood의 값이 0에 가까울수록 모형의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 한다38).

37) 홍세희(2005)
38) 홍세희(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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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여러 가지 경쟁모형과의 모형 비교를 통하여 최적모형을

찾아내는 것이다. 모형 간에 내재된 관계(모형에 포함된 변수가 서로 겹

치는 경우)에서는 우도비 검증(LR test)을 통해서 최적모형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각각 표본수가 다르고, 모형 간의 관계가 내

재된 관계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정보 지수(information

criterion)을 활용하여 최적모형을 선택하였다. 정보 지수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수로는 Akaike 정보지수(Akaike’s information

criterion: AIC, Akaike, 1973)와 베이지안 정보지수(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BIC, Raftery, 1995)가 있다39).

마지막은 모형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Pseudo R² 값이다. 회귀분석모

형의 타당성을 설명할 때 활용되는 R²와 유사하게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서도 보완적으로 Pseudo R²가 활용되는데, 종속변수가 범주형 변수인

로지스틱회귀분석에서는 오차의 동분산성 가정(homoscedasticity)이 만

족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종속변수 값에 따라 R² 값이 변하므로 로지스

틱 회귀분석에서는 R²을 설명된 분산이라고 의미 있는 해석을 하기가

어렵고40), Hosmer와 Lemeshow(2000)에 의하면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구한 R²값은 대개 낮게 나오는 편이라서 모형을 평가할 때 R²의 값에

너무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41).

분석 결과 모형6이 log likelihood 값이 가장 0에 가깝게 나타나고 있

으며, 경쟁모형을 비교하기 위한 정보지수 AIC, BIC의 값이 가장 작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모형6이 총 여섯 가지의 경쟁모형 중에서 가장 바

39) 홍세희(2005)에 따르면 AIC의 경우, AIC’를 이용하면(AIC 값을 표본 수로 나눠준 값) 
각 경쟁모형이 서로 다른 표본일 경우에도 모형 간의 비교를 할 수 있으며 또한 BIC의 
경우에는 공식 자체에서 표본크기가 반영되기 때문에 BIC값을 활용하여 경쟁모형을 비
교 및 선택하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0) Cohen, Cohen, West & Aiken, 2003
41) 홍세희(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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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모형6의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사주제도를 실

질적으로 유지하는 기업일 경우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서 경영성과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값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의

결과(신범철, 2008, 원인성, 2011 외)와는 매우 상이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기존의 연구 결과물들이 단순히 종속변수를 우리사주조합의 도

입 여부, 우리사주조합 지분율에만 두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이

아닐까 판단된다.

둘째, 우리사주제도를 실질적으로 유지하는 기업일 경우 그렇지 않

은 기업에 비해서 기업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9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의 결과(원인성, 2011)와 매우 유사한 형태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 우리사주제도를 실질적으로 유지하는 기업일 경우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서 대규모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일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넷째, 우리사주제도를 실질적으로 유지하는 기업일 경우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서 경공업보다는 중공업(자동차, 화학, 철강)일 확률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수업, 사업서비스업(지주회사, 컨설팅), 금융

서비스업, 전기-가스-수도업 업종일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앞서 선행연구(원인성, 2011)와 비슷한 맥락을 취하면

서도 다소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원인성(2011)의 연구에서는 개인서비

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업에 있어서 우리사주제도 도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난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중공업, 사업서비스업, 전기-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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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업종에서 우리사주제도를 유지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결과와 네 번째 결과를 종합해보자면, 단순히 조직규모가 크

다고 우리사주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의미

한다. 따라서 조직규모와 더불어서 특정 분야에 초점을 두고 우리사주제

도를 확장시키려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우리사주제도를 실질적으로 유지하는 기업의 경우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서 노동조합, 노사협의회가 없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노동조합의 형태 변수와 우리사주제도 실질적 유지라

는 종속변수의 관계가 음의 관계를 유의미하게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우리사주조합이 사측에게 유리한 지분으로 분류되

고 있는 흐름과 일부 맞물리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된다. 즉, 우리사주조

합은 사측에게 유리한 의결권으로서 작용하고, 이에 반해서 노동조합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사측과 대단히 갈등적인 구도로 대립하고 있기 때문

에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일종의 갈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사주제도가 노사관계 협력을 강화하고, 노동조합과

관계가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선행연구(원인성, 2011)와는 차별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우리사주제도를 실질적으로 유지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그렇

지 않은 기업에 비해서 주식 가격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

는 모형3과 모형6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사주제도를 단기차익을 노리는 정도에서 활용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차이점에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보여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일종의 퇴직연금으로 우리사주제도가 활용된다거나, 노사관계의 확장

차원에서 우리사주제도를 파악한다면 다소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

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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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모형6 (full)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6.06 -0.00000003 4.33 -0.00000009 -0.000000001 -0.000000001
종업원 수　 -0.000009 　　 -0.000008 0.00002**
대규모기업집단소속 　 0.35*** 　　 0.48*** 0.56***

농업, 어업, 광업　 2.99*** 　　 2.9*** (omitted)
중공업(자동차, 화학, 철강)　 1.21*** 　　 1.23*** 1.15***

건설업　 0.46* 　　 0.47* 0.25
서비스업(도소매업)　 0.78*** 　　 0.41 0.43

운수업　 0.71** 　　 0.86** 0.73**
사업서비스업(지주회사, 컨설팅)　

0.87*** 　　 0.8*** 0.84***

금융서비스업(금융 및 보험업)　 1.29*** 　　 1.35*** 1.3***

방송, 통신 서비스업　 -0.12 　　 -0.18 0.28

전기, 가스, 수도업 0.99*** 1.24*** 1.32***
노동조합 존재　 　 -0.71*** -0.94*** -1.15***
노사협의회 존재　 　 -0.51** -0.48** -0.5**
노동조합, 노사협의회모두  존재　

　 　(omitted) (omitted) (omitted)

주당 순이익 　 -5.53*** 　 　 -0.00001***
N 3298 2893 2756 2384 2043 1722

log likelihood -1972.78 -1707.31 -1673.98 -1400.00 -1169.24 -969.27
df 1 12 2 3 14 14

Pseudo R2 0.00 0.03 0.01 0.02 0.06 0.09
AIC 3947 3439 3352 2806 2366 1967
AIC' 1.20 1.19 1.22 1.18 1.16 1.14
BIC 3953 3510 3363 2823 2445 2043

<표 16> 우리사주제도 유지 결정요인에 대한 로짓모형의 결과

범례: * p < 0.10, ** p < 0.05,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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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패널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다음으로는 패널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종속변수인 우리사주제도의 실질적 유지 여부를 대상으로 기업

들이 어떤 목적(독립변수)으로 우리사주제도를 실질적으로 유지하는지를 판단

해보고자 1999년부터 2012년까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자

료의 구조상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연도별 구분

없이 분석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패널데이터의 특성을 살려서 분석을 시

도하는 것이 보다 더 적합한 분석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패널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해보았다.

패널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경우에도 앞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경우와 마찬

가지로 착안할 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패널로지스틱 회귀분석 시에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할 것인지 확

률효과모형을 사용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패널 데이터

분석에서는 오차항에서 패널의 개체특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42).

     

  종속변수가 이항변수인 경우 패널로짓모형은 위와 같다. 패널로짓모형의 경우

오차항 을 고정효과와 확률효과 중 어느 것으로 가정하느냐에 따라서 고정효

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오차항 을 확률변수로 간주하는 경우 ∼ N(0, 
)는 정규분포를 가

정하고, 는 로지스틱 분포로 가정한다. 이렇게 정규분포와 로지스틱 분포를

42) 민인식, 2009



- 88 -

가정하고 최우추정법을 사용한다. 확률효과를 가정한 패널로짓모형이 일치추정

량이 되기 위해서는     이라는 가정이 성립해야 한다43).

반면에 패널의 개체특성을 나타내는 오차항 을 고정효과로 볼 경우에는 각

패널 그룹별로 더미변수를 추가시킨 다음 합동 로짓모형을 추정하는 방법이 있

지만, 그룹별 더미변수의 수가 많아지고, 또한 각 패널 그룹의 시계열 관측개체

수가 적을 경우에 그룹 더미변수의 계수 추정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분석에서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 중에서 선택하는 문제는

Hausman 검정을 활용할 수 있다. 검정 결과 본 분석에서는 확률효과모형을 활

용하여 패널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값은 전체 오차항의 분산에서 의 분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추정한 것이

다44). 따라서  값이 1에 가까울수록 패널의 개체특성을 모형에서 고려하는 것

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된다.

또한 LR 검정은    혹은 
   이라는 귀무가설에 대한 검정결과이다.

따라서 귀무가설을 기각하면 패널의 개체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합동

(pooled) 로짓모형을 추정하면 된다45).

본 연구모형의 결과,  값이 0.97로 1에 매우 가까운 결과를 볼 수 있었으며,

  에 대한 LR 검정 결과 유의확률이 0.00으로 나타나 귀무가설을 기각하므

로, 본 연구에서는 패널을 개체특성을 이용해 분석하는 확률효과 모형이 더욱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지스틱 회귀모형과 마찬가지로 패널 로지스틱 회귀모형에서도 모두 6개의

모형을 확인해본 결과 최종적으로 모형6이 가장 바람직한 모형인 것으로 나타

났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43) 민인식(2009)

44)  

 








 




45) 민인식(2009)



- 89 -

첫째, 우리사주제도를 실질적으로 유지시켰던 기업의 경우 경영성과, 기업규

모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 방향성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경영성과가 음의 방향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패널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양의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우리사주제도를 실질적으로 유지하는 기업의 경우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서 대규모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일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우리사주제도를 실질적으로 유지하는 기업의 경우 기준 집단인 경공업

종에 비해서 중공업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업(개인, 사

업), 금융업일 경우일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우리사주제도를 실질적으로 유지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존재

하지 않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섯째, 우리사주제도를 실질적으로 유지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주식 가격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앞서 분석했던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를 비교

해보면 각각의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 여부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다만 그 효과에 있어서(승산비 기준) 각 변수가 우리사주제도를 실질적

으로 유지하는 요인에 대한 효과가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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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6 (full) Coef. Std.Err. Exp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0.0000000003 9.7E-10
종업원 수　 0.000009 6.4E-05
대규모기업집단소속 　 1.85** 7.7E-01 1.85
농업, 어업, 광업　 41.58 7.9E+02
중공업(자동차, 화학, 철강)　 5.23*** 1.3E+00 5.23
건설업　 1.55 1.3E+00
서비스업(도소매업)　 2.55** 1.3E+00 2.55
운수업　 2.75 1.7E+00
사업서비스업(지주회사, 컨설팅)　 3.79*** 1.3E+00 3.79
금융서비스업(금융 및 보험업)　 6.63*** 2.0E+00 6.63
방송, 통신 서비스업　 -2.2 3.3E+00
전기, 가스, 수도업 6.93 5.6E+00
노동조합 존재　 -3.2*** 8.3E-01 -3.2
노사협의회 존재　 -1.76 1.8E+00
노동조합, 노사협의회모두  존재　 -33.89 2.8E+03
주당 순이익 -0.00003*** 1.2E-05 -0

N 1740
log likelihood -122.485

df 16
lnsig2u 4.26***
sigma_u 8.41

 rho 0.96
AIC 280.97

<표 17> 우리사주제도 유지 결정요인에 대한 패널로짓모형의 결과

범례: * p < 0.10, ** p < 0.05,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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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우리사주제도가 근로자의 근로의욕이나 조직몰입을 강화시

킴으로써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과 동시에 인센티브로 인한 근로

자의 만족도 또한 증가시킨다는 차원에서 기업이라는 공간 내에서 경영

자와 근로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기업복지정책으로서 매우 의미 있는

제도라는 틀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그러나 초기 기업공개의 일환으로써 혹은 의무규정으로 우리사주조합

제도가 우리나라에 정착됨으로 인하여 우리사주조합제도 본연의 기능을

발현시키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부각되어 왔다.

특히, 우리사주조합의 단기보유가 대다수가 되고 있다는 측면과 더불어

서 그 보유 지분율이 없거나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 현

재 우리사주제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요한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다.

우리사주제도가 집단성과급제도로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

서 앞서 언급한 문제점을 극복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는데 본 연구는 그

러한 관점에서 접근을 시도하였다.

즉 대다수의 기업들이 주식을 단기보유하고, 지분율이 매우 낮은 상황

이라면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어떨까 즉, 우리사주조합제도가 제대로 운영

될 수 있는 전제조건이라고 하는 1%이상의 지분율, 4년 이상의 주식 장기

보유를 실현하고 있는 기업들의 특성은 무엇인가를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분석은 네 가지 독립변수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경영성과, 기업규

모, 조직특성, 노사관계가 바로 그것들이다.

분석 결과 향후 우리사주조합제도를 발전적으로 수정하기 위한 함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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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조심스럽게 내려 보고자 한다.

첫째, 그간 우리사주제도를 제대로 활용해왔던 기업은 특정 산업이나 분

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우리사주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으로 상장회사에서 비상장회사로, 모기업에서

계열사까지 제도를 단순히 확장시키고자 하는 정책 방향에 있어서 충분

한 함의를 준다고 보여 진다.

분석 결과 우리사주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집단성과급제도로서 기업의 규모가 크거나, 산업에 있어서 노동의 투입이

많은 기업들이 선호하고 있었다. 일례로 경공업에 비해서 보다 규모가 큰

화학공업과 유가증권 상장기업 중 운수업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우리사주

조합제도를 실질적으로 유지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에 반해 금융업이나, 서비스업과 같은 기업의 규모가 작지만

기술집약적 산업에 있어서도 우리사주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기업

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중적인 결과는 단순히 우리사주제도의 확장을 정부의 정책

방향으로 할 것이 아니라 특정 분야, 특정 산업에 기반 하여 제도 도입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

미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그것이야말로 무의미한 정책집행(예산집

행)의 남용을 막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 진다.

둘째, 노동조합과 우리사주조합의 관계가 부정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는

측면이다. 실증 분석 결과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우리사주제도를 실

질적으로 유지시키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현재 우리 정부가 우리사주제도를 확장시키는 정책으로 일관하

는데 있어서 또 하나의 함의를 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현재의

노사관계에 있어서 비록 갈등적인 요소를 띠고 있지만 노동조합이 큰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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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하고 있는데 이에 반대 성향을 지니고 있는 우리사주조합의 설립을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면 노동조합의 역할이나 위상이 매우 위축된

시점에서 이를 더욱 가속화시킬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즉, 노사관계의 증진이라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는 우리사주제도

가 오히려 노사관계를 다시금 비대칭적 구조로 만들거나, 노동조합을 위

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사주제도의 무분별한 확장 이전에 노동조합, 노사협의회라

는 기존의 노사관계의 대표협의체에 대한 고려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판

단된다.

셋째, 기업의 경영성과 지표는 우리사주제도를 실질적으로 유지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는 아닌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결과는

한편으로는 정부의 지속적인 우리사주제도 확장 일변도의 정책이 낳은

비효율성의 결과를 요인으로 들 수 있고, 또 하나의 요인으로는 현재 우

리나라의 우리사주제도가 실제 생산성 향상, 근로자 재산증식이라는 본

래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이러한 결과들이 지향하고 있는 부분은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사주제도가 근로자와 경영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시

각을 뒤로하고 다시금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들에 대한 분석, 우리사주제

도의 효용에 대한 분석이 보다 엄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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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본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

1.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외국의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

되었을 때 그 차이점과 한국적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사주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되고 어떠한 변화과정을

거쳤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제도가 본래

미국에서 활용되었던 우리사주제도와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파악했

고,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자발적 선택의 결여, 제도적 장치가 존재한다

는 것을 분석해낼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점에 대한 분석 없이 해외 선행연구를 따라간다면 현재 우

리나라의 실정에 대한 잘못된 결과, 제도 효과에 대한 왜곡이 발생할 가

능성이 크다. 따라서 외국에서 들여온 제도들에 대해서 한국적 맥락과

현실을 고려한 연구가 더욱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진다.

두 번째 시사점은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방식의 활성화

대책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는 측면이다. 앞서 연구 결과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던 바와 같이 아직까지도 정부은 1970-80년대 고도성장기 시절에

나 추진하던 성장위주, 확장위주의 정책 방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그러한 확장 보다는 보다 기업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국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한 엄밀한 연구 분

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진다. 이에 정책학 연구자로서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연구에 임해야 하겠다는 판단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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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한계점 또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첫 번째 한계점은, 본 연구의 결과는 상장법인 중에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측면이다. 일반적으로 유가

증권 상장기업은 코스닥, 혹은 코넥스 상장기업에 비해서 비교적 중견기

업, 대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사주제도를 일종의 기업복지제도라고

분류하였을 때 이러한 제도들은 매출액, 기업의 지불능력이 큰 유가증권

상장기업일수록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의 결과를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조합 전체로 일반화시키기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확장시켜서 연구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에 소속된 기업들에 대한 자료 수집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여 진다.

두 번째 한계점은 우리사주제도에 도입에 관한 선행연구가 부족했다는

측면이다. 물론 앞서 밝힌 바 있지만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제도 관련된

연구들은 그 도입 자체에 대해서 분석을 시도한 것들이 거의 없는 상황

이다. 또한 대부분이 경영성과를 입증하기 위한 실증 분석들로써 노사관

계, 종업원 재산증식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선행연구들이 부족한 나머

지 본 연구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한계점으로 작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해외 사례들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이 시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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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factors affecting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maintenance in Korea

JEONG RAE, JO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analysis empirically examines the determinants of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maintenance in Korean firms.

In other words, this study tried to find the reason why Korean

firms choose ESOP(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and why korean

firms maintain ESOP policy.

I think there are lots of studies about ESOP. But Korea has a

variety of differences in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context

compared to the other countries. so this study tried to compared

these kinds of differences and analyzed ESOP policy in Korean

context.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Korea, there is a systematic difference

about ESOP policy from the other countries. There are two features

of Korean Esop policy. The first one is related to the introduc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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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OP policy. when the firm do IPO(Initial Public Offering), Korean

firms have to use ESOP policy. and second one is related to the

period for holding the stock. If the firm have stock, they must hold

the stock for one year. These two characteristics are negatively

affected to successfully use the ESOP policy.

As a result, many companies of Korea are formally adopted the

ESOP policy. Nevertheless, the government of Korea has only

thought to extend the ESOP policy.

This study is to evaluate whether or not the ESOP policy direction

of the government is appropriate.

This study focused on Listed firms(KOSPI). and collected Data from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DART ;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 that manages the listed firms in Korea.

This study used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nd pane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nd the dependent variable in this study is a

firm that maintains ESOP policy. Company that maintains ESOP

policy is the company that holds the shares for more than four years

and more than 1% stake at the same time. The independent variables

are divided into business performance ,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

company size , labor relations , the stock price.

The binary logit regression and panel logit regression analysis

indicate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Company that maintains ESOP

policy is more likely for companies in Heavy industry, Transportation,

and Financial business. Second the size of firm have positive and

significant effects on ESOP policy maintains. Third, The presenc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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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 unions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ESOP policy maintains.

As a result, ESOP system expansion policies promoted in the

current Korean government will have to think again. As in the

analysis result , excessive expansion can not bring forth an effective

result and Conflict of ESOP and the union also is a problem. The

government should strive to overcome various problems and provide

alternative ESOP policy.

………………………………………

keywords : ESOP, logistic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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