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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지금 격동기라고 볼 수 있다. 과거의 가치관과 질
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정치․사회․문화 및 모든 분야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나타난 사회적 격랑은 한
마디로 이 사회를 움직여 가는 경기의 규칙을 크게 바꾸어 보려
는 시도와 이에 대한 여러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기업지배구조
의 개선문제, 노조의 경영참여, 사학법인에 대한 사회적 통제 나
아가서 건강보험에서 지역보험과 직장보험의 통합, 부동산 세제
의 개편, 분양원가 공개 등과 같은 논의는 대표적으로 많은 이해
당사자들간의 경기의 규칙에 대한 갈등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갈등은 결국 제도가 자원배분에 구조적으로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사회구성원들이 인식하고 있
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이처럼 최근의 격변하는 사회현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도에 대한 연구는 매우 의미 있는 사회과학적 접
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학이 진정 다른 사회과학과 관련
되면서 더불어 논의되는 공간은 바로 이 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
해서이다. 그동안 제한된 가정 속에서 중요한 내용을 모두 암실
에 가두어 버리고 단순히 모형만을 풀어내는 의미 없는 경제학적
방법을 지양하여 제도에 대한 연구는 경제학을 사회과학의 여왕
으로 복권시키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본 보고서는 그동안 제도연구회에서 발표하고 토론된 논문에
기초하고 있다. 저자들이 발표 이후에도 절차탁마의 과정을 거쳤
고 또한 외부 논평자들의 귀중한 평가와 이에 대한 답변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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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많은 수정․보완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논문의 완성도가
현저하게 높아졌다. 제도연구회는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와
더불어 한국경제를 둘러싼 제도문제 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결
과를 발표하고 토론함으로써 제도연구를 활성화시키고 바람직한
제도개혁을 모색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 논문집에는 공정거래법의 공적 집행,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에서의 기업간 협력관계, 반부패 문제에 대한 자유주의적 접근,
기업집단의 피라미드 소유지배구조와 경영성과의 관계 등 4가지
주제에 대한 논문을 수록하고 있다. 그동안 제도연구회를 진행하
고 수고하였으며 본 보고서를 편집한 조성봉 박사에게 감사의 말
씀을 드린다. 또한 제도연구회에서 발표해 주시고 또 논문을 보
내 주신 서울대 박정훈 교수, 한국은행 김현정 박사, 명지대 조동
근 교수, 한국경제연구원 황인학 박사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각 논문에 대한 유익한 논평을 통해 논문의 완성도를 높
이는 데 기여하신 논평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바
쁜 일정 중에도 제도연구에 대한 열정으로 참여하시고 귀한 발표
와 토론으로 제도연구회를 빛내 주신 많은 회원들에게 감사의 말
씀을 드린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논문의 내용은 필자 자
신의 견해이며, 한국경제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과 무관하다는
점을 밝혀둔다.
2005년 1월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좌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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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목적과 내용 요약

조 성 봉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도는 우리 사회의 경기규칙이다. 이 경기규칙에 따라 각 사
회의 구성원들은 자신과 사회를 위하여 노력한다. 이 경기규칙은
눈에 보이는 법률이나 규칙뿐 아니라 외형적으로 잘 의식되지 않
는 한 사회의 관습이나 전통도 포함할 수 있다. 제도는 의도적으
로 법률의 형태로 만들 수도 있으나 자연스럽게 관련된 이해당사
자들끼리 만들 수도 있다. 이 경기규칙인 제도에 따라 한 사회
구성원이 어떻게 노력하고 어떻게 자원을 형성하며 배분하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연구는 자원의 배분과 형성을 연구
하는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분석틀을 제공한다. 그리고 이러한
틀이 구현된 모습이 법률․정치․사회현상 등이므로 제도는 사회
과학의 가장 중요한 인식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제도연구 6호에서는 한 사회에서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제도가 나타나는 모습과 그 평가에 대한 연구를 담고 있다.
이 책은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도연구회에서 발표
된 논문들을 엮은 것이다. 제도연구회는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와 나아가서 한국경제를 둘러싼 제도문제에 대한 이론적․실
증적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함으로써 이 분야의 연구활동을
촉진하며 바람직한 제도개혁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
다. 이 논문집에는 행정법적 체계와 분석방법을 통해서 본 우리
나라 공정거래법의 공적 집행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 대한 논의,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에서 수직적 거래관계에 있는 기업간의 장기
적 협력체계에 대한 평가, 자유주의적 시각에서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억압이 어떻게 한 사회의 부패수준을 증대시키는지에 대한
검토, 금융위기 이전 우리나라 대기업집단의 피라미드식 소유지
배구조가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
구 등 4가지 논문이 실려 있다. 다음은 이 책에 수록된 논문들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요약․정리한 것이다.
제2장에서는 공정거래법의 공적 집행에 대하여 행정법적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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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분석의 틀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적용함으로써 독
점규제행정의 행정조직법․행정작용법․행정구제법을 정립하는
시도를 하였다.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에 의한 경쟁제한방지 내
지 공정거래확보 제도는 거의 대부분이 공정위에 의한 공적 집행
에 의존함으로써 ‘행정규제주의’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그 권한
행사가 상당 부분 당사자의 참여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직권규제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공정위는
전형적인 권력적 행정기관의 모습을 띠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자
유경쟁이 보장되는 시장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사법적私法的인 지향점을 갖고 있으나, 그 내용적 측면에서는 거
의 모든 행정법적 수단들이 망라되어 있어서 공법적 성격이 현저
하다.
이처럼 공정거래법을 행정법적 체계 내에서 이해할 때 법치주
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권한 부여와 권한남용의 방지의 균형이라
는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공정거래법은 권한부여
측면만이 여러 경우에 있어서 강조되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법의
법원리가 독점규제와 자유시장경제 원칙의 상호관계에 있어서 엄
정한 비례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데 현 공정거래법의 규정과 그
운용에 있어서 이같은 측면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
된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사례에서 나타난 기업간
협력의 모습을 살펴보고 이것이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본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에 대한 많은 연구와 조사
는 흔히 대기업집단의 기업가정신과 정부의 산업정책 또는 이와
관련된 자동차산업의 구조적 특징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
나라 자동차산업의 산업경쟁력 형성의 구성요소로서 사실상 중요
하게 관찰하여야 할 것은 수직적 분업관계에 있는 기업간 장기적
협력과 그 거래관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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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협력적인 거래관계가 나타나고 또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우선 정부의 중소기업 보호 및 지원정책이라는 외부적 틀 속에서
완성차업체가 주도한 협력유도적인 미시적 메커니즘이 장기적으
로 발전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 미시적 메커니즘들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완성차업체의 독자적인 제품․마케팅 전략과 같은
시장의 선택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의 장기적이고 폐쇄적인 거래관계에서는 흔히 대기업의 지배력
행사가 부정적인 측면으로 강조되어 왔는데 설문조사에 따르면
장기적 거래관계가 지배적이었고 기업간 신뢰도 상당수준 존재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래 모기업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높을수록 수익성은 낮지만 설비가동률이나 성장률이 체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어서 장기거래관계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동태적 효율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제4장에서는 반反부패에 대한 자유주의적 성찰을 보여주고 있
다. 부패는 민간의 사영역이 정치권력으로부터 구획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발된 것으로 논의할 때, 부패를 줄이려면 민간의 사영
역을 정치권력으로부터 지켜주어야 한다. 결국 시장경제체제를
온전하게 발전시키는 것이 부패를 줄이는 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부정과 부패는 시장경제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경제체제가 억압되었기 때문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산업정책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라는 관행적 정책사고는 오히려 기업과 정부의 효율
을 떨어뜨리고 부패를 구조화할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우리나라
의 고질적인 부패의 발생요인을 살펴보면 집단주의, 연고주의, 시
장역행적 규제, 관치경제에 따른 정경유착과 비대칭적 정보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자유주의는 부패의 틈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유주의의 중요한 기초로
서 개인주의를 들 수 있는데 개인주의 문화는 타인들의 집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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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Collective Sympathy을 불러일으켜야 하기 때문에 정의의 수준을
높이게 된다. 또한 개인주의에 내포된 개별적 행동준칙을 따르면
서 각자 자유로이 스스로의 이익을 추구할 때 사회질서가 자생적
으로 형성되는 반면 연고주의는 사적 신뢰와 공적 신뢰간의 비대
칭을 낳기 때문에 부패가 발생하게 된다. 한편, 자연질서적인 법
에 대응되어 나타난 설계주의적 조직법이 자의적으로 남용될 때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하이에크는 이를 가리켜 법의 지
배에서 법률의 지배로, 법치국가에서 법률국가로, 사법에 대한 공
법의 우위가 나타날 때 자유사회의 각종 체제위기의 원인이 나타
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에서 부패를 줄이기
위해서는 연고주의의 혁파, 공직자의 청렴성과 책임성 제고 그리
고 전문가 집단의 직업윤리 앙양 및 자율규제 강화가 나타나야
한다. 둘째로 권력분산과 관료조직간 견제의 제도화, 행정절차 및
처리의 투명성 제고, 시장역행적 규제철폐, 관료의 재량권 축소
등을 통하여 부패의 틈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며 끝으로 부패행
위에 대한 감시의 눈을 다경로화시켜 부패통제의 효율성을 높여
야 할 것이다.
제5장에서는 그동안 이분법적 가치판단에 따라 선악론적으로
논의되어 왔던 재벌에 대한 평가를 지양하고 실증적 접근의 중요
성을 강조하며 그동안 재벌구조에 대하여 제기되었던 쟁점들을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우선 재벌의 과다한
부채비율은 일반적으로 주장되는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경영성과
를 악화시킨 주요요인으로 지적된다. 다음으로 1989～1996년의 장
기분석 결과 재벌의 과잉다변화 가설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음
을 보였다. 이로써 사업의 범위가 넓다는 사실 그 자체가 과잉다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보이고 있다. 셋째, 기업집단
의 소유구조와 관련하여 내부지분율은 외환위기 이전까지 경영성
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밝히고 있다. 지금까지는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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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의 지배주주는 소수의 지분을 가지고도 계열사간 출자를 통
해 더욱 굳건한 경영참호 효과를 누리기 때문에 경영성과에 부정
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았지만 통계분석결과는 내부지분율의
기능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한편, 출자총액규제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정책논리는 적어도 경영성과에 대한 함의와
관련해서는 설득력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장기분석을 통
해 지배승수와 경영성과가 역U자형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적정범위 내에서는 기업집단의 피라미드 지배방식이
제한된 자원을 갖고 기업가정신을 발휘하는 데 유리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1990년대 이후의 시기에 대해서는 이윤율 감소요인으
로 반전되었다는 사실은 기존의 재벌구조가 이미 1990년대 중엽
에 전환기적 상황에 처해 있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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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정거래법의 공적 집행*
－ 행정법적 체계정립과 분석을 중심으로

박정훈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Ⅰ. 서설
Ⅱ. 독점규제행정의 헌법적 근거와
법원리
Ⅲ. 독점규제 행정조직법
Ⅳ. 독점규제 행정작용법
Ⅴ. 독점규제 행정구제법
Ⅵ. 결어
1)

* 이 글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2004학년도 1학기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제17기
공정거래법과정｣을 위한 강의안 및 2004년 6월 25일 한국경제연구원 제도연구회
정기세미나의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것으로서, 권오승 편, 公正去來와 法治, 法
文社, 2004, pp.999-1051에 게재된 것을 전재(轉載)한 것임을 밝힌다.

Ⅰ. 서설
현행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의한
경쟁제한방지 내지 공정거래확보 제도는 거의 대부분 공정거래위
원회에 의한 공적 집행에 의존함으로써 ‘행정규제주의’로 일관하
고 있다. 1)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FTC: Federal
Trade Commission)를 모범삼아 설치되어 현재까지 ‘준사법기관’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유지되고 있으나, 그동안 수차에 걸친 법개정을
통해 강력한 규제권한을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권한행사
가 상당 부분 당사자의 참여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짐으로 말미
암아 ‘직권규제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2) 이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소속과 구성에 있어－행정부 내의 상
대적인－독립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독특한 국가기관이긴 하지만,
그 권한의 측면에서는 전형적인 권력적 행정기관의 모습을 띠고
있다. 3) 또한 공정거래법은 자유경쟁이 보장되는 시장질서의 확립
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사법적인 지향점을 갖고 있으나,
그 내용적 측면에서는 거의 모든 행정법적 수단들이 망라되어 있
어 공법적 성격이 현저하다. 다시 말해, 독과점의 방지 내지 공정
거래의 확보라는 목적 자체를 ‘공익의 실현’으로 볼 수 있기 때
문에 공․사법 구별에 관한 이익설의 관점에서 공정거래법을 공
법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권력설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공
정거래위원회의 강력한 직권적 규제권한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공
법의 영역에 포섭될 수 있는 것이다.
공법으로서의 행정법의 역할은 한편으로 공익실현의 목적 또는
1) 권오승, 경제법 제4판, 2002, p.91.
2) 권오승, 전게서, p.92.
3) 이봉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집행기구로서의 위상강화에 관하여｣, ｢공정거래법의 실
효적 집행｣, 경쟁법연구 제10권, 2004,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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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한 권한발동이 실효성을 갖도록 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
로 그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통제하는 데 있다. 말하자면
권한부여와 권한통제라는 양날을 가진 칼이다. 독일의 오토 마이
어는 일찍이 법치국가Rechtsstaat 는 “잘 정돈된 행정법을 가진 나라
Staat des wohlgeordneten Verwaltungsrecht”고 설파하였다. 4) 다시 말해, 행
정에 관한 수많은 법령들을 행정조직․행정작용․행정구제의 관
점에서 체계화하여 권한부여와 권한남용의 방지라는 두 가지 관
점에서 분석․검토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함으로써 법치주의를 실
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 행정법이다. 종래－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공정거래법의 권한부여 측면만이 강조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경쟁질서를 확보한다는 명분 하에 오히려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고 심지어 경쟁질서를 왜곡하는 결과가 야기될 수 있는 위
험은 상존하고 있다. 여기에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활동을 ‘독
(과)점규제행정’으로 파악하고 공정거래법에 대해 행정법적 시각
을 적용하여 이를 체계화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하에서는 먼저 독점규제행정의 헌법적
근거와 법원리를 살펴본 다음(Ⅱ.), 공정거래법을 행정조직법적
관점(Ⅲ.), 행정작용법적 관점(Ⅳ.) 및 행정구제법적 관점(Ⅴ.)에서
고찰하기로 한다.

Ⅱ. 독점규제행정의 헌법적 근거와 법원리
1. 헌법적 근거
어떠한 생활영역이든지 그에 대한 행정법적 고찰은 행정권한의
4) Otto Mayer, “Deutsches Verwaltungsrecht,” 1.Bd. 3.Aufl., Berlin 1923, S.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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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근거로부터 출발한다. 독점규제행정의 헌법적 근거는 주
지하다시피 헌법 제119조 제2항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다. 이 규정이 없더라도 기본권 제한에 관한 제37조 제2항에 의
거하여 독점규제의 행정권한이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제119조 제1항에서 경제질서의 기본으로 천명하고 있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전
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
서가 제37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공공복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제119조 제2항에서 “시장의 지배와 경제
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경제규제의 가능성을 규정한 것은
한편으로는 그 중요성에 비추어 의문의 여지없이 이를 명시한다
는 선언적 의미를 가짐과 동시에, 일반적인 공공복리보다 더 강
한 정도의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는 적극적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그 정당성은 그러한 독과점의 규제가 헌법상 경제질서의
기본인 자유시장경제 원칙의 제한이 아니라 바로 동 원칙을 제대
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데 있다. 그러나 아무리 정당한 목적
을 위한 것이더라도 국가권력은 언제든지 과용․남용․오용되어
오히려 그 목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독점규제와 자유시장경제 원칙의 상호관계는 후술하는 비례원칙
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2. 법원리
(1) 비례원칙 - 경제활동의 자유와 독과점규제의 형량․조화
헌법 제119조 제1항이 천명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 원칙은 직
업선택의 자유의 기본권을 포함하기 때문에 독과점규제는 일차적
으로 기본권 제한에 관한 헌법 제37조 제2항의 한계를 준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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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즉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라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써－기본권을 제한하는 것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가
능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필요한 경우’라는 것은 ‘필요한 범위 내
에서’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므로, 이것이 헌법상 비례원칙의 일차
적인 근거가 된다. 뿐만 아니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
보는 헌법상 하나의 객관적인 법원리法原理로서, 상술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자유시장경제 원칙이라는 또 다른 법원리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지만, 개별․구체적인 경우 위 양 법원리들은 상호
모순․충돌하기 쉽다. 기본권을 포함한 헌법상의 모든 법원리들
은 어느 하나가 절대적인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적
용과정에서 상호 형량을 통해 조화를 도모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비례원칙의 궁극적 근거를 이룬다. 독점규제행정에서 비례원칙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시정조치, 과징금 등과 관련하여 나타난다.
(2) 명확성과 투명성
법치주의의 출발점은 명확성을 통한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
을 부여하는 데 있는바, 특히 독점규제행정을 포함하는 경제행정
은 다른 어떤 영역보다도 명확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 이에 관
한 규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한 행위기준이 되고, 이
에 따라 생산․소비․투자 등 구체적인 행동이 결정되기 때문이
다. 경제의 효율성은 경제행정법적 조치의 예측가능성에 크게 좌
우된다. 따라서 명확하고 예측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제관련
법제는 효율적인 경제체제를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인프라라
고 할 수 있다. 5) 특히 ‘경제검찰’이라고 지칭되는 공정거래위원회
5) Stober, “Allgemeines Wirtschaftsverwaltungsrecht,” 11. Aufl., 1998, S.92 ff., 270 f. (최
송화․이원우 역, 독일경제행정법, 1996, p.104 이하, p.238 이하). 이에 의하면,
명확하고 안정적인 법제도는 ‘제도적 사회간접자본시설’(institutionelle Infrastruktur)
로서,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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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는 것은 다언多言을 요하지 않는다. 이러
한 명확성과 투명성은 시정조치의 내용, 행정조사의 대상과 관련
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3) 적법절차
법치주의의 이념은 국가작용의 정당성과 실효성은 그 실체적인
내용만이 아니라 그 절차적인 과정도 정당한 법적 절차에 의할
때 비로소 완전히 확보된다는 데 있다. 이것이 헌법의 근본원리
인 적법절차원리이다.6) 특히 독점규제행정에 있어서는 여러 경제
주체들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데, 행정의 방향과 결과에 따라 특
정의 경제주체에게 치명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적법
절차원리는 규제대상자에게 변명․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권리구제의 측면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과 국민 일반에게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고 행정결정의 수용가능성Akzeptanz
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적법절차원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에 의한 법위반행위의 조사, 시정조치 등 행정절차에의 당사자의
참여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4) 사법심사
법치주의의 완성은 국가작용의 적법성이 독립된 기관에 의해
심사․통제되어야 한다는 데 있다. 잘못된 법적용으로 인한 권리
침해를 구제함과 아울러 국가작용의 적법성이 확보될 때 비로소
법치주의는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법심사의 요청은
독점규제행정에 있어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한편으로 독점규제
행정이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를 상당한 정도로 제한하는 것
6)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3항 본문이 규정하는 적법절차원리(適法節
次原理)가 형사절차만이 아니라 입법․행정 등 국가의 모든 공권력의 작용에 적용
되는 헌법의 기본원리임을 천명한 바 있다(1992. 12. 24. 선고, 92헌가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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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기본권으로서의 재판청구권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하는 반
면, 독점규제행정이 갖는 전문성과 자율성 및 신속성도 확보되어
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행정소송에 있어 대상적격, 원고
적격, 심사강도(불확정개념 및 재량에 대한 심사)와 관련하여 검
토되어야 한다.

Ⅲ. 독점규제 행정조직법
1.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법적 위상
(1) 공정거래법 제35조는 제1항에서 독점규제행정의 전담기구
로서 국무총리 소속 하에 공정거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한 다음
제2항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조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
앙행정기관임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먼저 ‘행정기관’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의 주체Körper를 구성하는 기관Organ 으
로서, 그 행정주체의 의사와 활동을 법적으로 표현하는 단위이다.
행정주체와 행정기관의 관계는 바로 인체와 기관의 관계와 동일
하다. 이러한 행정기관은 행정소송법상 그리고 강학상 ‘행정청
Verwaltungsbehörde, autorité administrative’으로 지칭된다.7) 이에 ‘중앙’
행정기관이라는 수식어는 바로 국가 내지 중앙정부의 기관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전형적인 중앙행정기관은 각부 장관이므로, 공
정거래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하나라는 것은 결국－각부 장관
과 나란히－그 의사 결정과 표시의 법적 효과가 대한민국에게 바
로 귀속되는, 그리하여 행정법적으로 가장 완전한 ‘행정청’임을
7) 이는 전통적인 작용법적 기관개념에 의한 것이다. 반면에 소위 ‘사무분배적’ 기관
개념에 의하면, 이러한 행정청뿐만 아니라 보조기관․자문기관도 행정기관의 범주
에 들어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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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
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정부조직법 제5조에
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어떤 행정기관에 그 소관사무의 일
부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그 행정기관에 부수하여
설치되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행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
래법이 정부조직법과는 별개로 창설한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흔히 미국의 ‘독립규제위원회Independent
Regulatory Commission’ 또는 프랑스의 ‘독립행정청Autorité Administrative
IndéPendante’에 대비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들은 국무총리 또
는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지만, 3년의 임기로
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거나 또는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
는 않는 신분보장을 받는다. 그 구체적인 직무수행 방향에 관해
장관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지시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독립적’인 행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정거
래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인 이상, 국무총리․대
통령 그리고 국무회의의 일반적 내지 정책적 감독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의 권한 밖에
서 의회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는 미국의 독립규제위원회, 또는
총리 산하의 정부조직의 범위를 벗어나는 프랑스의 독립행정청과
는 다르다고 할 것이다. 8)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또는
8) 이러한 의미에서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1헌가25 결정의 다수의견은 공
정거래위원회가 구성의 독립성에 있어 미국의 독립규제위원회와 비교하여 미흡한
점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단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구성에 있어 일정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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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도 소속되지 않는 기관으로서, 그 위원들의 상당수가 국
회와 대법원장에 의해 지명 또는 추천되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방
송위원회와도 다르다.
사견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이 헌법
상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설치된 것이 아닌 한, 모든 국가기관은
국회에 속하는 입법권(헌법 제40조), 또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
는 정부에 속하는 행정권(제66조 제4항), 또는 법원에 속하는 사
법권(제101조 제1항)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만일 이
가운데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된 국가기관을 법률로 창설
하는 것은 헌법위반이며, 만일 국가인권위원회와 방송위원회가
이러한 국가기관이라면 역시 헌법위반이라고 할 것이다. 반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술한 바와 같이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
관으로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하고 그 감독과 책
임의 범위 내에 속하기 때문에 이러한 헌법위반의 문제가 제기되
지 않는다. 9)
2. 준사법기관의 문제
(1) 일반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준사법기관’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여기서 ‘준사법적’이란 것은 삼권분립 구
도에서 사법권에 준하는 성격을 갖고, 따라서 전형적인 행정기관
과는 구별되는 특수한 국가기관이라는 뉘앙스를 내포한다. 그러
나 원래 미국에서 ‘준사법적Quasi-Judicial’이라는 용어는 법을 적용
도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설시하였다.
9) 이러한 관점에서, 위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1헌가25 결정의 소수의견에
서 “행정권과 사법권으로부터 분리된 독립적 기관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설치
하여 독립규제위원회로서 독점규제와 공정거래 유지의 국가기능을 담당하게 하여
야 할 것이다”라고 설시하고 있는 부분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

26 제도연구 6

하여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국가의 결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
다. 즉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19세기말에 이르기까지 국가작용
중 법적용작용은 모두 법원의 권한으로 간주되고 행정Administration
은 단지 도로건설, 하천관리 등 사실행위만을 맡는 것으로 이해
되었다. 건축허가, 영업허가 등 오늘날 전형적인 행정작용으로 파
악되는 것도 모두 법원의 권한이었다. 20세기부터 사회적․경제
적 규제의 증가와 더불어 법원의 부담경감을 위해 재판작용을 제
외한 법적용작용들이 점차 개별법률에 의해－동 법률 자체에 의
해 창설된－행정기관Agency에게 이전된 것이다. 이와 같이 행정기
관에게 이전된 법적 결정권한이 adjudication10) 인데, 이를 통상
‘준사법권Quasi-judicial Power’이라고 하지만, 이는 민사․형사재판의
일부를 담당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행정이 스스로 법적용을
통해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법적인 행위를 한다는 의미로서, 대
륙법계에서 말하는 행정행위Acte Administratif, Verwaltungsakt 에 상응하
는 것이다.
다만 후자는 처음부터 국왕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의 권한이었
음에 반해 미국의 경우에는 그것이 원래 법원의 권한에 속했던
것이 행정기관으로 이전되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행정행위, 즉 adjudication에 있어서는 법원의 소송
절차에 준하는 청문 등 행정절차가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것
이다. 11) 대륙법계에서도 일찍이 독일의 오토, 마이어가 행정행위
개념을 ‘사법적 형태JustizföRmig’의 것으로 파악하고자 하였고, 최

10) adjudication이 통상 ‘재결’로 번역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대륙법계의 행정행위
내지 행정처분과 동일한 내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처분절차’로 번역하는
것이 좀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11) 이상 미국 행정법에 관한 내용은 특히 Breyer/Stewart, “Administrative Law and
Regulatory Policy,” 3.ed., 1992, pp.33-137; Schwartz, “Administrative Law,” 3.ed.,
1991, pp.4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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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에는 사법절차에 준하는 행정절차가 강조됨으로써 대륙법과 미
국법이 상호 접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고찰은 행정과 사법이 본질적으로 구분되는 별개의 영
역이 아니라 국가의 법적용작용이라는 점에서는－기관의 구성과
절차의 신중성에 있어 상대적 차이는 있지만－동일하다는 통찰과
연결된다. 이러한 통찰은 켈젠과 메르클의 순수법학에서 말하는
‘기관태양설機關態樣說’, 즉 입법․행정․사법은 모두 법정립과 법
적용의 양 측면을 가진 법적인 국가작용으로서 본질적으로 동일
하며 단지 그 담당기관의 형태에 의해서만 구별된다는 이론에 바
탕을 둔다. 사견에 의하면, 이는 행정과 사법의 획일적 구별을 지
양하고 행정에 대해서도 사법에 준하는 법적 구속과 절차를 부과
해야 한다는 명제로 발전하여 오늘날의 법치행정원칙을 뒷받침하
는 주요한 논리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12)
(2)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준사법기관’이라
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주장이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행정기관
에게 부여되어야 할 수식어이고, 공정거래위원회에만 한정될 것
은 아니다. 13) 영업허가, 건축허가, 도시계획, 조세부과 등을 담당
하는 전형적이고 전통적인 행정기관들도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가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활동에 깊
이 관여한다는 점에서 특수성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것은 상
대적 차이에 불과하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준사법기관’이
12) 이상에 관해서는 拙稿, ｢행정법과 법철학｣, 행정법연구 제7호, 2001, p.203 이하
참조.
13) 권오승, 전게서, p.407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독립적인 규제위원회로서, “입법권, 사
법권 및 행정권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입법
권은 법률의 위임에 의거한 ‘행정입법’권한이고, 사법권은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등에 관한 것으로서 모두 ‘행정행위’권한으로 파악될 수 있다. 이러한 행정입법
과 행정행위 권한은 거의 모든 통상적인 행정기관들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정거
래위원회만의 특수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28 제도연구 6

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법적 구속과 신중한 절차
를 구비하여 법의 지배가 한층 더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로서 이해되어야 하고, 반대로 통상의 행정기관들과는 다른
지위에 있다는 전제하에 어떤 특별한 대접을 받아 법적인 통제,
특히 사법적 통제司法的 統制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논거로 사용
되어서는 안 된다.

Ⅳ. 독점규제 행정작용법(獨占規制 行政作用法)
1. 행정입법(行政立法)
(1) 대통령령
공정거래법은 수많은 부분의 규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
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을 들어보면, 지주회사의 자산총액과 주
된 사업의 기준 및 자회사의 범위(제2조 제1의2호, 제1의3호), 기
업집단의 기준(제2조 제2호),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3조의2 제2항), 과징금 부과의 상한액 산출기준인 매
출액 또는 영업수익(제6조, 제22조, 제24조의2, 제31조의2, 제34조
의2), 기업결합이 금지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제7조 제1항), 상호
출자금지의 범위(제9조), 출자총액제한의 범위(제10조 제1항), 채
무보증금지의 범위(제10조의2 제1항), 기업결합 신고의무의 범위
(제12조 제1항),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기준(제14조 제1항),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15조 제2항), 공동행위의 인가의 요건
및 기준(제19조 제2항, 제3항),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제23조 제2항),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제29조
제2항), 국제계약 체결제한의 범위(제32조 제1항), 과징금 부과기
준(제55조의3 제3항)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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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74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있는데, 위에서 예시한 위임사항은
모두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규사항으로서 위임명
령에 해당되므로,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위임되어야 한다는 헌법
상 제한이 따른다.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반드시 위임의 구
체적 범위가 명시될 필요가 없고 법률의 전체적 취지에서 그 위
임범위가 도출될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하지만,14) 예컨대, 시장지
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3조의2 제2항)과 불공
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공정거래법 제23조 제2항)을 제외
하고는, 명시적인 최소한의 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률의 전
체적 취지에서 그 대강의 범위를 도출하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문
제가 없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최근의 결정15)에서 위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관한 위임입법을 합헌으로 인정하면서 그 주요한 논거로
서, 공정거래법 제23조에서 대표적인 불공정거래행위들이 열거되
어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시가 전혀 없는
부분은, 그 금액이나 규모에 있어 독과점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추상적인 판단기준도 결여
되어 있다는 점에서 위헌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에서 “국회가 모든 분야의 경쟁적 거래왜
곡현상들을 그때그때 예측하거나 파악할 수 없고, 그러한 상황에
즉응하여 그때마다 법률을 개정하는 것도 용이하지 아니하므로”
라는 점을 추가적인 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 막상 공정거래법시
행령의 내용을 보면 그와 같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부분은 그

14) 최근의 판례로는 헌법재판소 2002. 8. 29. 선고, 2000헌바50 결정 참조.
15) 헌법재판소 2002. 7. 18. 선고, 2001헌마605 결정.

30 제도연구 6

렇게 많지 않고 그 분량도 엄청나게 큰 것도 아니다. 따라서 현
행 시행령의 내용 중 최소한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부분
들은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공정거래위원회 규칙 및 고시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위원회에게 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해
규칙제정권을 부여하고 있는데(제48조 제2항), 이에 의거하여 제
정된 것이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이다. 또
한 상당수의 규율사항에 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에 의해 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기업결합에 관한 기준(제7조 제5항),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자의 준수지침(제23조 제3
항), 사업자단체의 준수지침(제26조 제3항),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가능 상품의 지정(제29조 제4항), 국제계약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
위,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2
조 제3항)이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시행령은 법률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해 직접 모든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다
시 세부적 내용을 고시로 위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중요한 것
으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판단기준(제4조 제4항),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의 유형(제5조 제4항 제4호, 제6항),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21조의3 제1항 제3호, 제2항), 불공정거래행위의
세부유형 및 기준(제36조 제2항) 등이다. 16)
16) 이러한 고시 형식으로 제정된 것 중 중요한 것으로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기업결합 심사기준’, ‘지주회사관련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사업자단체 활동지침’,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
위의 유형’, ‘대규모기업집단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 ‘부당한 지원행
위의 심사지침’, ‘국제계약상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유형 및 기준’, ‘지적재산권
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
의 범위’, ‘공동행위 심사기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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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규칙 및 고시는 헌법상 법규명령형식으로 규정된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 아니라,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서 그
제정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이와 같이 법령에 의해 창설된 규칙
제정형식은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규칙,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
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규칙 등을 비롯하여 각부 장관
에 의한 각종 고시에서 예를 찾을 수 있다. 헌법상 법규명령 형
식에 속하지 않는 규칙의 제정을 법령이 위임하는 것은 헌법위반
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통설은 입법자의 권한을 존중하여 법률상
근거가 있는 한 합헌이며, 시행령․시행규칙에서 구체적 범위 또
는 기준을 정하여 규칙․고시로 위임할 수 있고 다만 백지 재위
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판례는 고시는 그 자체로 법규명
령은 아니지만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법규적 효력을 갖는다고 함
으로써 고시의 합헌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공정거래법에서 직접 위임한 규칙과 고
시는 형식적으로 합헌으로 인정될 수 있겠으나 그 위임의 한계
문제는 별개로 남는다. 이와 관련하여 상술한 대통령령과 마찬가
지로 위헌 문제가 제기된다.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이 있
는 사항에 관해서는 법률에서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그 일반적인
판단기준 또는 예시를 규정하도록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공정거래법시행령에서 비로소 고시에 위임한 것은 사견에 의하면
위임의 한계 문제 이전에 그 위임 형식과 관련하여 위헌이라고
할 것이다. 헌법이 인정하지 않는 법규형식을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의회입법자가 창설하는 것을 용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입법 단계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
다. 백지 재위임이 아니면 재위임도 가능하다는 통설은 법률→대
통령령→부령의 경우에 받아들일 수 있고,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서 고시로 위임하는 것은 새로운 법규형식 창설로서 위헌이라는
것이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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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고시한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에 관하여 동법의
위 규정과 결합하여 일단 법규적 효력이 있다고 판시하였지만, 17)
이는 법률이 직접 고시에 위임한 경우이다.
(3) 사법심사
위와 같은 시행령․규칙․고시가 위임의 한계 및 위임형식의
관점에서 합헌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의 실질적 합헌성․합법
성은 별개의 문제이다. 행정소송에서 규범통제를 통하여 위헌․
위법으로 인정되는 시행령 규정과 고시들을 적용 배제할 수 있
고, 그것이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에는 시행령․고시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 또는 행정소송(취
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헌법합치적 또는 법률합
치적 해석을 통해 그 법규적 내용을 제한하거나, 특히 시장지배
적 지위의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등 법위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한 시행령 또는 고시에 관해서는 법률의 내용을 구체화
하는 소위 ‘해석규칙’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파악하여 그 법규적
구속력을 부정하고 법률규정에 직접 의거하여 위반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해서는 그것이 현재 대통령령의 형
식으로 제정되어 있으나, 최근 청소년보호법시행령상의 과징금
부과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례18) 에서와 같이, 헌법상의 과잉금지
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에 의거하여 이를 최소한의 기준을 정
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

17) 대법원 2000. 9. 29. 선고 98두12772 판결. 그러나 이 판결은 동 지침 중 표시․
광고내용의 허위성 등에 관한 입증책임을 전환한 부분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는 것이라는 이유로 법규적 효력을 부정하였다.
18)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52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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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정보취득(行政情報取得)
(1) 행정조사
1)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막강하고 포괄적인 행정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법상 행정조사Administrative Investigation 의
방법은 일반적으로 행정사찰Inspection, 소환Subpoena 및 보고․자료
제출요구Reporting Requirement 가 있는데,19) 이 세 가지 모두 공정거
래법에 규정되어 있다. 즉 첫째, 행정사찰로는 사업자․사업자단
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의 경영상황, 장부, 서류, 전산자
료․음향녹음자료․영상자료 등의 조사 및 당사자․이해관계인․
참고인의 의견청취(제50조 제2항)가 있다. 둘째, 소환으로서는 당
사자․이해관계인․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청취(제50조 제1항 제1
호)가 있다. 셋째, 보고․자료제출요구로서는 사업자에 대한 자료
제출의 요청(제3조 제4항, 제14조 제4항, 제14조의2 제2항), 사업
자․사업자단체․임직원에 대한 보고명령 또는 자료․물건의 제
출명령(제50조 제1항 제3호)이 있다.
이러한 행정조사는 이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물리력으로 제압
할 수 있는 ‘직접적’ 강제력은 없고 단지 법적인 불이익 또는 형
벌․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소위 ‘간접적’ 강제력밖에 없다. 위
첫 번째의 행정사찰과 두 번째의 소환을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행정사찰에 대해서는 사업자․사
업자단체에게 2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임원․종업원․이해관계인
에게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 부과되고(제69조의2 제1항
제7호), 소환에 대해서는 사업자․사업자단체에게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임원․종업원․이해관계인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

19) 이에 관해서는 拙稿,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단속처분 및 행정조사법제의 문제
점과 개선방안｣, 행정법연구 제9호 2003, p.10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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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가 부과된다(제69조의2 제1항 제5호). 또한 위 세 번째의 보
고․자료제출요구 가운데, 제14조 제4항, 제14조의2 제2항 소정
의 자료제출요청의 거부 또는 허위제출에 대해서는 법적 불이익
과 형벌 또는 과태료가 동시에 부과된다. 즉 사업자가 자료제출
요청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상호출자제한 기
업집단 등의 소속회사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편입되지 아니한 경
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간주됨과 동시에, 제14조 제4항
의 자료제출요청의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제68
조 제4호), 제14조의2 제2항의 자료제출요청의 경우에는 사업
자․사업자단체에게 1억원 이하의 과태료, 임직원 기타 이해관계
인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69조 제1항 제3
호). 다만, 제3조 제4항의 자료제출요청에 대하여는 형벌이나 과
태료는 없고 위와 같은 소속회사로의 편입간주의 불이익만이 부
과된다. 그리고 제5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보고명령 또는 자
료․물건의 제출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역시 사업자․사업자단체
에게 1억원 이하의 과태료, 임직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69조 제1항 제6호).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위반, 기업결합제한의 위반, 불공
정거래행위 등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형사처벌이 규정되어
있으므로(제66조 및 제67조), 이러한 법위반행위의 혐의가 있을
때에는 검찰 또는 경찰이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법관으로부터 압
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직접적 강제력, 다시 말해, 저항을 물리
력으로 제압할 수 있는 강제력으로 수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행정조사가 아니다.
2) 문제는 법위반행위의 혐의가 없을 때에도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법관의 영장 없이도 위와 같은 강제적－간접적 강제력이
있는－행정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영장주의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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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위반이 아닌가 라는 점이다. 먼저 보고․자료제출요구와 행
정사찰에 관하여 살펴보면, 공정거래법은 그 대상을 ‘사업자․사
업자단체 또는 그 임직원’에 한정하고 있다. 보고․자료제출요구
에 있어서는 이를 거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허위로 보고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법상의 자기부죄Self-incrimination 금지원칙이 문제
되는데, 미국 판례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정거래법이 보고․자료제
출요구의 대상자를 사업자․사업자단체 및 그 임직원에 한정하고
있는 점은 합헌성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행정사찰에 관해서는, 직접적 강제력을 갖는 수색은 아니지만,
과태료에 의한 간접적 강제력 때문에 영업소를 포함한 주거의 자
유가 현저히 침해되므로, 미국 판례는 행정사찰이 영장 없이 행
해질 수는 있지만 그 대상은 ‘치밀하게 규제되는 사업Closely or
Pervasively Regulated Industries'에 한정된다고 한다. 20) 이러한 미국 판
례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상 행정사찰의 대상인 ‘사업자 또는 사업
자단체’는 항상 공정거래법에 의한 독과점․불공정거래 규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일응 합헌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
이다. 반면에, 소환에 관해서는 공정거래법 제50조 제1항 제1호가
그 대상자를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이라고 하여 그 범
위를 전혀 제한하지 않고 있는데, 직접적 강제력을 갖는 구속․
구인이 아니지만, 과태료에 의한 간접적 강제력으로 말미암아 현
저하게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다. 따라서 영장주의에 관한 헌법
제12조 제3항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에 준하는
적법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법관의 영장 없이
20) Colonnade Catering Corp. v. United States, 397 U.S.72(1970) (주류유통업자); United
States v. Biswell, 406 U.S.311(1972) (총기판매업자): Donovan V. Dewey, 452 U.S.
691(1987) (광산채굴회사) 등.

36 제도연구 6

사업자․사업자단체 이외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소환제도는 위헌의 소지가 없지 않다.
3) 상술한 행정사찰, 소환 및 보고․자료제출요구는 간접적 강
제력을 가진 명령적 행정행위下命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
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무소․사업장 조사의 예정통보, 소환결정,
보고․자료제출의 요청 또는 명령이 있으면 바로 취소소송의 제
기 또는 집행정지의 신청이 가능하다.21) 행정조사권한의 발동요
건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제50조 제1
항), “시장구조의 조사․공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제3조 제4
항),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제
14조 제4항), “[계열회사 편입 또는 제외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서, 요컨대 ‘행정조사의 필요
성’이다. 이러한 행정조사의 필요성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 ‘법위반행위의 혐의’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필요성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만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필요성을 인정
하였으면 그만이다 라는 식으로 위 요건을 주관적인 것으로 해석
하게 된다면, 위 규정들은 위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헌
법합치적 해석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객관적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을 때 한하여 행정조사가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아래 행정절차에 관한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정
절차법의 적용 또는 준용에 의한 이유제시의무에 의거하여 공정
거래위원회는 행정조사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그 필요성의 요지
를 이유로서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필요성의 요건이 충족되
는 경우에는 그 조사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재

21) 행정사찰의 경우에 반드시 사전통보를 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는 아
래 행정절차에 관한 부분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제2장 공정거래법의 공적 집행 37

량에 맡겨지지만, 헌법상 비례원칙의 통제를 벗어날 수 없다. 따
라서 행정조사의 범위가 필요한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나거나 아
니면 무제한적으로, 만일 ‘회사에 비치되어 있는 장부, 서류, 전산
자료 등 모든 자료 일체’라는 식으로 된다면, 비례원칙위반으로
인한 재량권남용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는 또 다른 헌법원
칙인 명확성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한 행정조사가 될 수
있다.
(2) 신고제도
공정거래법상 행정조사 이외에 행정정보의 취득을 위한 제도로
서 신고제도가 있는데,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제8조), 기
업결합의 신고(제12조) 및 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제13조)가 그것
이다. 이에 관해 소정의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주식소유
현황등의 신고에 관해서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제68조
제1호 및 제3호), 기업결합의 신고에 관해서는 과태료(사업자․사
업자단체에게는 1억원 이하, 임원․종업원․이해관계인에게는 1,000
만원 이하)가 부과된다(제69조의2 제2호).
이러한 신고는 당해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는 것으로
의무가 끝난다는 점에서 허가와 구별된다. 즉 지주회사의 설립․
전화, 기업결합 및 주식소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허가 등 어떤
사전의 결정과는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단지
그 사실을 소정의 기한 내에－30일 이내에, 주식소유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매년 4월말까지(시행령 제20조 제1항)－공정거래위원
회에 통지하면 되는 것이다. 만일 이들을 허가제로 규정하였다면,
주식소유에 관해서는 논의의 여지없이 재산권침해로서 위헌일 것
이고, 지주회사의 설립․전환과 기업결합도 명백히 경제적 자유
의 침해로서 위헌이 될 것이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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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행정청에게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
나는 소위 ‘자족적 신고’는, 행정절차법 제40조 제2항에 의하여,
신고서의 기재사항, 필요한 구비서류 기타 법령상의 형식적 요건
이 구비된 경우에는 그 신고서가 행정청에 도달된 때 신고의 의
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된다(위 행정절차법의 규정은 공정거래
법에도 적용되는데,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것은 공정거
래위원회의 의결․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에 한정되기 때문이
다). 따라서 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 없다. 따라서 만
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회사의 설립․전환 또는 기업결합이 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일단
신고로서의 효력은 발생하여 무신고로 인한 형사처벌․과태료부
과는 불가능하다. [다만 그 수리거부 행위가 향후 내려질 시정조
치의 경고로서 의미를 가질 때에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
분’에 해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12조 제7
항에 의해 기업결합 이전에, 또는 기업결합 이후 신고기간 이전
에, 공정거래위원회에게 기업결합제한의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
를 요청하였는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결합제한에 위반된
다는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한 심사
22) 다만, 공정거래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으로서
기업결합의 당사회사 중 1 이상의 회사가 대규모회사인 경우에는 각각 합병계약
을 체결한 날, 영업양수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회사설립에의 참여에 대한 주주총
회(또는 이에 갈음하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
여야 하는데(제12조 제5항 단서), 이 경우에는 신고 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각
각 합병등기, 영업양수계약의 이행행위 또는 주식인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되어 있다(제12조 6항). 이는 신고 후 30일 동안에는 시정조치 여부를 기
다리라는 취지인데, 이를 위반한 경우 대한 형사처벌․과태료 또는 기타의 법적
불이익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 금지의무를 위반하면 넓은 의미의 신고의무 위
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제재규정의 명확성
원칙에 비추어 이러한 견해는 받아들일 수 없고, 결국 위 금지의무는 법적 제재
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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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도 불구하고 기업결합의 신고를 하면 그것으로 신고의 의
무는 이행된 것이 되고, 단지 시정조치의 문제만 남는다.
3. 행정결정(행정행위)
(1) 하명 - 시정조치명령
1) 공정거래법의 공적 집행의 대표적인 수단이 시정조치의 명
령인데, 총 7개의 규정에서 마련되어 있다. 즉 ① 시장지배적 지
위의 남용금지 위반의 경우(제5조), ② 기업결합의 제한, 지주회
사의 행위제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상호
출자의 금지, 출자총액의 제한,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
지,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또는 탈법행위의 금
지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는 경우
(제16조), ③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위반의 경우(제21조), ④ 불공
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의 경우(제24조), ⑤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의 경우(제27조), 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위반의 경우
(제31조) 및 ⑦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에 위반하거나 위반
할 우려가 있는 국제계약이 있는 경우(제34조)가 그것이다. 특기
할 것은 위 ②와 ⑦의 경우에는 법위반의 사실이 있을 때뿐만 아
니라 법위반의 우려가 있는 때에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시정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위 ① 내지 ⑥의 경우에
공통된 것은 당해 행위의 중지,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법위반
상태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이다. 그리고 위 ①에 특유한 것
은 당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인하이고(제5조), 위 ②에 특유
한 것은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임원의 사임, 영업의 양
도, 채무보증의 취소,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의 제한이며(제16조 제1항 제2호,
제3호 내지 제5호, 제7호), 위 ④에 특유한 것은 계약조항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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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제24조). 위 ⑦의 시정조치는 계약의 취소, 계약내용의 수
정․변경이 특유한 것이며, 이와 더불어 위 7개 경우의 모든 시
정조치에서 공통된 내용으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가
규정되어 있다.23)
시정조치명령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당해 시정조치를 할 것을
명하는 하명으로서 명령적 행정행위의 일종이다.24) 그 하명의 이
행확보를 위하여 공통적으로 행정형벌이 규정되어 있다. 즉 위 7
개 경우의 시정조치 또는 금지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67조 제6
호). 뿐만 아니라, 위 ②의 경우의 시정조치 중 기업결합제한의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
회가 직접 그 이행시까지 매일 일정한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할 수 있다(제17조의3). 또한 시정조치 중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
당하는 것, 예컨대 법위반사실의 공표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
집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2) 위와 같이 시정조치명령은 상대방에 대하여 이행의무를 발
생시키는 것으로서, 의문의 여지없이 ‘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취소소송의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한데,
공정거래위원회도 시정조치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
우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23) 또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에 갈음하여 출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행사의 금지를 명하는 것(제17조의2 제1항)도 명령적 행정행위인
하명이다. 이에 위반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동조 제5항). 이 경우 당해 회사가
소정의 기간 내에 의결권행사의 금지명령대상 주식을 결정하지 않을 때에는 공
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이를 결정할 수 있는데(동조 제3항), 이는 특정한 주식
에 대하여 의결권행사 금지의무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형성적
행정행위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4) 다만 상호출자금지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및 주식처분명령이 ‘의결권 소멸’이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형성적 행정행위의 성격도 동시에 갖는가 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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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제53조의2).
시정조치명령의 요건, 다시 말해서 법위반행위의 존재 또는 법
위반의 우려 여부에 관해서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시장지배적
지위의 존부, 실질적 경쟁제한성, 불공정거래행위성 등과 같은 불
확정개념에 관해 공정거래위원회에게 ‘판단여지’가 부여될 수 있
는지에 관해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재량’이 인정될 수는 없다.
반면에 일단 시정조치명령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과연 시정조
치를 명할 것인지(결정재량), 또한 어떠한 시정조치를 명할 것인
지(선택재량), 언제 시정조치를 명할 것인지(時의 재량)에 관해서
는 원칙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그
재량의 행사는 명확성 원칙과 비례원칙에 제한을 받는다. 먼저
명확성 원칙의 관점에서는, 상대방이 이행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
지 알 수 있도록 그 내용이 특정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 위법한
처분이 된다. 25) 다음으로 비례원칙에 관해 보면,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와 법위반사실의 공표는 통상 문제가 없지만, 그 이외의 경
우에는 과연 그 시정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필요성의 원
칙), 필요하더라도 그보다 경미한 조치로써 동일한 효과를 달성할
25)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두5347 판결은 “시정명령이 지나치게 구체적인 경
우 매일 매일 다소간의 변형을 거치면서 행해지는 수많은 거래에서 정합성이 떨
어져 결국 무의미한 시정명령이 되므로 그 본질적인 속성상 다소간의 포괄성․
추상성을 띨 수밖에 없다 할 것”이라고 설시한 다음, 이 사건 시정명령이 ‘구성
사업자들로 하여금 휴업 또는 휴진을 하도록 함으로써’라고 하여 행위유형을 명
시하여 원고가 행한 위와 같은 부당한 제한행위를 확인하고 장래 동일한 유형의
행위의 반복금지를 명한 것이고, 반복금지를 명한 행위의 상대방과 내용이 ‘원고
의 구성사업자들인 의사들로 하여금,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진찰․투약․시술
등 의료행위 전반에 걸친 휴업 또는 휴진을 하게 하는 것’임은 이 사건 시정명령
에 명시된 법령의 규정이나 이유 등에 비추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시정명령은
그 행위유형, 상대방, 품목 등에 있어서 관계인들이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명확
하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에서 ‘다소간의’ 포괄성․추상성은 부득이하다고 제
한을 가하고 있는 점, 그리고 ‘관계인들이 인식할 수 있는 정도’를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는 점은 강조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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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지(최소침해의 원칙),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과연 침해
되는 사익보다 큰 것인지(이익형량의 원칙)가 신중하게 판단되어
야 할 것이다.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문적 판단이 존중되어야
할 것이지만, 예컨대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주식의 처분, 임
원의 사임 등 과도한 조치를 명하는 것은 재량권남용이 될 것이
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제16조 제1항의 시정조치 중 “기업결합
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영업방식 또는 영업
범위의 제한”(제7호)과 모든 경우의 시정조치에 공통적으로 규정
되어 있는 “기타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다. 우선, 이러한
시정조치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
하고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헌법위반의 문제가 제기된다. 사견에
의하면, 기업결합의 경우에 대한 영업방식․영업범위의 제한은
어느 정도 그 요건과 범위가 특정되기 때문에 합헌성을 인정받을
수 있겠으나, “기타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는 규정은 경
찰행정 등 질서행정영역에 있어서는 몰라도 경제행정영역에서는
법적 안정성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에서 위헌성이 짙다고 본다.
설사 위 규정이 합헌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합헌성의 요건으
로서, 개별․구체적인 경우에 과연 그 시정조치가 필요 최소한의
것인지, 그 시정조치의 내용이 명확한 것인지가 엄격하게 검토되
어야 할 것이다.
(2) 확인
1) ‘확인確認’은 다툼의 여지가 있는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
의 존부 또는 정당성 여부를 공적으로 판단하여 확정하는 행정행
위로서, 그 확인에 기하여 직접 법령이 정하는 법률효과가 발생
하고 행정청의 효과의사에 의해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
라는 점에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파악된다(통설).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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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확인에 해당하는 행위는 엄격히
법에 구속되는 기속행위라는 데에 그 개념의 실익이 있다. 26)
공정거래법상 이러한 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① 기업결합 금
지의 예외인정(제7조 제2항), ② 출자총액제한의 예외인정(제10조
제1항 제4호), ③ 상호출자제한․출자총액제한․채무보증제한 기
업집단의 지정(제14조 제1항), ④ 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의
계열회사로의 편입 및 제외(제14조의2 제1항) 및 ⑤ 공동행위의
인가(제19조 제2항) ⑥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의 예외지정(제29
조 제2항) 및 ⑦ 국제계약 체결제한의 예외인정(제32조 제1항 단
서)을 들 수 있다. 이들을 편의상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그
법적 성질을 분석하기로 한다. 제1유형은 ①, ②, ⑦이고, 제2유형
은 ③, ④이며, 제3유형은 ⑤, ⑥이다.
첫째, 위 세 가지 유형은 모두 확인으로서 독립된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률상 요건들이 객관적으로 충족되는 것만으
로는 그에 상응하는－금지 내지 제한의 배제,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으로서의 의무 등－법률효과가 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외인정’, ‘지정’, ‘편입’, ‘제외’, ‘인가’ 또는 ‘예외지정’과 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적 결정이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예컨대, 예
외지정을 받지 않고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한 경우, 형사소송 또
는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객관적으로 그 예외지정 요건
(제2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더라
26)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구별의 의미를 부정하고 기속
행위․재량행위의 판단에는 근거법규의 해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견해(김
남진 교수 등)가 있는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구별
이 선험적으로－근거법규의 해석과 무관하게－선행되고, 이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속행위․재량행위가 판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위 견해에 동의할 수 있
으나, 근거법규의 해석에 있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구별이 주요한 해석지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방법론적 의의를 완전히 부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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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양형 또는 과징금 액수의 타당성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을지
언정, 그것만으로 법위반사실이 부정될 수 없다.
이러한 독립된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이 위 제2, 3유형에 대해서
는 이의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제1유형에 대하여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한편으로 그 조문의 규정방식에 의하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기업결합”, 또는
“해당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되어 있는
데, 이는 그 예외에 해당하기 위한 객관적 요건을 표현한 것에 불
과하고 그 ‘인정’을 독립된 행정행위로 설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
이다. 실제로 다수의 법령에서 처분 기타 행정조치의 요건들이 이
러한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27) 다른 한편으로, 실무상 지금까지
위 제1유형에 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식적인 ‘예외인정’결정을
내린 예를 찾기 어렵다. 특히 위 ①의 기업결합의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있는데, 당사자가 기업결합을 신고하게 되면, 공정거래위
원회는 제7조 제1항 소정의 실질적 경쟁제한성 여부와 동조 제2
항 소정의 예외사유의 존부를 일괄적으로 판단하여 그 기업결합
이 허용되는 것일 때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허용될 수 없
는 것일 때에는 바로 시정조치를 명할 뿐 위 예외사유의 존부에
관해 별도의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그 기업결
27) 예컨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 제1항은 “경찰관은…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
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타인의 토지․건물 또는 선차 내에 출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는데, 위해방지 또는 피해자 구조를 위한 그 불가피성은 경찰관의 조치의 객관적
요건에 불과하고 반드시 ‘인정’이라는 별도의 행정행위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예는 다수의 법령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건축법 제8조 제5항은 건
축허가 거부사유로서, “허가권자는…당해 대지에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
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2조 제3
항은 주식소각 또는 자본금감소 명령의 요건으로서, “당해 금융기관의 부실에 책
임이 있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주주”라고 규정하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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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이 실질적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를 전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예외인정’결정을 신청하지 않는
것이 상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예외인정’결
정을 받지 아니한 이상 당해 기업결합이 객관적으로 위 예외사유
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위반행위로 제재를 받게 된다는 것은 심
히 부당한 것이 아닌가 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다른 법령에서 ‘관할행정청이…다고 인정하는’이라는 문구가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처분 기타 행정조치의 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그 요건의 ‘인정’은 이에 의거하여 발동된 처분 기타
행정조치로 흡수되므로, 그 ‘인정’을 별개의 행정행위로 파악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반면에 위 제1유형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
정’은 이와 같이 처분 기타 행정조치를 발동하기 위한 요건이 아
니라, 법률상 금지 또는 제한을 배제하는 법률효과가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다. 따라서 ‘인정’을 독립된 행정행위로 파악하지 않
고 단지 객관적 요건만을 규정한 것으로 본다면, 이에 관하여 공
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게 되고,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다고 인정하는’이라는 문구는 사문화死文化된
다. 이러한 결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과 책임에 반하는 것이
라고 할 것이다.
또한 실무상 지금까지 공식적인 ‘예외인정’결정을 내린 예가
없다고 해서 그 법적 성질을 좌우할 만한 결정적인 논거가 될 수
없고, 오히려 법률관계의 명확성 내지 법적 안정성을 위해 앞으
로 다음과 같이 실무가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결합의 경우
에는 그 신고 속에 만일 실질적 경쟁제한성이 있으면 예외사유의
존부에 관해 결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조건부 예외인정 신청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실질적 경쟁제한성
자체가 없으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실질적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예외사유의 존부에 관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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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정거래위
원회가 기업결합의 신고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나 통지를 하지 않
았을 때에는 실질적 경쟁제한성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공정거래위원회가－신고 직후이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이든간에－시정조치를 명하게 되면, 그 시정조치명령
속에 예외인정을 거부하는 거부처분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당사자가 실질적 경쟁제한성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명
령만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도 되겠지만 실질적 경쟁제
한성을 전제로 그 예외사유에 해당함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위 거
부처분까지 구하여야 할 것이다. 나머지 위 ②, ⑦의 경우에는 신
고의무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예외인정의 신청이 필요하다는 것
만이 다르고, 나머지 점은 위 ①의 경우와 동일하다.28)
둘째, 확인은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객관적 판단으
28)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신청에 대하여 ‘예외인정’을 거부하거나 묵묵부
답인 경우에 현행법상 의무이행소송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
될 수 있다.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예외인정’은 기속행위이므로 거부처분
에 대해서는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의해서도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기속력 및 간
접강제를 통해 의무이행소송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묵묵부답, 즉 부작
위에 대해서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으나, 그 심판범위를 응답의
무에만 한정하는 종래의 판례 때문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공
정거래위원회의 거부처분을 기다려 다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불편이 크다. 이 문제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판범위를 적극적 처분의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거나 또는 현재 진행중인 행정소송법의 개정에
의해 의무이행소송이 도입되면 해결될 것이다. 여하튼 ‘예외인정’을 객관적 요건
으로 파악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바로 그에 상응하는 법률효과
가 처음부터 발생한 것으로 확정되는 반면, 본고에서와 같이 행정행위인 확인으
로 파악하게 되면 법원의－거부처분 취소소송 또는 의무이행소송의－확정판결이
있더라도 그 이행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외인정’결정을 하여야만 그때부터
그에 상응하는 법률효과가 발생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위
상과 책임을 감안하여 현행법의 조문을 사문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함으로
써 발생하는 불가피한 결과이다. 따라서 입법론적으로 이를 객관적 요건으로 바
꾸는 것도 신중히 검토할 만하다.

제2장 공정거래법의 공적 집행 47

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임의로－그 요건의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예외인정’, ‘지정’, ‘인가’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
문法文이 예컨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제7조 제2항),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제19조 제2항)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그 요건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정’ 또는 ‘인가’를
별개의 것으로 이해하여, 아무리 그 요건들이 존재하더라도 공정
거래위원회가 이를 ‘인정’ 또는 ‘인가’하지 않으면 그만이다는 식
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행정청에 의한 수의조건隨意條件을 규정한
것으로서, 위헌이 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헌법합치적’ 해석을 통
해, 위 규정들은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그 요건들의 존부에 관
해 객관적으로 판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셋째, 그 요건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는 반드시 그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그 법령상
요건 이외의 공익상의 이유를 들어 그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소위 ‘거부재량’이 있는가 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바로 여기서 확
인의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의 법적 성질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예외인정․인가․예외지정에 의해 당해 행위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 법률효과, 또는 상호출자제한/출자총
액제한/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의 지정 또는 계열회사의 편입 및
제외에 의해 발생하는 법률효과는 모두 공정거래위원회의 효과의
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 자체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 일차적인 근거는 법문이 공정거
래위원회의 결정들에 대해 바로 일정한 법률효과를 결부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29) 이러한 의미에서 위 결정들은 준법률행위적 행
29) 예컨대, 기업결합금지의 예외인정에 관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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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행위인 확인에 해당하고, 그렇기 때문에－후술하는 바와 같이
그 요건 부분의 불확정개념에 대해 판단여지가 인정될 수 있는지
는 별론으로 하더라도－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반드시 그에 따른
결정을 해야 하는 기속행위인 것이다. 이러한 결론의 실질적인
근거는 공정거래법은 기업의 경제적 자유를 전제로 예외적으로
경쟁제한행위를 규제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에 재량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위 세 가지 유형 모두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확
인으로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허가(금지의 해제) 및 특허(권
리의 창설)와 구별된다. 법문상으로 위 제3유형, 즉 ⑤ 공동행위
의 인가(제19조 제2항) 및 ⑥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의 예외지
정(제29조 제2항)에 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30) 일반적으
로 허가는 기속행위로, 특허는 재량행위로 파악되는데, 경제적 자
유를 전제로 하는 공정거래법에서는 위 제3유형을 특허로 볼 수
없다. 다음으로, 그렇다면 허가로 볼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허가
도 기속행위이므로 이 점에 관한 한 확인과 차이점이 없다. 그러
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기업결합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제7조 제2항)고 규정되어 있고, 기업집단의 지정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하여서는 아니 된다”(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10조의2 제1항)고 규
정되어 있다. 만일 “기업결합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기업결합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허가로 보아야 할 것이
고, 또한 만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기업집단
에 대하여 상호출자를 금지하거나 출자총액을 제한하거나 채무보증을 금지할 수
있다”는 식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하명으로 보아야 할 것
이다.
30) 공동행위의 인가에 관해서는 ‘인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
과 시행령에서 다수의 ‘인가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의 예외지정에 관해서는 “당해 상품에 대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
록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리 지정을 받은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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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허가는 금지의 해제로서, 통상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허
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무규정과 함께 허가를 받지 않고 당해 행
위를 한 자를 처벌한다는 제재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반면, 위 제
3유형의 경우에는 행위금지 규정과 그 금지위반에 대한 제재규정
이 있고 ‘인가’ 또는 ‘예외지정’을 받으면 그 행위금지 규정이 적
용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하여 인가 또는 예외지정을
받지 않고 공동행위 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인가․예외지정에 의한 법률효과(금지규정의 비적용)가 발생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원래의 행위금지규정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허가의 경우에는 제재의 초점이 ‘허가
없이’ 금지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있는 데 비하여, 위 제3유형
의 경우에는 바로 ‘금지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있다. 31) 이러한
조문형식상의 차이점은 요건의 내용적 차이점에서 비롯된다. 즉
허가는－예컨대, 교통안전을 이유로 하는 자동차 운전금지에 대
하여 그 교통안전을 기할 수 있는 능력을 요건으로 운전면허가
발급되는 것과 같이－금지의 근거 자체를 배제할 만한 사유를 요
건으로 하는 반면, 위 제3유형은 금지의 근거 자체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금지된 행위를 용인할 수 있는 다른 사유를 요건으
로 한다. 이상과 같은 점에서 위 제3유형의 ‘인가’ 및 ‘예외지정’
은 허가가 아닌 확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형성적 행정행위
공정거래법상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각종 기간의 연장은, 예
컨대 출자총액제한의 예외 기간의 연장(제10조 제1항 단서 제4호
31) 예컨대 기업결합 금지위반의 경우 공정거래법 제66조 제1항 제2호는 “제7조(기업
결합의 제한) 제1항 본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한 자”에 대
해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고, 기업결합금지의 예외인정을 받지 않고 기업결합을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별도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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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5호), 또는 일정한 기업결합에 있어 합병등기 등의 금지기간
의 연장(제12조 제6항)과 같이, 법률요건 내지 법적 효과의 변경
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형성적 행정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일반
적으로 특허 등 형성적 행정행위는 재량행위로 파악되는데, 위와
같은 연장결정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재
량 및 선택재량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그 개념적 실익이 있다.
제16조 제1항의 시정조치 중 상호출자위반에 대한 시정조치명
령(제1호 내지 제8호의 모든 시정조치를 포함)과 그 이외의 법위
반에 대한 주식처분의 명령(제2호)이 하명인 동시에 형성적 행정
행위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가 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시정조치명령들에 의해 주식의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는데(제18조 제1항 및 제2항), 그에 의해 바로 그 의결권이
소멸되어 실제로 의결권을 행사하더라도 무효가 되는가 라는 문
제이다. 한편으로, 이러한 법률상의 금지를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
사한 경우 형사처벌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제66조 제7호), 가능
하면 공정거래법을 사적 자치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위 명령들은 단지 하명에 불과한 것으로서, 명문
의 규정이 없는 이상, 금지의무만을 부과할 뿐 그것으로 바로 의
결권을 소멸시키는 형성적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32) 반면에, 제18조 제1항
의 법문이 예컨대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식으로 규
정된 순수한 금지규정이 아니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의결권의 행사 자체를 봉쇄하는 취지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만일 형사처벌만이 가능하고 의결권 행사는 유효하
다고 한다면 주식처분명령의 실효성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의결권 소멸이라는 형성적 효과도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32) 이러한 견해로는 SK텔레콤주식회사 편, 실무 주주총회․이사회, 2001, p.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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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는 견해도 충분히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후자의 견해가
현행법의 해석으로도 좀더 타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입법론적으
로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4) 시정권고 및 경고
위반행위의 시정권고(제51조)와 경고(공정거래위원회의운영및사
건절차등에관한규칙 제50조)는 그것만으로 직접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최협의의－독일식 개념인－행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로 인해 당사자의 권리행사에 현저
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로 하여금
법위반 여부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툴 기회가 봉쇄되기 때문
이다. 또한 경고에 관해서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식의
시정조치 대신에 경고를 하게 되면 오히려 당사자에게 유리하겠
지만 당사자가 경미한 위반행위라도 그 위반 자체를 다투는 경우
에는 그 경고가 권리침해적 요소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법
률의 구체적 위임 없이 공정거래위원회 규칙에서 경고제도를 규
정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개정을 통하여 법률에 규
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행정제재
(1) 과징금
원래 ‘위반행위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의 환수’라는 명분으로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과징금 부과처분은 구법 제6조 제1항(1996.
12. 30. 법률 제523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소정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인하명령위반에 대한 과징금에서와 같이, 구체적이
고 현실적인 이득액에 대하여 그 과징금 부과여부 및 부과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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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해 재량의 여지가 전혀 없는 기속행위였다. 따라서 이를 행정
처분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위헌의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그 후
모든 법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상술한 7개 경우의 시정조치
에 대응하여 현행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마련되었는데(제6조, 제17
조, 제22조, 제24조의2, 제28조, 제31조의2 및 제34조의2), 이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특정 규모의 경제적 이득을 환수하는 것이 아
니라, 그러한 위반행위가 있으면 통상적으로 경제적 이득이 발생
한다는 전제하에 그 경제적 이득을 추정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징금 부과 여부 및 부과액에 관하여 공정거래
위원회의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이러한 현행 과징금 제도는 ‘경
제적 이득의 환수’라는 요소와 더불어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의
요소를 강하게 갖고 있다. 33)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득의 환수’
라는 요소는 전혀 없고 단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의 요소만이
존재하는 과징금으로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부당지원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동법 제24조의2)을 들
수 있다. 부당지원행위로 인해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게 되는 것
은 오직 지원을 받은 사업자뿐이고 지원행위를 한 사업자는 아무
런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만일 지원행위로
인해 지원자가 어떤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된다면 이는 정상적 거
래가 되어 ‘부당지원행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현행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이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갖는 것이라면, 여러 가지 헌법적 문제가
발생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원리
는 형사절차만이 아니라 입법․행정 등 국가의 모든 공권력의 작
용에 적용되므로, 위 헌법조항에서 말하는 ‘처벌’에는 형사처벌
33) 이와 같이 현행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이 행정제재로서 성격을－최소한 부당이득 환
수적 성격과 동시에－강하게 갖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권오승, 전게서, p.427 이하;
박해식, ｢과징금의 법적 성격｣, 공정거래법강의 Ⅱ, 2000, p.598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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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허가취소․정지․과징금 등 행정처분에 의한 제재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처벌에 적용되는 헌법원칙인
이중처벌금지, 무죄추정, 자백보강법칙 등은 최소한 그 본질적 내
용이 행정처분에 의한 제재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
서 필자는 행정제재처분을 ‘광의의 행정벌’이라는 관념으로 파악
하고 있다.34) 특히 과징금은 형사처벌로서의 벌금과 실제적 효과
가 동일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과징금에 일부나마 부당
이득 환수적 성격이 있다는 점에서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정면으
로 위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대로 제재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벌금과 비교하여 무죄추정과 자백보강법칙이 문제되는 것
이다.
특히 의무위반의 제재로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와 비교하더라
도 무죄추정원칙 위반의 문제는 없어지지 않는다. 과태료는 이의
가 제기되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절차로 이행되고, 따라
서 확정판결이 내려져야만 집행이 가능한 데 비하여, 과징금은
모두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절차가 준용되어 있으므로 그에 대
한 행정소송(취소소송)의 기각확정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에도 행정
청에 의한 자력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오히려 과징
금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결정을 받기 위해
고심해야 하고, 더욱이 과징금과 같은 금전적 손해는 원칙적으로
회복불가능한 손해가 아니라는 판례 때문에 집행정지결정을 받는
것은 하늘에서 별따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유럽법상 경
쟁법 위반에 대한 제재금Fine과 미국법상 Civil Penalty에도 없는
제도이다. 35)
34) 拙稿, ｢협의의 행정벌과 광의의 행정벌-행정상 제재수단과 법치주의적 안전장치｣,
서울대학교 법학 제41권 4호(통권 117호), 2001. 2. pp.278-322.(제4차 동아시아
행정법학회 주제발표문)
35) 미국법상 Civil Penalty를 ‘과징금’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데,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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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벌금과 과태료의 경우에는 법원이 최종결정 권한을 갖고
있어 상대방으로서는 한 번의 소송을 통해 확정된 금액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 데 비하여, 과징금은 재량적 행정
처분에 의해 부과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과도하더라도 법원은 행
정소송에서 이를 전부 취소할 수 있을 뿐이고, 그렇게 되면 공정
거래위원회는 그보다 작은 금액의 과징금을 다시 부과하게 되고
상대방이 이에 불복하면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부담을
갖는다. 이는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사법권에 대한 현저한 제한이
아닐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2003. 7. 24. 선고, 2001헌가25 결정의 다수의견
에서 “과징금의 부과 여부 및 그 액수의 결정권자인 [공정거래]
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구성에 있어 일정한 정도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고, 과징금 부과절차에서는 통지, 의견진술
의 기회 부여 등을 통하여 당사자의 절차적 참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행정소송을 통한 사법적 사후심사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징금 부과 절차에 있어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었다거나 사법권을 법원에 둔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상술한 무
죄추정원칙의 위반과 재판청구권․사법권의 제한에 관한 문제는
Penalty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민사소송절차에 의해 부과되
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것이다. 1970년대 이후 이민국적법,
공정근로기준법 등에서 행정청이 먼저 Civil Penalty를 부과하고 상대방이 이를
다투어 제소하면 실질적 증거(Substantial Evidence)법칙에 의한 제한적 사법심사
(Limited Judicial Review)가 이루어지는 제도가 다수 도입되고 있다(朴鈗炘, 전게
서, p.625; 同人, ｢미국의 민사금전벌제도｣, 미국헌법연구 제1집, 1990 참조). 이
러한 행정청의 부과를 우리의 행정처분에, 제한적 사법심사를 우리의 행정소송에
대응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과징금과 유사한 제도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
나 이러한 새로운 Civil Penalty도 자력집행력이 없어 당사자가 임의납부하지 않
으면 행정청이 납부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을 뿐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과징금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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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으로 판단된 바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판
례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위 결정의 소수의견과 같이 공정거래법
상 과징금 제도는 위헌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위 헌법재판소 결
정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합의제 행정기관이 아닌 일반
행정기관에 의한 과징금 부과는 위헌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의의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여하튼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당분간 현행 공정
거래법상 과징금 제도가 폐지 내지 수정될 가능성이 없어졌다 하
더라도, 그 위헌성을 제거하는 우회적인 방법은 남아 있다. 무죄
추정원칙 위반에 관해서는, 실무상 법원이 과징금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확대하고, 또한 입법론으로서는 행정소송법에 의
무위반으로 인한 제재처분, 특히 과징금 등 제재금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드시 집행정지결정을 내리는 제도를 도입
하는 것이다. 재판청구권의 제한 문제에 관해서는, 현재 법원실무
상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상 화해’제도를 통해 가급적이면 과징
금 액수를 한 번의 행정소송에서 확정되도록 하고, 입법론으로서
는 행정소송법에 제재처분의 변경판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다.36) 행정청으로서는 일단 허가취소․정지, 과징금 등 제재처분
36) 프랑스에서는 1989년 이래 객관적 완전심판소송(Recours Objectifs de Plein ContenTieux)의 형태로 법원은 행정기관이 부과한 허가취소, 영업정지, 행정제재금(Amendes
AdMiNiStratives)을 취소하고 이에 갈음하는 처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고 있다. 모든 행정영역을 포괄하는 일반적 제도로서가 아니라, 공정거래위
원회, 방송위원회, 증권거래소, 보험감독위원회, 통신위원회, 항공위원회, 주택담당
장관의 제재처분에 대해 콩세이유․데타가 제1심 및 최종심을 담당하는 것으로 각
기 개별법으로 도입되었고, 그 일부는 행정소송법전에 편입되었다. 최근 범위가 점
차 확대되어 모든 행정법원이 그 관할에 따라 공항소음규제청의 행정제재금, 운수
사업자에 대한 내무부 장관의 제재처분, 수산업법 위반자에 대한 도지사의 제재처
분, 옥외광고간판규제법 위반자, 농업법 위반자, 대기오염․수질오염에 관한 도지
사의 제재처분 등에 관해 취소․변경을 할 수 있는 권한이 개별법으로 도입되고
있다(Chapus, “Droit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10e éd., 2002, No.26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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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내렸고 법원이 이것이 과도한 제재로서 재량권남용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이므로, 법원이 행정청에 갈음하여 제재의 종류와
정도를 결정하더라도 행정청의 일차적 결정권이 본질적으로 침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제재처분 변경판결이
행정청의 재량에 개입하는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그
러나 법률상 제재처분에 관해 부여되는 재량은 구체적 사건에서
위반의 정도․동기․결과 등을 참작하여 적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행정청에게 공익적 관점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통상적인 재량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제재처분을 함에 있
어서는 통상 단속공무원의 보고서 등 단편적인 자료에 의거하는
반면, 그에 대한 취소소송의 심리를 통해 법원은 풍부한 정보를
획득하기 때문에, 법원이 오히려 행정청보다 제재처분에 관한 재
량을 더욱 더 정확하게 행사할 수 있는 입장에 서게 된다.37)
(2) 과태료
공정거래법은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 행정형벌38) 과 상술한 과징
금과 더불어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는데(제69조의2 제1항), 그 부
과 대상은 자료제출요구․소환․행정사찰 등 행정조사에 불응,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제3호, 제5호 내
37) 상세한 내용은 拙稿, ｢行政訴訟法 改正의 主要爭點｣, 공법연구 제31집 제3호,
2003, p.98 이하 참조.
38) 행정형벌은 공정거래법 제66조 내지 제68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대상은 주로
법위반행위이다. 징역형 없이 1억원 이하의 벌금만을 규정하고 있는 제68조에서
는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의 신고,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 등 부수적 의무의 위반행위 이외에, 행정조사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의 거부 또는 허위자료제출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이 특징이다. 행정형벌은 형사소송법 및 형법에 의거하여 검찰과 법원을 통해 이
루어지는 것으로서, 엄격한 의미의 ‘행정제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본고에서
는 상론을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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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제8호) 이외에 공시의무 위반(제1호․제4호) 및 기업결합 신고
의무 위반(제2호)이다. 과태료는 종래 ‘행정질서벌’이라 하여, 행
정형벌은 행정법규위반이 행정목적 내지 공익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것인 데 비하여, 간접적으로 행정상 질서에 장
해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의무태만에 대한 제재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다시 말해,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그 대상
이 되는 행위와 관련하여 행정목적 침해의 직접성과 간접성을 기
준으로 개념적인 구분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소위
‘행정법규위반의 탈범죄화’의 경향으로서, 종래 행정형벌로 규정
되어 있던 것을 대폭 과태료로 전환함으로써, 행정목적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 과태료 액수도
－공정거래법에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게 2억원 또는 1억원
이 부과되는 것처럼－최고 수억원으로 대폭 증액되고 있다. 그리
하여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구별은 이제 그 위반행위의 성질
에 따른 개념적 구분이 아니라 위반된 법규의 중요성에 따른 입
법재량의 문제로 변하였다고 할 수 있다.39) 공정거래법에서 같은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의 신고의 경
우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행정형벌을 부과하는 반면(제68
조 제1호), 기업결합의 신고의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제69조의2 제1항 제2호), 또한 행정조사의 거부에 대하
여도 일반적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하면서도(제69조의2 제3호,
제5호 내지 제8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의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제68조
제4호)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
사건절차법에 의거하여 법원이 직접 부과하는 것이지만, 공정거
39) 拙稿, 전게논문, ｢협의의 행정벌과 광의의 행정벌｣, p.291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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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법상의 과태료는 다른 수많은 개별법률에서와 같이 먼저 관할
행정청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부과되는데, 이에 대해 30일 이
내에 이의가 제기되면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재판
을 하게 된다(제69조의2 제3항 내지 제5항). 공정거래위원회에 의
한 과태료부과는 법문에서 ‘과태료처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시피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만, 이와 같이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가 제기되면 그 효력이 상실되고 과태료재판을 통
해 과태료가 다시 부과되는 것이므로, 다시 말해, ‘이의제기’라는
다른 간편한 불복방법이 있으므로 취소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위 기간 내에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
태료처분은－금전급부를 명하는 행정행위(하명)로서－유효하게 존
속하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강제징수의 대상이 된다(제69
조의2 제6항). 이러한 의미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과태료부
과는 “이의제기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행정처분” 40)으로서, 이의제
기기간의 도과를 정지조건으로 자력집행력까지 갖게 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의가 제기되면 그 행정처분 자체가 자동적으
로 실효되고 따라서 자력집행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징금의 경
우와 같은 무죄추정원칙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입법론적으로 현행법상 과징금은 모두 과태료로 전환될
것이 요청된다.
(3) 이행강제금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업결합제한의 위반에 대한 시정조
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이행시까지
매일 일정한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제17조의3 제1
항). 이러한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행정
40) 김동희, 행정법 Ⅰ, 2004, p.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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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강제집행의 일환으로서 ‘집행벌’에 해당하므로, 과거의 의무위
반에 대한 제재인 행정형벌과 구별되고, 따라서 이행강제금과 행
정형벌은 병과가 가능하고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에 위반되지 아니
한다. 다시 말해, 이행강제금을 ‘행정제재’의 일환으로 파악하는
경우 그 제재의 대상은 원래의 법위반행위(기업결합제한의 위반)
가 아니라 시정조치명령의 불이행이기 때문에, 원래의 법위반행
위에 대한 제재인 행정형벌과 제재의 대상을 달리하는 것이다.
체납된 이행강제금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되므로, 이
행강제금의 부과는－과징금의 부과와 마찬가지로－자력집행력을
갖는 하명처분으로서, 취소소송 및 효력․집행정지신청의 대상이
된다.
5. 행정절차
(1) 개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행정절
차법 제3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2조 제6호). 이와 같이 행정절차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는 행정절차에 관한 규
율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
결정절차에 관해서는 행정절차법의 규율보다 더 엄격한 절차적
규율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41)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와 의
결은 사업상의 비밀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
하고(제43조 제1항),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41)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의 상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황보윤, ｢공정거래위
원회의 사건처리절차｣, 권오승 편, 공정거래법강의 Ⅱ, 2000, p.559 이하; 임영
철,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권오승 편, 자유경쟁과 공정거래, 2002,
p.577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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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데(제52조 제2항), 이는 행정절차법상의 청
문聽聞에 대한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행정절차법상 사
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기 전
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한 기회를 부여하도
록 되어 있다(제52조 제1항). 가장 큰 특징은 공정거래법에는 행
정절차법 제21조 제4항과 같은 의견청취절차의 생략에 관한 규정
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생략사유가 존재한다고 하
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여 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42) 또한 행정절차법상 자료열람은 청문이 행해지
는 경우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한하여
인정되는 데 비하여, 공정거래법에서는 이러한 제한 없이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동법에 의한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52조의2). 43)
(2) 이유제시
문제는 처분의 이유제시에 관해 공정거래법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인데,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
에관한규칙’(이하 ‘운영절차규칙’) 제54조 제2항은 시정명령, 과징
금 납부명령 또는 과태료 납부명령의 의결서 및 고발, 입찰참가
자격 제한요청 또는 영업정지요청의 결정서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42)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212 판결.
43) 다만 행정절차법에는 다른 법령에 의해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
드시 자료열람에 응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행정절차법 제37조 제1항), 공정거래법
에서는 반드시 자료열람에 응하여야 하는 경우를 “자료를 제출한 자의 동의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점은 입법론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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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유제시의무는 행정절차법 시행
이전부터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의 내용으로 승인되어 왔고 또한
상술한 바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결정을 거치는 사항에
관해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행정절차적 규율을 강
화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위 운영절차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모든
결정에도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의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운영절차규칙 제14조 및 제16조
에 의하면, 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50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한 출석요구서 또는 제3호에 의거한 보고․제출명령
서를 발부하도록 되어 있는바, 한편으로 법률에서 공정거래위원
회 자체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행정조사를 규칙 차원에서 심사관
등이 독자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상위법 위반이 아닌가
라는 의문이 제기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이와 같이 공정거
래위원회 자체의 결정을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이 적
용되기 때문에 그 출석요구서 또는 보고․제출명령서에 이유를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3) 사전통지
상술한 바와 같이 공정거래법에는 시정조치와 과징금 납부명령
에 대해서만 사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의 기
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제52조 제2항), 그 이외의 처
분, 예컨대 과태료처분과 행정조사결정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먼저 과태료처분은 행정제재라는 점에서
과징금 납부명령과 성질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운영절차규칙 제
52조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과태료처분을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과 나란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
상 적법절차원칙 및 행정절차법의 이념에 비추어－굳이 행정절차
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부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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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공정거래법 제52조 제2항의 준용 내지 확대적용을 통해,
과태료처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것
이다. 다음으로 행정조사결정에 관해 살펴보면, 상술한 바와 같이
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에 의한 출석요구 또는 보고․제출명령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위 출석요구
등이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임이 분명한 이상, 행정절
차법 제21조 제1항의 사전통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밖에 없
다. 다만 동조 제4항 제3호 소정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
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
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는 사유에 의거하여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남지만, 그러한 생략사유에 해당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자체의 결정에 의한 행정사찰(공정거래
법 제50조 제2항)의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의 적용
이 배제되므로 그 결정 이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부여는
필요 없겠지만, 급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
간 이전에 일시․장소․조사대상․조사이유 등을 명기하여 행정
사찰을 결정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입법론적으로 공정거래법 또는 최소한 운영절차규칙에 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것이 요청된다. 행정조사로서의 행정사찰은 과태
료에 의한 간접적 강제력만을 갖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긴급조
치로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일 긴급을 요하는 것
이라면 압수․수색영장에 의거한 형사절차를 통하여야 할 것이다.
(4) 약식절차
상술한 바와 같이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의결
의 공개원칙을 천명하고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의견진
술․자료제출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운영절차규칙 제59조 및 제
60조는 당사자가 법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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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한 경우에는 ‘약식절차’로서 서면으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이러한 약식절차 제도의 필요성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나,
이해관계인의 출석․의견진술․자료제출의 기회가 봉쇄된다는 점
에서 상위법 위반의 점이 문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에
대해서도 규칙 차원에서 법률상 규정의 예외를 허용한다는 것이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자체에서 이에 관한 규정을 마
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Ⅴ. 독점규제 행정구제법
1. 행정쟁송
(1) 행정심판 - 이의신청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재결을 해야 하는데(공정거래법 제53조 제1항 및 제
2항), 이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절차의 특례를 정한 것으
로서,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행정심판법 제3조 제
1항의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심판법상 재결청, 행정심판
위원회, 청구기간 등 이와 모순되는 규정들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행정심판법 제43조 제2항은 “행정심판에 관하여 다른 법
률에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천명하고 있다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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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동법시행령 또는 운영절차규칙상의 규정들과 모순되
지 않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해서도 적용된다. 44)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이의신청 심판기록은 행정소송법 제25조
소정의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공
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절차가 특별행정심판으로서, 헌법
제107조 제3항의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는 규정에서 말하는 ‘행정심판’에 해당하고, 뿐만 아니라 위 행정
소송법상의 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의 제도적 취지는 전심절차에
관한 기록을 통해 재판자료의 충실을 기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
로, 행정소송법 제25조 제1항의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의한
일반행정심판만이 아니라 그 특례에 해당하는 모든 특별행정심판
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공정
거래위원회가 위 행정소송법 규정에서 말하는 “재결을 행한 행정
청”에 해당하는 것이다.
문제는 공정거래법 제53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의 대상을 ‘처
분’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부작위는 어떻게
되는가 라는 점이다. 예컨대, 사업자가 제7조 제2항에 의거한 기
업결합제한의 예외인정을 신청하였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묵묵부
답하는 경우이다. 위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을 문리적으로 해석
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부작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에 특
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행정심판법이 적용됨으로써 의무이행심
44) 공정거래법시행령은 제59조에서 이의신청서의 기재내용과 첨부서류, 신청서류의
보정, 이의신청의 처리기간에 관해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운영절차규칙은 제65
조에서 이의신청의 처리절차에 관해 원칙적으로 통상의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규
정들을 준용하고 있고 제66조 및 제67조에서는 기타의 처리절차에 관해, 제68조
는 이의신청의 취하에 관해, 제69조는 심의방식에 관해, 제70조는 재결의 구분에
관해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행정심판법의 청구인적격(제9조), 심판참가
(제16조), 청구의 변경(제20조), 재심판청구의 금지(제39조) 등에 관한 규정들은
공정거래법상의 이의신청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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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의 대상이 된다는 결론도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국무총리
가 재결청이 되어 결국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권한에 속
하게 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을 해치게 된다. 따라
서 위 공정거래법 제53조 제1항 소정의 ‘처분’을 부작위까지 포
함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여 부작위도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의 대상으로 파악하되, 의무이행심판에 관한 행정심판법
의 규정, 특히 제32조 제5항 전단의 소위 ‘처분재결’에 관한 규정
이－위 동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유사한 문제가 집행정지결정에 관해 발생한다.
공정거래법 제53조의2는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공정거래위원
회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집행정지결정을 할 수 있
도록 하면서 그 대상을 시정조치명령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시정조치명령 이외의 처분, 예컨대 상
호출자제한 등 기업집단의 지정결정에 관하여 행정심판법 제21조
가 적용됨으로써 재결청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이 가능하지만, 그
재결청에 해당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공정거래위원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의할 것은 이러한 특별행정심판으로서의 이의신
청이 행정소송 제기를 위한 필요적 전치절차가 아니라는 점이다.
1998년 행정소송법 개정으로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원칙적으로 폐
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 제54조 제1항의 문언에 비추
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
한 불복의 소訴를 제기할 수 있음이 명백하다.
(2) 행정소송
1) 관할․제소기간의 특수성
공정거래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는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공정거래법 제55조). 전속관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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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합의관할 또는 응소관할이 성립할 수 없다. 여기서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라 함은 취소소송 또는 무효확인소송은 물론, 상
술한 행정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처분’을 넓게 해석하여, 부작위
를 다투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등 조치로 인한 국가배상청구소송, 공정
거래위원회의 고발로 이루어지는 형사소송 및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에 의해 이루어지는 과태료재판은 여기서 말하는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
에서 제외되고 3심제의 일반적인 재판관할에 의한다. 또한 공정거
래법에 의한 처분에 한정되기 때문에, 예컨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
에관한법률에 의거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비공개결정을 내린 경우 이에 대한 취소소송도 마찬가지이다. 45)
1998년 행정소송법 개정으로 행정소송이 3심제가 되었는데(행정
소송법 제9조 제1항),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2
심제로 특별취급하는 근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준사법기관적 성격
에서 찾을 수 있다. 즉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행정소송
의 제1심에 상응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46) 따라서 공정거래위
45) 가장 전형적인 예가 언론기관, 시민단체 등이 사건처리통계, 회계장부 등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일 것이다. 반면에, 공정거래법 제52조의2에 의거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공정거래법에 의한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하
였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거부결정은 공정거래법에 의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문제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이러
한 처분관련 자료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거부한 경우이
다. 정보공개청구는 개인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인정
되는 것으로서, 공정거래법상의 자료열람요구와는 그 제도적 취지가 다르기 때문
에 현행법상으로는 양 제도가 병존하고, 따라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거부결정인
이상 공정거래법에 의한 처분이 아니므로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는
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입법론적으로 이에 관한 정비가 요청된다.
46) 유의할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이므로 그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제2장 공정거래법의 공적 집행 67

원회의 독립성과 사건처리절차의 대심적 구조 등 준사법적 성격이
약화되면 언제든지 공정거래사건의 2심제는 다른 행정사건과의 형
평성 관점에서 비판될 여지가 있다.47) 또한 상술한 바와 같이 공
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출석요구 또는 보고․제출명령은 공정거래위원회 자체
의 처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의 제1심을 생략할 만한 실
질적 근거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취소소송이 과연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는 극히 의문이다. 입법론적으
로－행정절차법의 적용배제와 마찬가지로－공정거래위원회의 심
의․의결을 거치는 처분에 대해서만 한정할 것이 요청된다. 48)
제소기간에 관해서도 특례가 규정되어 있다. 즉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이다(공정거래법 제54조 제1항). 법문에서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로만 되어 있을 뿐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을 구별하
고 있지 않지만, 위법성이 중대․명백하여 처분이 당연무효인 경
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부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무효확인소
송에 관해서는 행정소송법의 원칙(제38조 제1항)에 따라 제소기간
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위 특례규정에서
제소기간의 기산일을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 정하고 있는데, 처분의 상
대방이 아닌 제3자에 대해서는 처분의 통지 또는 재결서 정본의
송달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제3자가 제기하는 취소소
송의 경우에는 위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의
원칙(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
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제소기간으로 된다고 할 것이다.
47) 이에 관해서는 임영철, 전게논문,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p.589 참조.
48) 임영철, 전게논문, p.589도 같은 취지로 “위원회의 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분
에 대하여는 이를 구별하여 행정법원의 소관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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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적격
① 항고소송(취소소송 또는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
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
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다(행
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종래의 대법원 판례는 처분개념을
좁게 해석하여－독일의 최협의의 행정행위Verwaltungsakt와 같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외적으로 직접
적인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행정작용에 한정하고, 예컨대 토지대
장 등 지적공부의 기재사항은 권리관계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처분성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3두9015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전원일치의견으로 종
전의 판례를 폐기하고 “지목은 토지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
한 전제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
련되어 있으므로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국
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
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와 같이, 판
례상 처분성이 대폭 확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견에 의하면,
우리 행정소송법상 처분개념은 ‘법집행’을 요소로 하고 있을 뿐
독일 행정절차법 제35조에서와 같이 ‘외부에 대한 직접적 법률효
과unmittelbare Rechtswirkung nach außen'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법령을 집행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행정청의 일방적 결정이면 그
법률효과의 유무를 묻지 않고 처분성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49)
시정조치명령, 과징금 부과처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행정조
사결정 등과 같은 하명과 기업결합금지의 예외인정, 상호출자제
한 등 기업집단의 지정, 계열회사의 편입 및 지정 등과 같은 확
49) 자세한 내용은 拙稿, ｢취소소송 4유형론｣, 특별법연구 제6권, 2001, p.131; ｢취
소소송의 성질과 처분개념｣, 고시계, 2001. 9, p.29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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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은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최협의의 행정행위로서, 처
분에 해당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뿐만 아니라 행정작용법 부
분에서 개별적으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업결합신고의 수리거부,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및 경고, 그리고 기업결합제한의 위반 여부
의 심사통보 등은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수반하지 않더라도 그것
만으로 상대방의 권리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충분히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에 관해서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행위에 불과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
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처분성을 부정한 판례50)가 있으나, 역시
고발에 의해 상대방의 권리행사에 현저한 장해가 초래되기 때문
에 일단 처분성을 긍정하고, 그렇지만 수사 및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협의의 소익 내지
권리보호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취소소
송이 부적법 각하되는 것은 동일하지만, 고발의 처분성은 다음에
서 논의하는 고발의 거부를 거부처분으로 파악하기 위한 전제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② 어떤 처분을 하여 줄 것을 구하는 신청을 행정청이 거부한
경우 이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취소판결의 기속력(행정소
송법 제30조 제2항)에 의해 원래 신청된 처분을 강제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신청의 거부가 처분(거부처분)으로서 취소소송의 대
상적격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에 관해 대법원 판례는 일관하여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의 존재를 요구하고 있다. 종래 대표
적으로 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의 변경과 교수재임용에 관하여
신청권이 부정되어 그 거부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이 허용되
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두10936
50)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137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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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적정통보를 받은 경우와 같이
그에 의거하여 장래 일정한 행정처분을 발급받을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게 되면 이를 위한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에 관해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하는 등 신청권의 인정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있고,
또한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전원일치의견으로 교수재임용에 관하여 전면적으로 신청권을 인
정하였다. 사견에 의하면, 행정소송법상 ‘처분’은 “…공권력 행사
및 그 거부”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대상이 처분이면 이를
거부하는 행위는 무조건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명시되지 않은 ‘신청권’이라는 요건을 요구하는
판례는 마땅히 비판받아야 할 것이지만, 상술한 바와 같이 최근
조리상 신청권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그 요건을 사실상 거의 폐지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은 환영할 만하다.
공정거래법 제52조의2의 자료열람요구는 법문에서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규상 신청권을 바로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요구를 거부한 경우에는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기업결합금지의 예외인정,
출자총액제한의 예외인정 등 확인에 관해서는, 법령과 운영절차규
칙에 당사자의 신청에 관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그 확인에 의
해 당사자의 권리관계가 직접 변동될 뿐만 아니라 상술한 바와
같이 그 확인은 거부재량이 인정되지 않는 기속행위이므로, 최소
한 조리상의 신청권은 인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판례가 말하는
‘조리상 신청권’은 재량행위에 대하여 소위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에 의거하여 그 발급 여부를 소송상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
므로, 하물며 기속행위에 대하여는 당연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야 한다. 자신의 권리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기속행위의 발급
여부를 다툴 수 없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제3자가 공정거래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자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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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를 신고하였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① 아무런 조사․결
정을 하지 않은 경우, ② 무혐의 결정을 함으로써 시정조치명
령․과징금부과․고발 등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③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위 세 가지 조치를 전부 하지 않거나,
그중 일부의 조치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어떤 조치를 하더라도
신고인이 원하는 종류의 시정조치명령 또는 신고인이 원하는 액
수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이다.
먼저 ①의 경우에 관해 살펴보면, 신고는 일차적으로 법위반행
위 여부에 관한 조사․결정을 구하는 것인데, 그 조사․결정은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거
부재량이 허용될 수 없는 기속행위이다. 나아가 공정거래법 제49
조 제2항은 제1항의 직권조사규정과 나란히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
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3항은 공
정거래위원회가 신고에 대하여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당해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영절차규칙의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신고에
대한 조사의무 및 신고인에 대한 결과통지의무를 도출할 수 있
다.51) 따라서 위 동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 소정의 직권조사권
51) 즉 동 규칙 제11조 단서에 의하면 신고의 경우에는 반드시 심사관 소속 각 과장
이 직접 사전심사를 행하여 제12조 제1항 소정의 심사불개시사유가 있는지 여부
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심사불개시 결정도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
된 기속행위이다. 심사불개시 결정이 없는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혐
의 여부의 결정, 시정조치명령․과징금 부과처분 또는 고발조치에 관한 결정을
하게 된다. 또한 신고인에 대한 통지의무에 관해 살펴보면, 제33조 제4항은 신고
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및 사건명을 통지하도록 하고,
제49조 제3항은 혐의 대상자의 영업중단, 소재불명 등으로 조사․심의를 중지한
후 6개월이 경과하여 중지결정을 한 경우에도 이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제56조 제2항은 시정명령․고발 등의 의결의 요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무혐의결정에 관한 위 규칙 제47조에서 신고인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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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을 발동할 것을 촉구하는 단순한 민원으로서가 아니라 조사․
결정 및 통지를 구하는 권리로서 ‘신고권’을 부여하고 있고, 이에
기하여 거부처분에 관해 판례가 요구하는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
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아래 ②, ③의 경우와 달리 신고인의
개인적인 이해관계는 묻지 않는다. 법문이 “누구든지…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결론적으로, 신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절차규칙 제12조에 따른 심사불개시
결정으로써 조사․결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때에는 ‘거부처분’으
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고,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때에는
‘부작위’로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위 ②의 경우, 즉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에 응하여 조사․결정
을 하였지만 그 결정내용이 무혐의 결정인 경우에 관해서는, 먼
저 신고의 법적 성질을 검토하여야 한다. 신고는 상술한 바와 같
이 일차적으로 조사․결정을 구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혐
의가 있음을 전제로 그에 대한 시정조치명령․과징금부과․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구하는 신청이다. 후자의 시정조치명
령 등이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함은 물론, 그 전제가 되는
‘혐의인정결정’도 해당 사업자의 권리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행정청의 일방적 결정으로서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거부처분에 있어 신청권이 필요 없다고 보는 사견에 의하면, 무
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무혐의결정도 신고인에 대한 통지의무에 속하
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제12조 제2항은 심사관이 심사불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신고인, 임시중지요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상의 민원처리결
과 통지의무 및 기본권으로서의 알 권리 등에 비추어, 신고인에 대해서는 통지
여부에 관해서는 재량이 없고 단지－15일 이내에서－통지 기일에 관해서만 재량
이 부여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신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든 사건처리결과는 신고인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 운영절차규칙의
취지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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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결정은 이러한 혐의인정결정이라는 처분을 거부하는 것으로
서, 그것만으로 거부처분에 해당하고, 만일 혐의인정결정의 처분
성이 부정되더라도, 신청의 또 다른 대상인－이번에는 처분임이
명백한－시정조치명령 등의 조치를 거부하는 거부처분으로 파악
될 수 있을 것이다. 신고인의 개인적인 이해관계는 아래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원고적격 단계에서 문제삼게 된다. 반면에 신청권
을 요구하는 판례의 관점에서 보면, 법위반행위의 요건이 법률상
명시되어 있어 혐의 유무에 관한 판단이 법에 엄격히 기속된다는
점만으로는 바로 무혐의 결정에 관해 신청권이 인정될 수 없다.
제49조 제2항에 의해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신고권은 공정거래
위원회의 조사․결정이 이루어져 이를 통지받게 되면 그것으로,
결정의 내용 여하와 관계없이, 충족되기 때문이다. 무혐의 결정에
관해 신청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신고권에 추가하여,
혐의인정결정 및 그에 따른 시정조치명령 등의 조치를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적 지위는 신고인
이 불공정거래행위의 상대방 내지 피해자인 경우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기업결합 등과 같은 경쟁제한행위에 있어서는 그로
인해 신고인의 기업상의 이익, 또는 소비자로서의 이익이 침해되
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판례에 따르더라
도,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신고인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은 혐
의인정결정 내지 시정조치명령 등의 조치를 거부하는 거부처분이
되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52)
52) 헌법재판소는 2002. 6. 27. 선고, 2001헌마381 결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조치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 행하여지는 중지명령 등 시정조치에 대응되는 조
치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권력 행사의 한 태양에 속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의적인
조사 또는 판단에 의하여 결과된 무혐의 조치는 헌법 제11조의 법 앞에서의 평
등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여기에서 “중지
명령 등 시정조치에 대응되는 무혐의 조치”라 함은 바로 그 무혐의 조치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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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문제되는 것은 위 ③의 경우, 즉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위반행위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시정조치명령․과징금부과․
고발 등의 조치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거나, 신고인이 원
하는 종류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이다. 신청권을 요구하는 판
례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러한 조치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
정거래위원회에게 재량, 즉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
부에 관한 결정재량 및 어떠한 조치를 어떠한 내용으로 할 것인
지에 관한 선택재량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재량은 무제한의
것이 아니라 적법한 재량행사를 하여야 할 의무가 행정청에게 부
과되는 것이므로, 이에 상응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서 신고인
에게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즉 판례가 말하는 ‘조리상의 신청권’
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 조건은 신고인에게 공정거래위원회
의 조치를 다툴 만한 법적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
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신고인은 위 ②에서와 같이 피해자 내지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공정
거래위원회의 조치 내용도 문제된다. 즉 시정조치명령 자체에 관
하여, 어떠한 시정조치이든지 간에 일정한 시정조치가 명해져야
한다는 것에 관하여 신청권이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시정
조치 중 당해 행위의 중지는 신고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조치이므로, 신고인이 당해 행위의 중지명령을 명
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는－시정조치를 거부하는 것임을 의미하고, 자의적인
조사 또는 판단에 의해 침해된다고 하는 평등권은 다름 아닌 (조리상의) 신청권
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신고인은 불공정거래행위(부당거래
거절행위 및 사업활동방해)의 상대방이므로, 상술한 바와 같이 신청권이 인정되
기 위한 법적 지위를 충족한다. 만일 이러한 법적 지위가 없다면, 헌법소원심판
에서의 청구인적격이 부정되었을 것이다. 결국 이 사건에서와 같은 무혐의 조치
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판시내용에 의하더라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이고,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의 보충성(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으로
인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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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적으로 구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에 관해서도 신청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혐의를 인정하
면서도 아무런 시정조치를 명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 당해 행위
의 중지 이외의 시정조치를 명한 경우에도 거부처분으로서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반면에, 과징금 부과는 신고인
의 불이익 방지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는 신청권을
인정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이다. 따라서 신고인이 원하는 액수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 과징금을 전혀 부과하지 않
은 경우에도 거부처분의 성립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문제는
고발인데, 형사처벌은 신고인의 불이익 방지와 직접 관련이 없고
현재 형사소송법상 고발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현재 헌법소원심판
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고발에 관해서도 신청권을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견해가 성립할 수 있고, 이러한 견지에
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거부조치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이 인
정된 바 있다.53) 그러나 형사소송법상 고발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심판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그것이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인데, 이에 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는 상술한 바와 같이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거부조치에 대하여 헌법소
원심판이 허용된다는 것은 청구인적격의 요건인 ‘이익의 직접
성․현재성․구체성’이 인정된다는 의미이므로, 이러한 주관적 관
53) 즉 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4헌마136 결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위반행
위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신고인이 신청한 고발조치를 거부한 사안에서, “공정
거래법은 고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신청권을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해석상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권행사가 청구인의
신청이나 동의 등의 협력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고 하면서 조리상의 신청권도 인정될 수 없고,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
발거부조치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보충성의 예외
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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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성에 의거하여 행정소송에서의 ‘조리상 신청권’도 충분히 인정
될 수 있다. 요컨대, 고발거부조치에 대해서도 (거부처분) 취소소
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54)
③ 행정입법에 대하여 종래의 판례․통설은 그것이 구체적인
법률관계의 변동을 발생하지 않는 추상적 규율에 불과하다는 이
유로 처분성을 부정하여 왔다. 55) 그리하여 헌법재판소는 행정입
법이 행정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보충성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정입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폭넓게 인
정하고 있다. 사견에 의하면, 우리 행정소송법상 처분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공권력 행사’로서, 독일 행정절차법상 행정행위의 요
소인 ‘개별사안의 규율Regelung eines Einzelfalles’이라는 제한이 없고,
따라서 행정입법의 ‘규율대상’이 구체적 사실이면 처분개념을 충
족하는 것으로 본다. 행정입법이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상대방의
권리․이익을 직접 침해하는지 여부는 원고적격 단계에서 검토된
다.56) 대법원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에 의해 마련되어 현재 관계
기관 협의 중인 행정소송법 개정시안에서는 명문의 규정으로 행
정입법 자체에 대한 취소소송을 허용하기 위하여 취소소송의 대
54) 신청권을 요구하지 않는 사견에 의하면, 위와 같은 모든 경우에 신고인이 신청한
조치－특정의 시정조치, 특정한 금액의 과징금 부과 등 －를 하지 않으면 그것만
으로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공권력행사 및 그 거부’에 해당하여 거부
처분이 되고 따라서 일단 대상적격은 충족되지만, 원고적격 단계에 가서 상술한
신고인의 피해자 내지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지위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내용이
문제된다. 즉 시정조치 중 당해 행위의 중지 이외의 시정조치와 과징금부과에 관
해서는 그 거부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부정되는 것이다.
55) 다만, 특정 공립학교를 폐지하는 조례에 대하여 처분성을 긍정한 판례(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8003 판결)가 있으나, 이는 조문의 형식과 내용 자체로 개
별․구체적 조치임이 명백한 경우이다.
56) 상세한 내용은 특히 拙稿,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심사｣, 행정법연구 제11호,
2004, p.147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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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와 그 거부 및 이에 준하는 행정작
용”이라고 정의함으로써 현행법의 ‘구체적 사실에 관한’이라는 징
표를 삭제하였다. 57) 이러한 사견 및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공정거래위원회 규칙 중 자본금의 액수, 거래의 유형
과 규모 등 구체적 기준에 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의
해 권리관계에 영향을 받는 사업자가－현재 실무상 헌법소원심판
을 통해 다툴 수 있지만－그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시행령상의 지주회사의 자산총액과 주된
사업의 기준 및 자회사의 범위, 기업집단의 기준, 기업결합이 금
지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상호출자금지의 범위, 출자총액제한의
범위, 채무보증금지의 범위 등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기업결합 심사기준’ 등 가운데
시장점유율에 관한 규정 등이 그것이다.
3) 원고적격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인정된다(행정소송법 제12조 전문). 판례는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을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적 이익으로 파악하되,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거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개인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까지 포
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다. 특
히 최근 국립공원 내 집단시설지구의 개발허가를 다투는 취소소
송에서 처분의 직접적인 근거법규가 아니라 절차적 관련법규인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하여 환경영향평가지역 내의 주민에게 원
고적격을 인정함으로써 원고적격을 확대하고 있다. 58) 사견에 의
57) 拙稿, 전게논문, p.161 이하; 拙稿, ｢행정소송법 개정의 주요쟁점｣, 공법연구 제
31집 제3호, 2003, p.68 이하 참조.
58)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3286; 1998. 9. 22. 선고 97누195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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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이 판례에서 위법성의 근거로 주장된 실체법적 법규와 무
관하게 원고적격을 인정함으로써 보호규범Schutznorm 이론에 의해
원고적격을 좁게 인정하는 독일과 구별되고, 또한 우리 법에는
원고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는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
는 일본 행정사건소송법行政事件訴訟法 제10조 제1항과 같은 규정
이 없고 단지 처분의 ‘객관적 위법성’을 본안이유로 하는 점 등
을 근거로 우리의 취소소송이 객관소송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고
본다. 그리하여 ‘법률상 이익’을 법적인 이익, 구체적으로 말해,
‘헌법상 기본권과 헌법원리를 포함한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판
단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이익’으로 파악한다. 59)
현재 마련되어 있는 행정소송법 개정시안에서는 취소소송의 원고
적격을 ‘취소를 구할 (법적으로) 정당한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사건에서 원고적격이 문제되는 것은, 우선 상술한 바
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결정 또는 시정조치명령․고발
의 거부조치에 관해, 신청권을 요구하지 않는 사견에 따라, 바로
거부처분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을 인정하는 경우에 다음 단
계로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신고인의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는 판례가 요구하는 ‘조리상 신청
권’의 문제와 실질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서, 이에 관해 위에서
자세히 논의한 바 있으므로 생략한다. 다음으로 기업결합금지의
예외인정, 출자총액제한의 예외인정 등의 확인과 같은 수익처분
에 대하여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다른 사업자 또는 소비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공정거래법 제1조가
명시하고 있듯이 동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소
비자를 보호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또한 제3조의2에서는 “다른
59) 상세한 내용은 拙稿, ｢환경위해시설의 설치․가동 허가처분을 다투는 취소소송에
서 인근주민의 원고적격｣, 행정법연구 제6호, 2000, p.97 이하; 拙稿, 전게논문,
｢행정소송법 개정의 주요쟁점｣, p.82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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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새로운 경쟁사
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및 “소비자의 이익을 현
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비록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정이지만, 그 이외의 경쟁제한행위
에 대한 규제의 구체적 목적으로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당해 기업결합 등 경쟁제한행위로 인해 경쟁기업의 존
립기반이 위협받을 정도의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물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경쟁기업의 사업활동이 구체적․현
실적으로 방해받을 위험이 있거나 소비자의 이익이 현저히 저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경쟁기업 또는 소비자의 원고적격
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종래의 판례경향을 보면 후자의 경우
에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어렵겠지만, 행정소송이 개인의 권리구
제뿐만 아니라 행정의 적법성 통제도 아울러 중요한 기능으로 한
다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 독점규제행정에 대한 사법심사를 확대
하기 위하여 원고적격은 대폭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4) 심사강도
상술한 바와 같이 대상적격과 원고적격의 관점에서 공정거래사
건에 대한 사법심사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하지만, 이는 그 사법
심사의 ‘강도’－요건부분의 불확정개념에 대한 판단 및 효과부분
의 재량에 대한 통제－도 동시에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
다. 오히려 사법심사의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그 심사강도는 행
정의 전문성과 자율적 책임성의 관점에서 적절히 조절되어야 한
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
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먼저 요건부분의 불확정개념에 관해 살펴보면, 종래의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에서 거의 예외 없이 시장지배적 사업자, 실질적
경쟁제한성,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같은 불확정개념에 대하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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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증거에 의하여 그 개념의 충족 여부를 직접 판단한 다음 이
를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과 대비하여 양자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처분으로,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하
는 식으로 전면적인 사법심사를 행하고 있다. 다시 말해, 독일에
서 효과부분에 대한 재량과 구별되어 지칭되는 ‘판단여지
Beurteilungsspielraum ’ 또는 요건에 관한 재량이라는 의미에서의 ‘요
건재량’이 부정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경우, 비록 판결이유의 설시방법에서는 전
면적인 사법심사를 행하는 외형을 갖고 있지만, 그 실질에 있어
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하는, 말하자면 ‘숨은 판단여
지’가 인정되고 있다고 할 여지는 있다. 이러한 전면적 사법심사
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기업활동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판단의 자의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점에서－특히 불공
정거래행위의 규제에 대하여－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나, 다
른 한편으로 독과점규제에 관해서는 그 판단의 전문성과 정책적
성격에 비추어 미국의 소위 ‘실질적 증거Substantial Evidence’의 법리
를 수용하여 사법심사의 초점을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과정의 합
리성에 맞추는 방향으로 심사강도를 완화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이를 위한 필수적 전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를 사법
절차에 준하는 것으로 확충하는 데 있음은 물론이다.
효과부분의 재량, 즉 결정재량과 선택재량, 또는 시간의 재량에
대한 통제는 요건판단에서와 같이 법원의 독자적 판단과 공정거
래위원회의 판단을 맞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전제로 그 재량권 남용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다. 가장 중
요한 심사척도는 비례원칙이다. 이러한 재량통제도 전문성의 관
점에서 행정청의 판단을 어느 정도 존중하는지, 비례원칙을 어느
정도로 엄격하게 적용하는지에 따라 그 심사강도가 달라진다. 일
반적으로 말하자면,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대하여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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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강도가 가장 낮아야 하고, 다음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시
정조치에 대하여 심사강도가 어느 정도 높아져야 하고, 과징금
부과액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심사강도가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과징금 부과는 실질적으로 형사처
벌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5) 집행정지
시정조치명령, 행정조사결정, 과징금 부과처분 등 공정거래위원
회의 모든 처분에 대하여, 그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라는 요건 하에서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과징금 부과처분의 경
우에는 종래 금전적 손해는 원칙적으로 회복불가능한 손해가 아
니라는 이유로 이러한 효력정지 또는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았
으나, 최근 대법원 2001. 10. 10.자 2001무29 결정에서 사업여건
의 악화 및 막대한 부채비율로 인하여 외부자금의 신규차입이 사
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285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외부자금을 신규차입하게 되면 주거래은행과의 재무구
조개선약정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 사업자가 중대한 경영상의 위
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과징금 납부명령으로
인한 손해는 효력정지 내지 집행정지의 적극적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
해서도 효력․집행정지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확보되었다.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소명책임은 처분의 상대방에게 있
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특기할 것은, 과징금 부과처분
에 대하여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과징
금 납부의무 자체가 정지되므로 본안소송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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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으로 그 정지결정이 실효되더라도 가산금(공정거래법 제55
조의5 제1항)이 부과되지 않음은 명백하지만, 단지 집행만을 정지
하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도 그 정지기간 동안에는 ‘납부기간’
이 진행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가산금이 부과될 수 없다는 판
례60) 가 최근에 나왔다는 점이다. 이 판례로 인해 효력정지결정과
집행정지결정의 차이점이 희석되었다는 문제가 있으나, 가산금도
의무이행확보를 위한 (간접적인) 강제수단으로서, 직접적인 강제
수단인 강제징수절차와 공통점이 있고, 또한 과징금 자체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금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점에 비추어 보면, 최
소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결정의 경우에도－말
하자면 ‘제재금에 대한 제재금’이라고 할 수 있는－가산금이 부
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위 판례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국가배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기타 조치가 위법하고 그것이 소속 공
무원의 고의․과실로 인한 직무집행 관련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
다는 것은 물론이다. 국가배상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는 경쟁제한
행위 또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경쟁기업, 피해자, 소비자 등
으로부터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기에
적절한 시정조치명령을 내리지 않아 신고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
을 때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이다. 이는 소위 ‘행정개입
청구권’의 문제로서 첫째, 당해 행정개입조치가 공익과 더불어 제
3자의 사익도 아울러 보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둘째, 급박한 사
정으로 인해 그 행정개입조치 발동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이 0으
60)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2다480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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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수축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위에서 거부처분과 관련
하여 검토한 바와 같이, 시정조치명령 자체 또는 그 구체적 내용
으로서의 당해 행위의 중지명령에 대해서는 신고인의 신청권 또
는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것은 바로 위
첫 번째 요건인 신고인의 사익보호성이 긍정된다는 의미이다.
문제는 재량의 0으로의 수축인데, 취소소송에서 거부처분이 재
량권 남용으로 취소될 수 있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명령 자체 또는
특히 당해 행위의 중지명령에 관해서는 재량이 0으로 수축하였다
고 할 것이고, 그 거부 또는 부작위에 관해 고의․과실이 인정되
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Ⅵ. 결어
이상과 같이 공정거래법의 공적 집행에 대하여 행정법적 체계
와 분석의 틀을 적용함으로써 독점규제행정의 행정조직법․행정
작용법․행정구제법을 정립하는 시도를 하였다. 이러한 행정법적
체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독점규제행정에 대하여 법치주의
의 화살을 쏘기 위한 과녁으로 기능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그
러나 그것은 과녁(이론)에 불과하고, 이를 정확하게 맞힐 수 있는
활과 화살(제도)을 마련해야 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공익과 사익
의 충돌이라는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아 화살을
쏠 수 있는 궁사(법률가)의 훈련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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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이 논문은 한국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
래법’)을 행정법적 시각에서 분석하여 다양한 문제점들을 체계적
으로 정리한 것이다. 한국의 현행 공정거래법은 거의 모든 종류
의 행정법적 규제수단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
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이 비교적 부족하였다. 행정법적 고찰은
한편으로 공익 실현을 위한 행정의 권한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
는가,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그 행정 권한의 남용을 어떻게 방지
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에서는
먼저 독점규제행정의 헌법적 근거와 법원리들을 살펴본 다음, 독
점규제행정에 관한 행정조직, 행정작용, 그리고 행정구제를 고찰
한다.
첫째,행정조직에 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법적 위상을
분석한다. 둘째,행정작용에 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활동을 행
정입법, 행정조사, 행정결정, 행정제재, 행정절차의 관점에서 차례
로 고찰한다. 셋째, 행정구제에 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에 대한 행정소송에 있어 대상적격, 원고적격, 심사범위와 심사강
도 등을 검토한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정립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행정법의
체계는 법치주의의 화살을 쏘기 위한 과녁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그 과녁에 쏠 활과 화살, 즉 제도들을 마련하
여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활과 화살을 그 과녁에 정
확히 맞힐 수 있는 궁사(법률가)들을 양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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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blic Enforcement of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 Systematic and Analytic Survey from the
Viewpoint of Administrative Law
Park, Jeong Hoon
This article systematically reviews the various issues arising in
an analysis of the Korea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MRFTA) from the viewpoint of Administrative Law. Although
the current Korean MRFTA includes almost all kinds of
regulatory methods of Administrative Law, up until now, there
has been comparatively little examination of the Act from an
Administrative Law perspective. The purpose of taking an
Administrative Law perspective is, to examine how to empower
and secure administrative authorities to best serve public interest
on the one hand, and at the same time, to find out how to avoid
and prevent the misuse of administrative authorities on the other
hand. From this perspective, this article first explores the
constitutional foundations and the principles of law with respec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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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nopoly Regulation Administration. It then considers the
following aspects of Monopoly Regulation Administration in turn;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dministrative actions and
administrative remedies-which entails a detailed analysis of the
following sub-issues.
First, for the examination of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this
article analyses the Fair Trade Commission's position in the
Administrative Law. Secondly, with respect to the administrative
actions, it reviews the Fair Trade Commission's actions from the
viewpoint of administrative rule-making,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administrative decision, administrative sanction and administrative
procedure in turn. Thirdly and lastly, in describing the administrative
remedies, it examines the following legal issues arising from
judicial review of decisions made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reviewable actions, standing and the scope and intensity of review.
The knowledge accumulated from the studies of the Administrative
Law of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will serve as a
target to shoot the arrow of the rule of law. In addition to this,
the arrow and bow to shoot the target, in other words, the
institutional methods must be provided, yet the most important of
all is to train archers (lawyers) who are able to shoot the arrow
accurately into the ta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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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기업간 협력과 산업경쟁력
한국 자동차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현정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Ⅰ.
Ⅱ.
Ⅲ.
Ⅳ.

머리말
기업간 협력에 대한 이론적 논의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발전과정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에서의
하청관계의 특징
Ⅴ. 협력적 기업관계 발전을 위한
미시․거시적 제도
Ⅵ. 맺음말

Ⅰ. 머리말
일본이나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에 존재하는 완성차업체와 부품기
업간의 장기․협력적 거래관계Long-term Cooperative Inter-firm Relationship,
즉 하청관계Subcontracting System는 이들 국가의 자동차산업이 단기간
에 세계 일류기업으로 도약하는 데 크게 기여한 요인의 하나로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아 왔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가 왜 생겨났고 또
다른 나라에서는 발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관한 이론
적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엄연한 경
제 현상의 하나인 하청관계를 경제이론으로 설명하기보다 주로 문
화적 차이로 설명하려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던 것도 사실이다.
경제학에서 기업간 관계Inter-firm Relationship는 게임이론에서 보듯
이 주로 경쟁관계를 중심으로 설명되어 왔다. 그러나 현실 경제
에서 기업은 경쟁뿐 아니라 협력이라는 방식으로도 서로 관계를
맺는다. 실제로 1980년대 이후 경쟁력 강화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진 일본, 독일, 북부 이탈리아, 미국의 실리콘밸리 등
에서 보이는 안정적인 기업간 협력관계가 각 지역에서의 경제적
성공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를 이론적으
로 해명하려는 시도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1) 즉 장기적이
고 안정적인 기업간 협력관계는 산업, 지역, 더 나아가서는 국가
경쟁력을 창출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세계 자동차산업에서 지배적 생산방식으로 자리잡고 있는 도요타
생산방식은 협력적 기업간 관계가 경쟁우위의 원천이 될 수 있음
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받아 왔다.
기업은 시장에서 상호 치열하게 경쟁하는 거래단위일 뿐만 아
니라, 개별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유의 인적․물적 자산에 기
1) Smitka(1991), Sako(1992), Lane and Bachmann(1996), Dei Ottati(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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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하여 생산성 향상, 기술혁신 활동 등을 수행하고 일정한 규범
과 조직문화를 통해 운영되는 생산조직이기도 하다.2) 최종 판매
단계에서 상호 경쟁적인 기업들도 기술개발, 생산단계에서는 보
유 자산의 이질성 및 기술력 격차 등으로 인하여 협력의 여지를
가지며, 외부의 경쟁여건이 악화될수록 협력의 유인 또한 강해지
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정통 미시경제학은 기업이 가지는
다양한 측면 중 경쟁과 거래측면에만 주로 초점을 맞춤으로써 기
업간 협력을 비효율적인 담합행위, 독과점 행태 등과 동일시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다른 한편에서는 장기․안정적이고 협력적인 기업관계의 경제
적 합리성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노력이 지난 20여 년간 꾸준
히 있어 온 것도 사실이다. 대표적인 이론적 성과로서 거래비용
이론Transaction Costs Theory과 신제도학파적 접근Neo-Institutional
Approach3) 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기업간 협력관계와 관련하여
크게 세 가지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첫째는 기업간 협력이
란 것이 과연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즉 각기 나름대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들간에 협력이나 신뢰Trust와 같은 개
념들이 적용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이다. 둘째는 만약 기업간 협
력관계가 존재 가능하다면 이러한 관계가 안정적Stable으로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러한 관계가
2) 개별 기업 특유의 인적․물적 자산이 기업간 차이(heterogeneity) 및 성장률 격차의
원천이 된다는 기업이론(the firm theory)에 대한 더욱 자세한 논의는 Penrose
(1959), Nelson and Winter(1982) 등을 참조.
3) 신제도학파적 접근이란 주류경제학 일반이 이론적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방법론적
개인주의(methodological individualism)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사회나 제도의 영향이
개인들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 모든 이론들을 통틀어서 일컫는 용
어이다. ‘제도학파적 접근’이 아니라 ‘신’이라는 접두사가 붙은 것은 20세기초 사
회학에 뿌리를 둔 (구)제도학파와 자신들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신’, ‘구’ 제도
학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대해서는 Hodgson(1989)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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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The Market이나 조직The Firm으로 대체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지
속되기 위한 전제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마다
그리고 시대마다 협력적 기업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이 왜 다른가
하는 점이다. 이는 어떤 나라에서는 협력적 기업관계가 지배적인
형태로 존재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하는 점과 관련된다.
이 글은 거래비용이론, 신제도학파적 접근 등 기존 경제이론에
기초하여 일본이나 우리나라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하청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이론적 분석틀을 제시하고 이에 기반하
여 장기 협력적인 기업관계가 어떻게 생겨나고 유지되어 왔는지를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을 사례로 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 글의 구성을 보면, 우선 제1절에서는 협력적 기업간 관계를
설명하는 두 가지 이론적 접근, 즉 거래비용이론과 신제도학파적
접근에 대해 소개하고 두 이론을 비판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우리
나라 자동차산업에서의 하청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분석틀
을 제시한다. 제2절은 자동차산업에서의 하청관계를 본격적으로
논하기에 앞서 자동차산업 자체의 산업적 특수성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장이다. 특히 일본, 대만, 한국 자동차산업의 발전
과정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발전전략이 어떻게 자동
차산업 자체의 발전은 물론 동 산업 내 기업관계의 형성과 발전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이고자 한다. 제3절은 기업 재무
데이터와 설문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에서 발
달한 하청시스템의 구조적 특징을 다양한 관점에서 조망해 본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 하청시스템의 확산 속도 및 거래전속도
등 외형적 특징들을 일본과 비교하여 살펴보고, 중소기업의 관점
에서 바라본 하청관계의 경제적 효율성은 무엇인지 기업재무 데
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그리고 자동차업체와 부품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하청시스템 내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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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특징을 거래기간, 계약형태, 대기업의 지배, 기업간 신뢰
정도 등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한다. 제4절은 제3절에서 분석한
기업관계의 특징들을 초래한 요인에 대한 규명작업으로서 기업간
협력관계의 형성 및 유지를 가능하게 한 거시적 제도 및 기업수
준에서의 미시적 메커니즘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기업간 수직적
분업구조의 형성에 기여한 공식적 제도 및 정부의 역할을 중소기
업정책 일반과 계열화촉진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본 뒤, 자동차업
체들이 협력적 기업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형성․발전
시켜온 다양한 미시적 메커니즘들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5절
은 이상의 분석결과를 요약한 후 시사점을 도출한다.

Ⅱ. 기업간 협력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거래비용이론
거래비용이론은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불완전성 등을 강조하
는 신제도경제학New Institutional Economics4) 의 이론적 핵심을 이룬다.
동 이론을 정립한 Williamson은 기업, 시장 및 관계적 계약Relational
Contracting5)을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제도라고 보고 이러
한 제도들이 모두 한 가지 이유, 즉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거래비용이론은 경제적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지배구조로서 시장 이외의 다양한 형태를 인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 중심의 이론체계를 가지고 있는 재산
4) 신제도경제학은 통상 거래비용이론, 재산권이론(Property rights theory), 주인-대리인
이론(Principal-agent theory) 등을 총칭한다.
5) Williamson(1985)은 관계적 거래를 준시장적 조직(Quasi-market Forms of Organization),
또는 Hybrid Transactions 등 다양한 용어로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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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이론이나 대리인이론과는 일정한 차별성을 가진다. 특히 관계적
계약에서와 같이 기업간에 장기적인 협력관계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일관성 있게 설명하려 한 점이 특기할 만하다.
동 이론에 의하면 거래비용은 경제주체들의 기회주의Opportunism,
불확실성, 자산의 거래전속성Asset Specificity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이 중 기회주의와 불확실성이 일정한 수준에서 주어졌다고 가정
할 때 거래비용의 크기 및 이를 최소화하는 지배구조의 형태는
자산의 거래전속성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Williamson에 따르면
기업간 거래에는 해당 거래에 국한되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특
수한 인적․물적 자산Transaction-Specific Asset 이 존재하며 이들 자산
의 거래전속성의 정도는 이들 자산이 다른 용도로 전용될 경우
상실하게 되는 생산적 가치로 측정 가능하다. 즉 기업이 보유하
고 있는 어떤 자산이 해당 거래 이외의 다른 용도로 전용되더라
도 생산적 가치를 별로 상실하지 않는다면 동 자산은 거래전속성
이 매우 낮은 자산이지만, 반대로 용도 전용에 따라 생산적 가치
를 크게 잃게 된다면 동 자산의 거래전속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어떤 거래에 필요한 자산의 거래전속성의 정도에
따라 경제적 거래관계는 기업 내로 완전히 통합되든지, 시장거래
로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관계적 계약 형태로 조직된 시장 내에
서의 기업간 거래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상의 개념은 <그림 1>과 같이 간단하게 도식화될 수 있다. 이
그림에서 k는 자산의 거래전속성의 정도를 나타내며, 이는 외생적
으로 주어진다고 가정한다. 곡선 G는 거래를 조직(기업) 내에서 수
행할 경우에 소요되는 관리비용Bureaucratic Costs of Internal Governance
과 동 거래를 시장에서 수행할 경우에 소요되는 관리비용The
Governance Costs of Markets 간의 차이를 나타낸다. 6) 한편, 곡선 C는
6) 시장에서의 관리비용(Governance Cost)이란 조직 내에서의 관리와는 달리 경제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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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수준이 일정하다는 전제하에 이를 기업 내부에서 생산할 경
우 소요되는 생산비용In-house Production Costs과 시장에서 구매할 때
소요되는 구매비용간의 차이를 나타낸다. 곡선 G와 C는 각각 시
장에 대비한 기업의 상대적 관리비용과 생산비용을 나타내며, 이
들 비용은 기업이 보유한 자산의 거래전속성(k)이 증가할수록 감
소하므로 우하향하게 된다. 즉 보유 자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시장거래보다
조직 내로 해당 거래를 통합하는 편이 관리비용 면에서나 생산비
용 면에서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한편 기업규모가 커지면(조직 내 생산량이 증가하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므로 C 곡선은 생산규모에 비례하여 하방이동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에서 C곡선은 언제나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
는 데 있어 시장이 언제나 기업조직보다는 우월하다는 것을 가정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생산비용 면에서 항상 시장보다 불리한 기
업이 왜 현실에서 보듯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가? 이는 결국 시
장거래에 소요되는 거래비용 때문이며, 이 점을 Williamson은 단
순한 도식화를 통해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런데 기업이 시
장보다 유리하게 되는 것은 <그림 1>에서 보듯이 자산의 거래전
속성(k)이 증가하여 시장을 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거래비용이 기
업 내 관리비용보다 더 커져서 상대적 관리비용의 차인 G와 상
대적 생산비용의 차인 C의 합인 총비용(G+C)이 양(+)에서 음(－)
으로 바뀌는 지점, 즉 k* 이후부터이다. 자동차산업의 예를 들면
이 지점 이전에서는 시장에서 부품을 구매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그 이후에는 수직적 통합이 바람직하다.
간 거래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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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거래비용이론에서의 지배구조 결정 모형
비용
X

C
k(거래전속성)

k*

C + G
G

Y

출처 : Williamson(1985), p.93, 그림 4-2.

그렇다면 위와 같은 이론틀 내에서 기업간 협력관계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는가? Williamson에 따르면 시장도 기업도 아닌 협력
적 기업관계는 k* 부근 어딘가에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동 이론
은 협력적 기업관계가 어딘가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 그것이 어떤 경우에 안정적으로 존재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즉 이 이론틀 내에서는 자산
의 거래전속성이 아주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중간 정도의 크
기를 보일 경우 시장, 기업, 협력관계의 세 가지 방식 중에서 어
떤 것이 거래를 규율하는 지배구조가 될지는 그야말로 우연의 산
물로 환원되어 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Williamson은 안정적인 기업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쌍무적 지배구조Bilateral Governance라는 개념을 도입
한다. 쌍무적 지배구조(관계적 계약)는 경제주체들의 합리성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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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있고Bounded Rationality,7) 불확실성 및 자산의 거래전속성이
존재할 때 거래전속성이 높은 자산이 일종의 인질Hostage 역할을
하여 거래 및 계약이 장기간 유지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제한적 합리성, 거래전속적인 자산 등이 광범위하게 존재할 경
우 거래 일방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제3자의 개입, 즉 법을 통
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거래 쌍방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는 거래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거래에 전속적인 자
산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고 그 결과 해당 자산에 대한
투자액을 시장에서 즉시 회수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 보완에도 불구하고 거래비용이론은 여전
히 어느 정도의 거래전속성이 쌍무적 지배구조를 결과하는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답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그리고
동 이론이 자산의 거래전속성이라는 개념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성이 어떤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분석하고 있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거래비용이론은 지역이나 국가간 제도의
다양성을 설명하는 데도 한계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8)
2. 신제도학파적 접근
신제도학파적 접근은 하나의 통일된 이론이기보다는 다양한 이
론들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질적인 이들 이론을 하
7) 이는 경제주체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자 하는 의도는 있으나 정보의 불완
전성, 능력의 한계 등으로 의사결정의 결과까지 합리적일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
으로 이론 경제학에서 흔히 가정되는 것과는 달리 경제주체들의 합리성이 제한적
일 수 있음을 개념화한 것이다.
8)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 기업간 거래에 있어 자산의 전속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
하고 수직적 통합보다는 기업간 협력관계가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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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 묶는 공통점은, 모든 경제적 거래Economic Transactions는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나 구조Structure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Embedded 는
것이다.
거래비용이론에서 기업도 시장도 아닌 중간조직은 계약자 개별
의 이익에 토대를 둔 자발적 계약의 결과로 설명된다. 이와는 달
리 신제도학파적 접근에서 거래관계의 특성은 그것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발생하는 장소로서의 일정한 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
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에 주목한다. 법이나 관행 등과 같은
공식적․비공식적 제도들로 구성된 사회적 맥락은 경제 주체인
개인들의 선호와 기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경제 행위에 폭 넓게 영향을 준다. 즉 거래관계는 기본적으
로 사회적 맥락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 신제도학파적 접근이
공유하고 있는 생각이다. 9)
신제도학파적 접근이 기업간 협력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 거
래비용이론과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 신뢰Trust라는 개
념이다. 거래비용이론의 경우 기회주의Opportunism가 중요한 설명
변수이지만, 신제도학파적 접근에서는 신뢰가 중심적 개념이다.
거래비용이론에서 신뢰란 경제학 내에서는 설 자리가 없는 개념
이거나, 개인적 이해추구 과정에서 파생된 계산된 행위의 하나로
간주된다(Williamson, 1993). 이에 반해 신제도학파적 접근은 신
뢰라는 개념을 중심 개념으로 받아들여 기업간에 신뢰가 형성되
고 지속되는 과정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서 주된 관
심은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신뢰
Minimal Trust’가 아니라 독립된 기업간에 협력을 이끌어내는 ‘확장
된 신뢰extended trust’에 두어진다(Humphrey and Schmitz, 1998).
9) Powell(1990), Powell and Dimaggio(1991), Sako(1992), Deakin and Wilkinson(1995),
Lane and Bachmann(1996), Deakin and Michie(1997)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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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에 대한 이론적 관심은 1980년대 들어 부쩍 높아졌지만
개념 그 자체를 비롯해 신뢰의 형성과정을 설명하는 방식을 둘러
싸고 학자들간에 다양한 견해가 존재해 왔다. 개념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입장을 들 수 있는데, 하나는 신뢰를 일종의 자산
으로 보는 견해이다. 신뢰는 경제주체들이 투자를 통해 의도적으
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자산Asset 의 일종으로서 축적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양적인 증가도 가능한 것이다(Smitka 1991, Sako 1992).
또다른 입장은 신뢰를 일종의 신념체계Belief System로 보는 것이
다. 이 경우 신뢰란 어떤 사회에 주어진 고유한 것이며 양적인
면에서 쉽게 증감할 수 없는 고정변수에 가까운 것이다(Putnam
1993, Fukuyama 1995).
신뢰의 형성에 있어서 공식적Formal 제도가 중요한지, 아니면
비공식적Informal 제도가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견해가 엇갈리고 있
다. 즉 신뢰가 비공식적 사회적 규범이 내면화되는 과정에서 형
성되는 것으로 보는 입장(Sako, 1992; Fukuyama, 1995)과 신뢰
형성에 있어 국가, 법, 표준 등 공식적 제도의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Arrighetti, Bachmann and Deakin, 1997; Lane and Bachmann,
1998; Bachmann, 1999)이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 차이는
신뢰가 형성되는 과정과 관련되는데, 전자는 신뢰가 자발성
Spontaneity을 근거로 형성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후자는 신뢰가 외
부의 강제Coercion, Power에 의해서도 형성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일
종의 강제성 없이는 생성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전자는 신뢰의
형성과 지속에 있어서 사회적 규범, 개인적 경험, 평판 효과
Reputation Effects 등을 매우 중요시하며 신뢰와 강제는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다. 반면, 후자는 강제가 공식적 제도의 형태로 제도
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라면 신뢰와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경제사회학자인 Granovetter(1985)는 경제주체간에 신뢰를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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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부정을 억제하는 것은 거래비용이론이 강조하는 것처럼 계
약이 아니라 구체적인 개인적 관계Personal Relations와 이것이 구조
화된 네트워크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경제적 행위
는 관습, 도덕, 충성심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영역 내에서 발생하
므로 사회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계약과 관련된 경제 주체
들의 기대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Gordon, 1985). 동 견해에 따르
면 사회질서는 국가나 법원 등 제3자의 개입 없이도 유대관계
Solidarity, 상호성Reciprocity 등의 규범과 사회적 관계에 의해 유지
가능한 것으로 본다. 더 나아가 암묵적인 사회적 규범 등 법률외
적인 처벌이 법에 의한 처벌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
장한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Lorenz(1988)는 이탈리아의 산업지구
Industrial Districts나 일본의 하청관계에서 나타나는 기업간 협력은
신뢰가 지배적인 행동 기준10)으로 형성되어 있는 공동체에 기반
하고 있다고 본다. 한편, 이러한 행동 기준들은 불완전한 계약이
보편화되어 있는 장기적 기업관계에서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
는 것으로 주로 개별적인 경험을 통해 형성된다. 즉 경험이 신뢰
를 형성하고 지속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Sako(1992) 역시 신뢰의 형성과 지속에 있어 사회적 규범과 경
험을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기업간 신뢰는 세 가지 차원으로 구
성된다. 하나는 계약과 관련한 신뢰Contractual Trust 로서 약속을 이
행하고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 등 거래관계 형성에 있어 가장 기
본적인 수준의 신뢰이다. 두 번째로는 역량에 관계된 신뢰
Competence trust인데, 이는 품질․납기․비용절감․기술개발 등 거
래상대방의 기술적 역량 및 경영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의

10) 여기에는 계약관계의 존중, 호혜원칙의 준수, 기술관련 정보의 공유, 임금인상 및
인력 스카우트 자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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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다. 마지막으로 선의와 관계된 신뢰Goodwill Trust가 있는데 이
는 장기적으로 약속을 이행하고 호혜성이 준수될 것이라는 데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세 가지 형태의 신뢰는
모두 비공식적 규범, 경험 등에 의해 생성․발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별적 경험을 통해 형성된 신뢰는 한번 획득되면 오래
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신뢰가 형성되는 과정
이 주로 개별적인 경험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국가나 지역 차원에
서 광범위하게 관찰되는 협력관계를 설명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
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신뢰는 개인
의 자율성이나 경험에 의존하기보다 의도적(집단적) 노력에 의해
형성된 공식적인 제도에 의해 효과적으로 창출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들이 존재한다.
Luhmann(1988)은 법률 등 공식적Formal 제도의 존재 하에서는
기회주의가 억제될 가능성이 커지며, 그 때문에 경제 주체들은
개인적 경험 없이도 신뢰에 기초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신뢰는 직접적이고, 친밀하고, 구체적인 관계를 통해서도 형성되
지만, 비인격적이고Impersonal, 초연하고Aloof, 추상적인Abstract 시스
템에 의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11) 그리고 제도를 기
반으로 하는 매우 일반화된 신뢰는 복잡한 사회적․경제적 시스
템을 발전시키는 데 필수 불가결한 전제 조건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공식적인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제도의
관철에 일종의 강제력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뢰
와 강제력은 서로 양립 가능한 것이 된다. 그리고 법률, 각종 사
업자단체(협회), 사업관행, 기술 표준 등 강력하고 일관성 있는
제도적 틀이 존재한다면 개별적인 기회주의는 억제되고, 탈인격

11) 이들 견해에 대한 더욱 자세한 설명은 Lane and Bachmann(1995, 1998), Deakin
and Wilkinson(1995), Arrighetti, Bachmann and Deakin(1997)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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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형태의 제도적 강제가 대규모로 신뢰를 형성하는 수단이 된
다(achmann, 1999). 12)
개인이 보유한 자원에 의존한 협상력의 행사도 경제주체간 기
대와 행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협력관계를 일정 기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형성된 관계는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다.
왜냐하면 끊임없는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의해 개인들의 협상
관계상 지위는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
에서 국가나 협회 등 제도적 위계Institutional Hierarchy 및 강제력을
통해 창출된 협력관계는 개인적 협상력의 우위에 기초한 협력관
계보다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며 파급 범위도 확대될 수 있다.
3. 분석틀의 재구성
거래비용이론은 기업도 아니고 시장도 아닌 제3의 지배구조로
서 관계적 계약Relational Contracting이 거래관계를 효율적으로 규율
할 수 있는 자본주의 경제시스템 내의 중요한 제도 중 하나임을
이론적으로 보이고 있다. 그러나 동 이론은 거래당사자간의 계약
에만 초점을 맞추고, 경쟁이나 기회주의가 더욱 부각되는 거래를
분석단위로 설정함으로써 협력의 여지가 더욱 커지는 생산 등 부
가가치 창출 영역에서의 기업간 관계를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12) Lane and Bachmann(1995)은 어떻게 이러한 제도적 강제력이 독일에서 기업간 신
뢰를 형성하고 지속하는 데 기여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
면, 독일의 사업자 단체들은 불공정한 관행의 규제, 분쟁의 중재, 과도한 시장지
배력의 견제, 품질 및 제품 표준화 등의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이 단체들은 생
산과 거래에 관계된 공통된 규범과 지식을 제공해 경제 주체들이 서로의 기대를
조정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들은 선의(Goodwill)와 공정
경쟁을 요구하는 법 규정, 특히 계약자 가운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표
준 계약조건 법령(Standard Contract Terms Act)’ 등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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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도학파적 접근은 거래비용이론이 경시하고 있는 사회적 규
범, 공식적 제도, 신뢰와 강제력이 협력적 기업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견해
에 따르면 비공식적인 규범이나 관행은 물론 공식적인 제도까지
를 고려해야만 왜 기업간 협력관계가 한 지역과 사회에 광범위하
게 나타나고 또 안정적으로 존속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 공식적인 제도의 역할은, 특히 개발도상국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개발도상국의 경우 산업화가 진전
되지 않아 기업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거래와
관련된 일반적인 규범도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개
발도상국의 경우 시장의 실패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시장을 통
한 거래가 발생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신뢰’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서는 공식적인 제도의 창
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정부의 역할이 협력적 기업간 관계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험은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공식적인 제도는 기업간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약탈적 관계
를 억제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모기업과 부품업체간의
불평등한 관계는 하청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으
로 지적되어 왔으며, 협력적 관계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목받아 왔다(Mead, 1984; Gordon, 1985). 하
청관계의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은 권력의 불평등을 견제하고 완
화하려는 공식적인 제도의 도입으로 어느 정도 억제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신제도학파적 접근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하나는 기업간 협력적 거래관계
를 광범위하게 형성하는 데 우호적인 제도가 왜 모든 국가에 공
히 존재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점
이다. 이는 제2장에서 살펴보듯이 각국 경제가 처한 경제발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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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국가의 성장전략 등과 관련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신제
도학파적 접근의 또다른 문제점은 기업간 관계를 다루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정작 기업이론에 기반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
로 인해 신제도학파적 접근은 개인간 신뢰와 기업간 신뢰가 어떻
게 다른지를 체계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
기업은 유․무형의 독특한 자산을 보유하면서 전략적인 의사결
정을 수행하는 경제 주체이다(Penrose, 1959, Nelson and Winter,
1982, Chandler, 1990, Lazonick, 1991). 기업을 이렇게 정의할 경
우 협력적 기업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전속성이 높
은 투자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이유를 좀더 잘 설명할
수 있다(Asanuma, 1989).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조직적 자산(노
하우, 팀워크 등)은 그 암묵성Tacitness으로 인해 조직간에 쉽게 전
파될 수 없다는 점에서 기업간 협력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
상대 기업이 보유한 유무형의 자산을 단기간에 이전받아 쉽게
체화하기 어려운 경우 상대 기업과 다소 배타적이고 안정적인 거
래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해당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 할 것이며,
이러한 거래의 형성과 유지에 드는 비용이 예상 편익에 비해 작
다면 언제든지 거래전속적인 자산에 대한 투자는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업은 하나의 조직으로서 그 자체 규칙과 규범에 의해
운영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Nelson and Winter, 1982). 그렇기
때문에 기업간 협력적 관계는 일회적이기보다는 조직의 관행
Organisational Routines으로 자리잡음으로써 장기간 지속될 수 있
다.13) 또한 이러한 기업 내 관행은 공식적인 제도나 규범이 기업
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경로가 된다.
13) Dore(1986)는 이 점을 지적하여 일본의 하청관계는 개인적 신뢰(Personal Trust)보
다 기업간 관계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관행에 더욱 의존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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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반독점법이 엄격하게 시행되어 온 미국의 경우 기업
간 협력은 경쟁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기업들이 이를 의도
적으로 기피해온 반면, 일본에서와 같이 기업간 협력을 강화하는
공식적․비공식적 제도가 발달되어 있는 경우 기업간 협력은 기
업의 관행으로 쉽게 정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공식적 제도는
기업간 신뢰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조건이 되며, 이 점에서
국가는 특정한 기업관계의 유형의 형성 및 발전에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Ⅲ.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발전과정
여기서는 동아시아 3국, 즉 일본․대만․한국의 자동차산업의
발전과정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경제발전단계와 국가 차원의 성장
전략이 산업수준에서 각기 상이한 기업관계의 형성과 발전에 어
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자동차산업의
경우 후발국들은 통상 <그림 2>와 같이 세 단계를 거쳐 발전하
게 된다. 일본․대만․한국의 정부는 모두 이 세 단계를 압축적
으로 거치면서 자국의 자동차산업을 단기간에 육성하려 시도했다
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후술하듯이 각국의 성과는
각기 달랐으며 이로 인해 자동차산업 내 기업관계의 발전도 그
패턴을 달리하게 된다.

108

제도연구 6

<그림 2> 후발국 자동차산업의 발전단계
1 단계

외국모델 분해(Knocked-Down)부품의 수입 및 조립


2 단계

외국모델 부품의 일부 국산화 및 조립


3 단계

고유모델 개발 및 조립

먼저 일본 자동차산업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제2차 세계대전
종료 직후 일본 자동차산업은 군용트럭생산에 크게 경사되어 있
었고 생산설비나 기술, 특히 승용차 제조기술 면에서 구미에 비
해 현저히 낙후된 상태였다. 따라서 일본의 통상산업성(MITI)은
선진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일본기업들이 1단계에서 2단계로, 2단
계에서 다시 3단계로 단기간에 전환하도록 촉진하는 정책을 시행
하였다. 그 결과 1950년대말부터 닛산과 도요타를 필두로 일본업
체들은 고유모델 개발에 성공하였고, 1960년대말부터는 미국으로
대량 수출하기에 이르렀다. 즉 일본 자동차업체들은 수십년에 걸
친 군수차량 및 2, 3륜 경차 생산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일본 정
부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산업정책에 힘입어 단기간(5～10년)에 1
단계에서 3단계로 전환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단기간에 서
구의 첨단 장비와 기술을 도입하여 대량생산체제를 구축해야 했
으므로 완성차조립 및 부품생산 부문간 협력적 분업의 생성에 우
호적인 여건이 마련되었다.
한편 대만14)에서는 우리나라보다 5년여 빠른 1957년경에 KD
조립생산(1단계)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정부가 자동차산업에 정책
14) 대만의 자동차산업 육성정책에 대해서는 Wade(1990), Arnold(1989), Kuo(1998),
Maruyama(1994)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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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산업 및 수출구조 고도화의 필요성
이 대두된 1970년대말부터였다. 1979년에 대만 정부는 소위 ‘Big
Auto Plant Project’를 수립하여 당시 여전히 외제차모델의 단순조
립단계에 머무르고 있던 대만 자동차산업을 수출산업으로 탈바꿈
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 계획은 연간 생산규
모 20만 대, 생산개시 원년부터 국산화율 90% 및 수출비율 50%
달성 등을 목표로 한 야심에 찬 계획이었으나 결국 실패로 끝나
고 만다. 이는 전략적 파트너로 선정된 도요타와 수출비율, 국산
화 비율 등 협상조건을 둘러싼 난항이 거듭된 데다가 대만 정부
의 정책결정자들간에도 자동차산업 육성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대립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1984년에 동 계획이 최종적으로 폐기된 후 대만 정부는 곧바
로 규제완화․자유화로 정책기조를 급선회했고, 시장논리에 따른
M&A와 기업퇴출 등 산업구조 조정이 규모의 경제, 기술력 향상
등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였지만 예상과는 달리 자본합작업체
Joint Venture의 추가적인 신규진입으로 시장은 더욱 분할되었고15)
그 결과 대만 자동차산업은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고
말았다. 1970～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대만의 전반적인 엔지
니어링 기술수준은 한국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고 자동차부품
산업 발전의 잠재력도 매우 높았지만, 최종조립부문의 발전이 실
패하여 후방연관효과 발휘의 기회 자체가 봉쇄되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KD생산은 대만보다 5년 늦은 1962년에 개시되
었으나 자동차산업에 대한 정부의 육성방침이 세워진 것은 대만
보다 10년 빠른 1960년대말경부터였다. 이와 같은 정책은 아이러
니컬하게도 대만에 비해 한국의 자본 부족이 훨씬 심각했고 기술

15) 1980년대말경 대만의 국내시장 규모는 28만 대에 불과했으나 업체수는 10개에
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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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수출역량 등의 측면에서도 대만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 데서
비롯되었다. 즉 새로운 수출상품의 발굴을 통한 외화가득의 필요
성이 상대적으로 더 절실했던 것이다.16) 우리나라에서 자동차산
업에 대한 육성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74년 ‘장기자동
차발전계획’ 수립 이후부터였다. 이 계획은 우리나라 정부가 1단
계에 머물러 있던 국내 자동차산업을 2단계를 생략한 채 곧바로
3단계로 전환시키고자 했던 ‘Big Push’ 정책이었고 뒤에서 살펴
보듯이 업체마다 대응에 편차는 있었으나 산업 전체적으로는 이
러한 도약에 성공하게 된다(<그림 3>).
<그림 3> 한국 자동차산업의 생산, 수출, 국내판매 추이

정부의 강력한 Push 정책에 가장 적극적으로 호응한 현대그룹
은 1970년대 중반경 3단계(고유모델 개발 및 수출) 진입에 성공
하였고 산업연관관계 심화의 기본조건을 확보하게 된다. 기아와
대우 등 나머지 업체들은 뒤늦게 1990년대 초부터 고유모델 개발
경쟁에 가세하였고, 이들 업체를 정점으로 한 기업간 수직적 협
16) 오원철(1996), 중화학공업기획단(1979)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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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관계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다.17)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에 있어서의 정책적 특징은 일원화 정책
Consolidation Policy이 일관되게 추진된 점이다. 즉 대량생산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해 진입규제는 물론 상품수 제한, 제품사
양, 가격대 등 기업 고유의 경영분야에 대해서까지 정부가 가이
드라인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정부정책의 근거는 대량생산을 통한
학습효과의 극대화였다고 할 수 있다.18)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
기 위한 대규모 생산시설에의 투자는 엔지니어링 기술이 일천했
던 개별 기업은 물론 거시경제적으로도 커다란 위험이었고, 일원
화와 대량생산은 실패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볼 수 있다. 정부정책의 추진강도나 결과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가 특히 불리했던 점은, 일본 정부의 Big
push 정책이 시동되었던 1950년대에 효율적인 생산규모가 연산
10만 대였던 데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자동차산업 육성정책이 시
작되었던 1970년대에는 그 규모가 40만 대로 4배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의 내수 규모는 일본의 절반에 불과하였다는 것이다. 그
만큼 대규모 투자에 따른 위험이 컸고 투자초기부터 수출이 고려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19) 우리나라의 경우 규모의 경
제, 학습효과를 통해 단기간에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여 가
격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만이 수출 및 외채상환을 가능하게 하는
17) 세 완성차업체간 전략적 대응의 차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는 제4절을 참조.
18) Amsden(1985)은 개도국들이 일반적으로 대량생산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과정을 통해 성장한다고 보며 이를 ‘Learning through Mass Production’으로 개념화
하였다.
19) 일본의 경우 엔지니어링 기반이 어느 정도 존재하였기 때문에 선진장비나 기술
을 도입하더라도 생산규모를 줄이는 등 도입기술을 국내시장 상황에 맞게 응용
하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나(Cusumano, 1985),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력 및
응용력 부족으로 선진 대형 생산시설 및 기술을 여과 없이 도입해야만 했다. 일
찍이 Gerschenkron(1962)도 후발국의 엔지니어링 역량의 부족이 투자단위를 대형
화하는 경향이 있음을 날카롭게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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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이었고, 우리나라 정부의 자동차산업정책은 1960년대 후반부
터 1990년대 중반까지 대체적으로 이러한 경제적 논리에 기초하
여 일관되게 추진되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Ⅳ.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에서의 하청관계의 특징
여기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하청시스템의 발달 과
정 및 외형적 특징에 대해 살펴본 후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본 하
청관계의 경제적 효율성은 무엇인지 미시데이터를 통해 검증해
본다. 아울러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하청시스템
내 기업관계의 특징을 거래기간, 계약형태, 대기업의 지배형태 및
정도, 기업간 신뢰의 정도 등 4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하청시스템의 구조와 경제적 효율성
우리나라에서 하청시스템은 1980년대에 급속히 확산․발전하였
다(<표 1>). 자동차산업에서 하청관계는 대규모 조립생산체제가
들어선 1970년대 중반경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여 1980년대 전반
기에는 하청시스템에 편입된 중소기업의 비율이 20%대에서 50%
대로 증가하는 등 빠른 속도로 확대되었다. 하청관계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비중이 증가하는 것과 함께 중소제조업체수도 크게 증
가한 것이 특기할 만한데, 이는 하청시스템의 발달이 중소제조업
체에 대해 사업기회를 제공하였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에서 하청관계의 확대는 일본보다도 빠르게 진행되었다.
일본의 경우 전체 중소 제조기업에서 차지하는 하청 중소기업의
비중이 50%를 넘어 최고치(66%)에 도달하기까지 15년(1966～1981
년) 정도가 소요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동 비율이 50%에서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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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도달하기까지 단 5년(1987～1991년)밖에 소요되지 않았다.
이는 후술하겠지만 우리나라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한 중소기업정
책 및 계열화정책이 일정 정도 효과를 거둔 결과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하청구조를 일본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먼저 기업규
모 면에서 일본에 비해 훨씬 영세한 것이 특징이다. 일본의 경우
모기업과 직거래하는 1차 하청업체의 50% 이상이 500인 이상
중․대규모 기업인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오직 6% 정도만이
500인 이상 기업이고 1차 하청업체의 약 70%가 100인 미만 기업
이다. 그리고 부품업체당 평균적으로 거래하는 모기업수를 의미
하는 거래집중도 측면에서도 일본의 경우 5.4(1993년)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1.7(2001년)에 불과하여 거래집중도가 상당히 높
으며 70~80%의 1차 하청업체가 1~2개의 모기업과만 거래하고
있다.
<표 1> 중소 제조업체 중 하청 중소기업의 비중 추이
(단위 : %, %p)
KSIC
3
32
35
37
38
381

구 분
합 계
섬유․의류․가죽
화학․고무․플라스틱
금속
조립금속․기계․장치
조립금속

1980
30.3
35.2
41.7
54.2
41.1
32.7

1984
41.7
44.3
41.2
62.8
60.4
53.4

1987
48.5
50.9
55.0
65.0
69.2
66.0

1988
55.5
54.9
61.3
74.9
75.0
69.9

1989
66.6
76.3
70.8
83.3
78.5
71.9

1990
70.0
78.7
75.7
85.0
83.3
77.7

1991
73.6
81.0
82.4
81.7
84.0
83.3

1980-91
+43.3
+45.8
+40.7
+27.5
+42.9
+50.6

382
383
384

일반기계
전기기기
수송기계
기업수(천개)
연간 증가율(%)

50.0
58.3
23.4
30.7
5.3

68.9
69.7
53.5
38.1
5.5

73.7
65.4
78.8
48.9
8.7

77.2
82.9
80.5
53.1
8.6

84.4
82.9
76.8
58.5
10.2

839.
89.3
82.3
64.4
10.0

90.8
80.8
78.6
67.6
5.1

+40.8
+22.5
+55.2

주 : 1. 중소기업은 상시 종업원 300인 미만인 업체
2. 산업분류 기준이 1992년도에 변경되어 그 이후 기간은 비교 불가
자료 : 산업연구원(1995)(원자료 : 중소기업실태조사, 각년도)

이러한 외형적 특징들은 자칫 우리나라 하청구조의 후진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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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취성을 나타내는 좋은 증거로 간단히 치부될 수도 있을 것이
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하청시스템의 발달과 함께 중소기업
의 절대적 수가 증가하고 하청시스템에 편입되는 중소기업의 비
중 또한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도 하청시
스템이 특정한 경제적 의미나 효율성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고 하겠다.
따라서 이 점에 착안하여 본고는 우리나라 완성차업체 중 한
개 업체(K사)와 직거래하는 1차 협력업체의 재무자료(1987～1995
년)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20) 중소 부품업체의 주거
래 자동차업체에 대한 거래의존도(α)와 해당업체의 주요 경영지
표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하청시스템이 중소부품업체들에
게 어떠한 경제적 의미를 가지는지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각 협
력업체의 주거래모기업에 대한 거래의존도(α)와 해당 부품업체의
매출액, 노동생산성, 노동장비율, 영업이익률, 영업자본회전율, 부
채비율 등 성과지표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요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첫째, 거래모기업에 대한 의존도(α)는 이익률과는 부(-)의 상관
관계를 보이지만 영업자본회전율과는 일관되게 높은 양(+)의 상
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둘째, 거래모기
업에 대한 의존도(α)가 높을수록 매출액 기준 성장률이 높으며
고정자본형성으로 본 투자 증가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이는 하청시스템이 이익률 기준으로 볼 때 착취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미 투자된 자본의 가동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부품업체의 투자율을 높이고 빠른 성장을 가능
하게 하는 시스템으로서 기능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20) K사의 1차협력업체수는 연간 평균 200여 개사에 이르나 자료의 불완전성, 비연
속성 등으로 인해 최종 72개 업체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1987～1990년간 자
료는 부경대학교 홍장표 교수의 자료협조를 얻어 분석에 활용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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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K사 협력업체의 모기업의존도(α)와 주요 기업성과지표간
상관관계(I) (1987, 1990, 1992, 1995)
α
α

Sales

VA/L

K/L

Profitability

Turn-over
rate

Debt-equity
ratio

Financial
cost

1

Sales

1

VA/L

+**

1

K/L

+**

+**

Profitability

-**

Turnover
rate
Debt-equity
rati o
Financial
cost

+* or +**

1

+**

1
-**

1

( +* )

주 : 1.

1
+**

+**

-**

+**

1

α : 주거래모기업에 대한 매출/총매출×100
VA : 부가가치 L : 상시 종업원수 K : 유형고정자산(건설가계정 제외)
Profitability : 영업이익/매출액×100
Turnover rate : 매출액/영업용 자산(영업용자산=총자산에서 건설가계정,
유가증권 투자, 이연자산 등을 뺀 금액)
Debt-equity ratio : 총부채/자본금×100
Financial cost : 순이자지불/매출액×100
2. +와 -는 각각 정 또는 부의 상관관계(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3. **와 *는 각각 1%와 5%의 유의수준
4. 상관관계가 3개년도 이상에서 나타나는 경우 그 부호와 유의수준을 표
시하였고, 음영은 상관관계가 4개 연도에 모두 존재함을 표시. 괄호 안
은 상관관계가 1992년과 1995년에만 나타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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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K사 협력업체의 모기업의존도(α)와 주요 기업성과지표간
상관관계(Ⅱ) (1987～1995)
(α=평균)
α
α

1

PRF

PRF

-0.36**

1

GROW_S

0.44**

-0.35**

GROW_K

0.25*

TRN

0.35**

GROW_S

GROW_K

TRN

DEBT

1
0.25*

1
1

DEBT

1

주 : 1. PRF : 영업이익률의 평균 GROW_S : 매출액의 연평균 증가율
GROW_K : 유형고정자산의 연평균 증가율
TRN : 영업자산 회전율의 평균
DEBT : 총부채/자본금 비율의 평균
2. 숫자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3. **와 *는 각각 1%와 5%의 유의수준

요컨대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모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
는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체계적으로 낮은 수익률을 결과하여
착취적인 측면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와 동시에 고정자
본의 높은 활용도에 따른 투하자본의 빠른 회수, 활발한 투자를
통한 신설비․신기술의 도입, 매출액 증가 등 동태적 경쟁력 확
보 면에서 이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기업관계의 특성
하청시스템에서의 기업관계의 특성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
해 부품업체와 모기업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실시하였다. 1997년
2~4월에 걸쳐 부품업체 및 자동차 3사를 대상으로 기업관계에
대한 설문 및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설문에 응한 총 108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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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96개 업체의 설문결과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하청업체는 설문에 포함된 두 가지 항목인 주거래기업에 대한
매출의존도(50% 이상; 50% 미만)와 주력제품에 대한 경쟁업체수
(0 또는 1개사; 2개사 이상)를 기준으로 A, B, C 세 그룹으로 분
류하였다. A그룹은 주거래기업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50% 이상으
로 높지만 주력제품에 대한 경쟁업체가 없거나 한 개에 불과하여
모기업에 대해 어느 정도 협상력을 행사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
호의존형’ 기업들이다. B그룹은 주거래기업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50% 이상으로 높고 주력제품에 대한 경쟁업체도 2개 이상으로
많아 모기업에 대한 협상력이 매우 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기
업의존형’ 기업들이다. 마지막으로 C그룹은 주거래기업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50% 미만으로 경쟁업체수에 상관없이 어느 정도
모기업으로부터 독립적인 경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독립
형’기업들이다(<표 4>).
<표 4> 샘플 부품업체의 분류
주력제품에 대한
경쟁업체수
주거래기업에 대한
매출의존도
50% 미만

50% 이상

0또는 1

2 이상

계

C(17)
(3)

(14)

A

B

(42)

(37)

(96)

A : 상호의존형, B : 모기업의존형, C : 독립형

그리고 기업관계의 특성은 거래기간, 계약형태, 지배관계Power,
신뢰Trust 등 4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으며 설문조사 결과 분석된
각 범주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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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거래기간 면에서 응답업체의 100%가 장기거래관계에 있
다고 응답했으며, 거래기간이 10년 이상인 기업이 80% 이상, 거
래기간이 15년 이상인 기업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에서의 하청거래 관계는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10년 이상 거래 기
업의 비율이 상호의존형에서 78%, 모기업의존형에서 90%, 독립
형에서 70%로 나타나 대체로 유형에 상관없이 장기거래관계가
지배적이었다.
두 번째, 이러한 장기거래관계가 명시적인 계약(장기계약이나
단기계약의 지속적 갱신)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기한에 대한 특
별한 명시 없이 암묵적으로 거래관계가 연장․지속되고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60% 이상의 기업이 기한의 명시 없이 장기거래관
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거래관계 개시시 주고
받는 기본계약과 매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Substance이 담긴 주문서
에 대한 법적 효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업체의 40%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대답하였고, 특히 모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업체일수록 그와 같은 응답비율이 높아졌다. 이는 하청시스템 내
에서 기업간 계약의 암묵성Tacitness 이 높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자
구보다 관계 내에서의 성과가 거래관계 지속의 주된 기준임을 의
미한다. 그리고 모기업의 생산시스템과 긴밀히 연계된 모기업의
존형기업일수록 계약서의 법적 구속력에 대한 인식이 약한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현상 역시 우리나라 하청관계에서는 문서
화된 계약이 실제 기업들의 행동을 규율하는 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실제로 기본계약을 입수하여 분석해 본 결과 절차적 룰만 명시
하고 있을 뿐 전반적으로 조항의 내용이 모호하고 쌍방간 합의에
의해 실질적인 내용들이 정해지도록 유연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쌍방간 합의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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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도록 규정하는 등 계약서가 계약당사자들의 행위를 규율하
는 기능은 매우 약했다. 이와 같은 기본계약의 특성은 대기업에
의한 기회주의Opportunism 나 모럴헤저드의 조장, 강자의 약자에 대
한 재량권 행사 등 경제적 비합리성을 초래할 여지를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거래비용이론이 시사하듯이, 하청
관계에서와 같이 거래전속적인 인적․물적 자산이 존재하는 경우
에는 분쟁 발생시 법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보다 당사자간의 의견
조정과 합의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이미 투자된 자산의 가치보전
이나 거래비용 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21)
세 번째, 하청시스템 내에서 모기업의 하청 중소기업에 대한
지배력 행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
보았다. 설문 결과 기업간 거래에 있어 중요한 거래조건인 지불
수단, 결제기간 등이 모기업에 의해 결정되는 비율이 매우 높아
모기업에 의한 지배력 행사가 상당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모기업에 의해 지불수단 및 결제기간이 결정되는 기업의 비
율을 유형별로 보면 상호의존형 90% 이상, 모기업 의존형 80%,
독립형에서 70% 수준으로 나타나 모기업으로부터 독립적일수록
모기업에 의한 일방적인 거래조건의 제시 정도는 약화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거래조건 중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가격 자
21)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Hirschman(1970)은 문제발생시 거래관계를 즉시 청산하는
전략(Exit 전략)보다 거래관계를 지속하면서 문제를 상호 해결하는 전략(Voice 전
략)이 더 효율적임을 보인다. 즉 거래기업이 완전경쟁에 가까울 정도로 무수히
많고 Exit전략이 지배적인 상황에서는 어떤 기업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할 때 수요기업은 언제든지 거래처를 전환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거래를 청산당한 공급기업은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경제학 교
과서에서의 이론적 예상과는 달리 경제 전체적으로 비효율성이 상당 기간 시정
되지 않고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Voice전략 하에서는 문제발생
시 거래자들이 즉시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견해를 표명하게 되므로 비효율
성 등 문제해결이 오히려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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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결정에 있어서는 상호협의의 비율도 40% 정도로 적지 않게
나타나 모기업의 지배력 행사에 대해 다소나마 억제기제가 존재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모기업의존
형에서 가격에 대한 부품업체의 의견제시 정도가 상호의존형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 역시 모기업의 일방적인 지배력 행사
에 대한 억제 메커니즘의 존재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는 후술하
듯이 계열화, 공정거래 관련 정부 정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
인다. 모기업의 부당한 재량권 행사의 대표적인 사례로 들어지는
행태 중 하나가, 주문한 제품을 약속한 대로 전부 인수하지 않고
일부분만 인수하거나 인수자체를 거부하는 것인데, 설문결과 절
반 이상의 업체들이 모기업 측의 부분인수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
났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모기업의 이러한 행태를 부당하다고
인식하는 기업의 비율은 상호의존형 61%, 모기업의존형 67%, 독
립형 86% 순으로 나타나 모기업과 생산시스템상 통합의 정도가
높을수록 부당함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유의하게 약화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모기업과의 협력도가 높을수록 최종수요 감소
등 모기업의 사정에 따라 부품공급이 어느 정도는 유연하게 조정
될 수 있다고 보는 기업들이 적어도 30~40%는 존재함을 의미하
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청시스템 내에서 기업간 협력이나 신뢰는 구체적
으로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는지 살펴보았다. 수직적 분업관계에
서 기업간 협력은 주로 비용, 품질, 납기 등 세 분야에서 이루어
지게 된다. 설문은 이 세 분야에서의 협력도를 알아보기 위해 우
선 비용 면에서 모기업이 부품업체에 대해 원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요구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 부품업체들은 어떻게 평가
하는지 물어보았다. 그리고 품질 면에서는 모기업이 실시하고 있
는 품질등급제도에 대해, 납기 면에서는 자동차업계에서 관행화
되어 있는 적기납품Just-In-Time제도에 대해 각각 어떻게 평가하는
제3장 기업간 협력과 산업경쟁력 121

지 질문하였다. 설문결과 응답업체들은 모기업의 정책 및 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모기업의존형은 원가정보 제공과 등급제도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독립형은 납품빈도수가 상대적으
로 낮아 JIT에 대해 부정적인 기업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
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모기업에 의한 간섭 또는 지배로도 인식
될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들에 대해 하청업체들이 대체적으로 긍
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이것이 일정한 룰에 의거하고
있고, 양자간에 관계특정적인 자산이 상당 부분 축적되어 있어
협력하는 것이 유리할 뿐만 아니라 모기업에 의한 지원이나 기술
적 지도가 병행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선 가격 면에서는 납품단가가 모기업에 의해 결정되더라도
상호간에 정보를 상당 수준 공유하고 있고, 일정한 룰(가격산정
공식) 22) 에 의거하여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거부감이 덜한 것으
로 나타났다. 실제로 모기업은 기술력 우위에 따른 부품상세 설
계도의 제공, 기술지도를 위한 제조 현장의 방문 등을 통해 부품
업체의 기술이나 비용구조에 대해 상당히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거래특정적 자산의 존재도 협력의 근거가 될 수 있는데,
실제로 85%의 응답업체들이 모기업과의 거래에 특수한 전용자산
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응답비율은 상호의존형에서 가장 높고
독립형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모기업의 금전적, 기술적,

22) 일반적인 가격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다.
납품단가 = 재료비 + 제조비 + 일반판매관리비 + 이윤마진 + 감가상각
여기서 제조비는 임금단가(Wage Rate)×공수(Number of Manufacturing Operations)
로 결정되고 일반판매관리비는 제조비의 15～25%, 이윤마진은 제조비와 일반판
매관리비를 합친 금액의 15～20% 수준에서 결정된다. 이윤 마진은 고정된 것은
아니고 경기여건 등을 감안하여 모기업에 의해 전략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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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기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
났으며, 이 역시 협력의 유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기업간 신뢰Trust 는 과연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는지 설문을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신뢰와
관련된 10개 문항(<표 5>)에 대한 동의 정도를 5점 척도로 평가
<표 5> 신뢰의 내용(I)
구 분

A

B

C

협력업체 평균
(n=96)

완성차업체 평균
(n=3)

(i)

협력업체들은 부품의 품질상 하자를 최
대한 줄여야 한다.

4.48

4.62

4.58

4.56

5.00

(ii)

모기업은 지급기일을 엄수해야 한다.

4.68

4.41

4.52

4.55

4.67

(iii)

협력업체는 납품기일을 엄수해야 한다.

4.56

4.52

4.47

4.53

5.00

(iv)

모기업과 협력업체는 상대 회사의 기밀
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4.41

4.58

4.47

4.49

5.00

(v)

모든 약속은, 구두든 문서로 되어 있든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4.36

4.25*

4.58*

4.37

5.00

(vi)

모기업과 협력업체는 생산 및 투자계획
에 대해 수시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

4.12

3.94

4.05

4.03

5.00

(vii)

모기업은 일단 주어진 납품 주문을 변
경해서는 안 된다.

4.02

3.86

4.29

4.02

4.33

(viii)

모기업은 납품단가 산정시 협력업체의
수익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3.7

4

3.8

3.85

4.00

(ix)

거래 일방이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거래편의를 봐준다.

3.73

3.75

3.94

3.77

4.33

(x)

필요시 언제든 계약조건에 대해 재협상
할 태세가 되어 있다.

3.75

3.61

3.88

3.73

4.67

4.19

4.65

전체 평균

주 : 1. 수치는 각 항목의 중요성에 대한 응답업체들의 평가(1=전혀 중요하지 않
다, 2=중요하지 않다, 3=보통이다, 4=중요하다, 5=매우 중요하다)의 평균
2. *는 Duncan Multiple Test에 따라 그룹별 평균값이 유의하게 다름을 표
시(5% 유의수준)
3. 음영부분은 각 항목에 대한 모기업과 부품업체의 차이가 전체 평균의
차이보다 큰 것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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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하고 10개 문항을 다시 ‘계약준수Adherence to Agreement’,
‘도덕성Basic Morality’, ‘유연성Flexibility’, ‘선의Goodwill’로 압축하였
다. 그 결과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에서 모기업이나 부품업체간 인
식의 격차가 가장 작은 신뢰의 개념은 ‘계약준수’인 것으로 나타
났다(<표 6>). 그런데 ‘계약준수’는 품질, 납기 등 총체적인 역량
Competence 면에서 수요기업의 기대에 부응할 때 실현가능하기 때
문에 이러한 설문결과는 부품업체의 역량이나 실력이 하청시스템
내 기업간 신뢰관계의 핵심이라는 사실이 모기업과 부품업체 상
호간에 인정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부품업체들도 자신들
의 신뢰도는 품질개선 노력에서 가장 높게 드러난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기업관계를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선의에 기
반한 신뢰Goodwill Trust’도 상당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
라에서도 기업간 신뢰가 경제활동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신뢰
수준 이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6> 신뢰의 내용(Ⅱ)

주 :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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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협력업체 평균
(n =96)

완성차업체 평균
(n = 3)

도덕성1)
계약준수2)
유연성3)
선의4)

4.43
4.42
3.88
3.81

5.00
4.75
5.00
4.17

<표 5>의 항목 iv, v
<표 5>의 항목 i, ii. iii, vii
<표 5>의 항목 vi, x
<표 5>의 항목 viii, ix
음영부분은 각 항목에 대한 모기업과 부품업체의 차이가 전체 평균의
차이보다 큼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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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협력적 기업관계 발전을 위한 미시․거시적 제도
여기에서는 거시적 차원에서 기업간 수직적 분업구조의 형성에
기여한 공식적 제도 및 정부의 역할을 중소기업정책 일반과 계열
화촉진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한편, 자동차 업체들이 협력적
기업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형성, 발전시켜 온 미시적
메커니즘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 거시적 제도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제도의 기본 골
격은 1960년대에 이미 마련되었으나 1970년대 중반까지 중소기
업정책은 중화학공업화 정책에 밀려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그
러나 중화학공업화로 대기업은 급성장한 반면,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 중 비중이 빠르게 감소하는 등 부진을 면치 못하였고(<그림
4>), 이러한 현상에 대한 사회경제적 비판이 거세게 일면서 1970
년대말부터 중소기업정책들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미 존재하고 있던 중소기업고유업종지정제도, 중소기업계열화
제도 등도 198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였다.23)
또한 1980년대 초반부터는 정부의 금융․조세정책상 중소기업
에 대한 우대조치가 처음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였으며, 금융 면에
서 제도금융권에 대한 중소기업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금융기관에 대한 중소기
업대출 의무비율 부과, 신용보증기금의 설립, 계열화지정업체의
무담보 할인 등이 그러한 예이다. 1970년대 후반부터 중소기업들
은 중화학공업화의 완성을 위한 중간재 산업육성이라는 정책적
23) 예를 들어 계열화 지정 품목수는 1979년 41개에서 1982년 1,048개로 급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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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하에 정부의 지원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제도적 틀
속에서 대기업들의 시장지배력 남용 및 지나친 수직적 통합이 억
제되기 시작했다.
<그림 4> 총제조업체수 및 중소기업 비중의 추이(1948～1994)

1960년대말부터 정부는 부품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으
나 1970년대 초반까지는 다른 산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소수 부품
업체에 의한 대량생산(소위 일원화정책)과 조립업체와의 수평적
계열화를 선호하였다. 그러나 정부 의도와는 달리 자동차조립업
체들은 업체간 경쟁, 기술․품질관리 등의 이유로 수직적 통합을
추구하였다. 이에 정부는 1978년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을 개정
하면서 기존의 수평적 계열화에서 탈피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직적 계열화를 인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대기
업의 지나친 수직적 통합을 억제하고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
호하려는 정책적 의도 또한 명확히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계열
화 품목의 조립업체 생산은 법으로 금지․억제되었고 장기거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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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와 기술이전이 강제 또는 장려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억제하는 제도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초반에는 ‘공정거래법’(우월한 지
위의 남용 방지 조항)을 통해 대기업을 견제하였고, 1984년부터는
‘하도급공정거래법’을 제정하여 규제를 체계화하고 강화하였다.
중소기업계열화정책은 수직적이지만 협력적인 기업관계의 형성
과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제조산업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최종조립
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려는 정책이었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재정자금 등 공적자금보다는 대기업의 자금, 신용도, 기술력, 경
영기법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정책목표를 달성하려고 했다는 점
에서 특기할 만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식적인 제도들은 일반 시장참가자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어떠한 계약에서보다도 높은 수준의
기업간 협력관계를 단기간에 구축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한국 자
동차산업의 급속한 양적․질적 성장을 가능하게 한 거시제도적
기반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기업간 협력을 위한 미시적 메커니즘
(1) 완성차업체의 전략과 기업간 협력관계의 유형
정부의 정책은 일반적으로 그것이 시장의 요구, 기업의 이해와
어느 정도 부합해야 성공할 수 있다. 정부가 수직적 통합Vertical
Integration보다 수직적 분업Vertical Disintegration이 경제 전반의 효율
성 제고에 기여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추진하더라도 개별기업들의
입장에서 이러한 전략의 실현가능성이나 효율성Efficiency이 낮다고
판단된다면 동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산업여건이
성숙되지 않았을 때 완성차업체들은 정부정책에도 불구하고 수직
적 통합을 선호했으며, 동일한 정부정책과 경제환경 하에서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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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차 3사의 전략 및 정책에 대한 대응은 매우 달랐다.
자동차산업에서 후발국 기업의 부품조달 전략에 가장 큰 영향
을 미치는 두 가지 요소는 자동차업체의 제품․마케팅 전략과 기
술제휴 파트너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외환위기 이전 자동차 3사(현
대․기아․대우)의 제품전략 및 기술제휴 파트너의 선택은 매우
달랐으며 이로 인해 각 사의 부품업체와의 협력관계도 차별성을
가지면서 발달하게 된다.
현대자동차는 창업초기에 Ford와의 기술제휴를 추진하였으나
양자간 전략의 불일치, 24) 후자의 무관심 등으로 제휴에 실패한
후 자력에 의한 고유모델개발 노선으로 선회하게 된다. 이후 현
대자동차는 다국적기업으로부터 경영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독
자적인 기술개발 및 수출 전략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반면에 대우자동차는 GM과의 합작투자에 의해 만들어진 회사
로서 처음부터 GM이 설비투자, 제품개발 등 전략적 의사결정에
깊숙이 개입하게 된다. GM의 영향력은 대우자동차에서 협력적
기업관계가 발전하는 것을 여러 면에서 어렵게 한 것으로 보인
다. 우선 대우자동차는 GM의 구모델을 들여와 국내에서 고가에
판매하는 소극적 판매전략을 지속했고 수출에 대해서도 GM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매출이 만성적으로 부진하였으며
생산량의 절대부족으로 국내 부품업체들의 역할도 한정되어 기업
간 협력의 기반 자체가 매우 협소하였다.25) 여기다가 부품업체에
대한 관리전략 면에서도 GM식의 수직통합 또는 소원한Arms'-Length
24) 현대자동차는 기술도입을 통한 독자적인 모델의 개발 및 Ford의 판매망을 이용한
수출까지를 염두에 두고 제휴를 추진하였으나 Ford는 엔진 등 부품생산을 위한
지역거점 정도로 인식하는 데 그쳤다(오원철 1996, 현대자동차 1997).
25) 뿐만 아니라 GM은 기술이전이나 제품개발능력 축적을 위한 시도 등에 대해서도
매우 소극적이었다. 자동차의 디자인, 개발능력은 선진모델을 바탕으로 독자적으
로 모델을 변경하는 수많은 시도를 통해 축적될 수 있는데, GM은 대우 측의 모
델변경 요청에 대해 번번이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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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경향이 지배적이었다. 즉 대우자동차의 경우 제품전략, 협력
파트너의 영향 등으로 인해 협력적 기업관계의 발전에 필요한 자
금․동기․기술력 등이 결여될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기아자동차는 대우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독자모델보다는 외국모
델 조립 전략을 선택하였지만 제휴선이 일본업체인 마쓰다여서
대우자동차만큼 외국모델에 의존한 제품전략이 부정적 요소로는
작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우선 수입모델이 경제적이고 비
교적 신차종이어서 국내판매가 호조를 보인데다 기업관계에 있어
서도 일본식의 협력적 요소들이 일찍부터 도입되었으며, 기술이
전도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졌다.26)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아그룹
의 구조적 취약성, 독자모델의 부재, 이에 따른 시장 확대의 한계
등은 협력적 기업관계의 발전을 재원이나 기술력 면에서 크게 제
약하였고 협력적 기업관계의 발전은 현대자동차보다 뒤떨어지게
되었다.27)
독자모델을 일찌감치 개발하여 1970년대부터 수출이 가능했던
현대와는 달리, 대우와 기아는 1980년대 후반에 와서야 다국적기
업의 국제적 소형차 조달전략Global Small-car Outsourcing Strategy에 편
입되면서 본격적인 수출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다
국적기업들이 소형차생산전략을 국제적인 아웃소싱으로부터 일본
기업들과의 제휴를 통한 미국 본토에서의 직접생산Transplant으로
변경하면서 대우와 기아의 수출기회는 다시 축소되기 시작한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1990년대초부터는 이들 업체들도 독자모델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계기로 국내시장도 모델 개발과 상품
다각화를 통한 본격적인 경쟁체제에 돌입하였고 하청관계도 협력
적인 특징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26) 정부가 부품업체들로 구성된 협력회 구성을 지도하기 훨씬 전인 1970년대부터
기아자동차에서는 협력회가 구성되었다.
27) 기아자동차의 내부보고서의 자체평가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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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기업간 협력을 위한 미시적 메커니즘을 현대자동차
를 사례로 하여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2) 기업간 협력을 위한 미시적 메커니즘 : 현대자동차의 사례
현대자동차의 조직도에 기업관계 관리부서가 등장한 것은 1977
년 포니 개발이 성공한 이후였다. 품질관리과의 하위조직으로 시
작한 동 조직은 수출전략차종인 엑셀 개발을 계기로 1982년에
‘부품업체지도부’로 성장하였고, 이후 협력적 관계를 지원하는 여
러 가지 미시적 제도들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28) 이
러한 미시적 메커니즘의 구축은 기술지도, 금융지원, 품질관리,
적기납품, 정보화 등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먼저 ‘부품업체지도부’의 생성과 함께 현대자동차는 부품업체에
대해 공장레이아웃, 공정관리, 재고관리 등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지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부품업체의 입장에서 모기
업으로부터의 기술지도는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
회로서 큰 협력의 유인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29) 금융 지원은
재료의 대량구매, 결제기간의 단축, 완성차업체 주거래은행을 통
한 주요 협력업체에 대한 무담보 어음할인 주선 등의 형태로 이
루어졌고, 이는 1980년대 초반 불황기에 협력업체들이 거래특정적
자산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하는 데 하나의 유인으로 작용하였다.
28) 포니 모델은 이탈 디자인의 디자인에 기초하여 미쓰비시의 엔진, 트랜스미션, 액슬
을 그대로 도입하여 조립되었으나 나머지 부품들은 미쓰비시의 Lancer 모델을
Reverse Engineering함으로써 자체 개발해야 했다. 자동차산업의 특성상 모든 부품들
의 품질, 부품간 조화 등이 차의 성능과 품질을 결정하므로 부품업체들의 생산성
제고와 품질 관리가 중요해지면서 부품관리부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리고
1982년에는 수출전략차종인 Excel이 개발 중이었고 동 차종을 위한 국내 최초의
세계적 규모의 공장(30만 대)이 설립 중이었으므로 부품생산업체와의 시설투자, 품
질 관리, 로지스틱스 상의 긴밀한 협력과 조정은 프로젝트 성공의 중요한 요소였다.
29) Amsden(1989)은 한국에서의 Subcontracting System이 경제의 선진 부문으로부터
후진 부문으로 기술이 이전되는 중요한 통로로 기능하였다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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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는 품질관리를 위한 등급제도를 시행하였는데 이를
통해 부품업체에 대해 품질관리기법을 전파함으로써 생산성과 효
율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등급에 따라 대금지급시기, 금융지원
상의 우대 등 거래조건을 차등화함으로써 장기․전속적인 거래관
계 속에서도 경쟁메커니즘을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한편 1980년대 후반 자동차생산대수가 매년 20만 대 이상씩
늘어나면서 부품의 종류와 숫자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함에
따라 일본식의 적기납품시스템(JIT)을 도입하였고 이로 인해 부품
업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시스템적으로 더욱 더 중요해졌다. 나아
가 1980년대 후반에는 공장자동화의 진전으로 유연생산시스템
Flexible Manufacturing System30)이 도입되면서 생산 및 관리가 더욱
복잡해졌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 정보통신망Value-added Network 인
HD-Net을 개통하였으며(1990년), 이를 계기로 모기업과 부품업체
간 생산의 동기화Synchronisation는 한 단계 더 진전하게 된다.
1980년대말 생산능력이 100만 대를 넘으면서부터는 부품업체
를 대상으로 한 공장자동화학교를 개설함으로써 새로운 생산체제
에 대한 이해 및 품질제고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자발적인 협력
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국제시장에서 완성차개발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완성차 개발과 부품 개발을 동시병행적으로 진
행하여 신모델 개발주기를 단축시키고자 부품업체의 기술진을 모
기업의 R&D 센터에 상주시키면서 공동으로 개발하는 일본식의
Guest Engineering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1990년대 후반부터
는 200만 대 생산계획을 수립하고 생산의 국제화를 강화하면서
우수업체의 해외 동반진출을 시도함으로써 부품업체들에게 또 하
나의 협력유인을 제공하게 된다.
이상과 같은 미시적 협력 메커니즘들은 왜 비슷한 환경 하에서
30) 한 라인에서 여러 차종이 조립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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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기업관계가 각기 다르고 신뢰의 수준도 산업 내에서 불균등하
게 분포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중요한 단서이다. 요컨대 현대자동
차는 선진기업들의 각축장인 미국시장으로 수출한다는 제품전략
을 세움으로써 수직적 분업구조를 추진하려는 정부정책에 능동적
으로 대응할 유인을 가질 수 있었고, 이러한 분업구조가 현실적
으로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미시적 차원의 메커니즘
들을 발전시켜 왔던 것이다.

Ⅵ. 맺음말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에서 보이는 장기․협력적 기업관계는 거
시적 수준에서는 수직적 분업관계를 유지하고 불공정거래를 억제
하는 정부의 제정책에 의해, 미시적 수준에서는 협력을 유도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완성차업체 주도의 각종 메커니즘들에 의해 유
지․발전되어 왔다. 그리고 협력적 기업관계는 국제시장에서 선
진기업들과 경쟁하는 모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 부문으로 기술이
나 생산성 향상 기법들이 이전되는 통로로 기능함으로써 산업 전
체의 경쟁력을 높여 왔다고 볼 수 있다.
기업에 대한 설문결과 우리나라 하청관계에서 모기업에 의한
지배가 예상대로 상당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이러한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그와 같은 기업관계가
장기간 유지되고 개도국 중 유일하게 국제 시장에 진출하여 성공
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경험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거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에 대해, 대기업이 경기
순환에 따른 부담을 전가하는 완충판Buffer으로서의 중소기업의
역할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온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 글에서 보여주듯이 정부정책이나 거시적 제도까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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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할 경우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의지에 따라 기업의 생존이
일방적으로 좌우되는 탄력적인 존재이기보다는 반대로 제도의 틀
내에서 보호받고 지원받는, 대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비탄력적인
Rigid 존재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비탄력성Rigidity이야말로
대기업으로부터의 기술이전, 거래 특정적인 고정투자에 대한 신
속한 의사결정 등을 가능하게 한 요소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산업적 성공을 정부 정책이나 재벌기업의 모
험가 정신만으로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요인에 더해 상호 수직적 분업관계에 있는 기업간에 협력적
생산시스템이 성공적으로 형성․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야말로 우
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지속 성장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한 산업의 경쟁력을 정부, 대기업 및 중소기업까지 포
괄한 생산시스템으로 이해해야만 아무런 엔지니어링 기반이나 대
규모 자본도 없이 출발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이 이제는 산업프
론티어에 서 있는 일본 업체들까지 위협할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
게 된 과정을 좀더 적절히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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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은 개발도상국 중에서는 유일하게 전후 일
본과 비견될 정도의 빠른 속도와 규모로 성장해 왔다. 다른 개발
도상국들과 구별되는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발전과정상의 큰 특징
점은 첫째, 다국적기업이 아닌 국내기업에 의한 내생적 발전이
지배적이었다는 것과 둘째, 국산 고유모델의 대량 수출에서 보이
듯이 세계시장에서 독자모델로 승부하여 왔다는 점이다. 우리나
라의 산업화과정 전체를 축약하여 보여주는 이러한 자동차산업의
발전에 대해 국내외 학자들은 흔히 대기업집단의 기업가 정신 및
이를 가능하게 했던 구조적 특징, 또는 정부의 산업정책을 그 주
된 요인으로 지적하여 왔다. 그러나 본고는 이러한 논의에서 누
락되어 온 산업경쟁력의 또 하나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수직적
분업관계에 있는 기업간 장기․협력적 거래관계를 부각시키는 한
편, 동 거래관계의 경제적 합리성을 이론적․실증적으로 규명하
고자 한다.
본고의 분석 결과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에서 장기․협력적인 거
래관계가 생성,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중소기업 보호 및
지원정책이라는 거시제도적 환경 하에서 완성차업체 주도의 협력
유도적인 미시적인 메커니즘들이 장기적으로 발전되어 왔기 때문
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미시적인 메커니즘들이 발전할 수 있었
던 것은 거시적인 제도 환경뿐만 아니라 완성차업체의 독자적인
제품․마케팅 전략 등 시장의 선택 결과이기도 하였다. 부품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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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대기업-중소기업간의 장기․폐쇄적
거래관계에서 예상되는 대기업에 의한 지배력 행사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상당 부분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거래관계가 지배적이
었으며 기업간 신뢰도 상당 수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리고 부품업체의 재무데이터를 이용한 분석결과 주거래 모기업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높을수록 수익성은 낮지만 설비가동률이나 성
장률은 체계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장기거래관계는 중소
기업의 입장에서도 동태적 효율성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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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er-firm cooperation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 :
a case study on the Korean automobile industry
Hyun-Jeong Kim
The Korean automobile industry has developed at a staggering
speed, comparable only to postwar Japan. Compared to other
developing countries, the Korean industry has been endogenously
developed by local firms and has mass exported originally-designed
cars. Indeed, the successful and unique development pattern of the
industry epitomises the country's industrial success as a whole.
Industrial policy and big business groups (the chaebols) have been
singled out as important institutions underlying this success.
However, there is a missing link in the existing literature: the
vertical industrial organisation in the country's leading assembling
industries. This thesis attempts to fill this gap and sheds light on
the structure, nature and features of the Korean subcontracting
system by taking the automobile industry as a case.
In Korea, like in Japan, vertical disintegration has been the
dominant mode for coordinating production in the automobile
industry. Compared to the amount of attention attracted b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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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ese subcontracting system, however, little light has been shed
on the Korean subcontracting system. Why has vertical
disintegration, instead of vertical integration, been predominant
given the dominance of the chaebol in the economy? Why is the
long-term stable relationship conspicuous despite the short history
of industrialisation? And why has a dualistic argument not been
raised acutely in Korea in spite of the fact that buyer firms are
gigantic conglomerates and subcontractors are normally SMEs?
These features raise interesting theoretical and policy-related
issues.
Since the 1980s, theoretical studies on the hybrid forms of
coordinating production, which is neither ex-post market-type
coordination, nor ex-ante planned coordination within a firm, have
surged. The literature, however, has limitations in explaining
durable inter-firm relationships in general and those in developing
countries in particular due to lack of both sound micro-analysis
and historical perspective. This thesis shows that a particular
government policy, institutional framework and local firms'
strategy were required for a unique subcontracting system to
emerge and evolve speedily in Korea, supporting a highly
successful industry in the world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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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자유와 법치(에머지간, 2003) 의 book chapter ｢부패와 반부패 그리고 자
유주의｣를 수정한 것이다.

I. 서론
국제투명성 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TI)의 ‘공공부문’ 부패 수
준에 대한 2004년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CPI)가
발표되었다.1) 146개국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 한국은 10.0
만점(부패가 거의 없는 상태)에 4.5를 받아 146개국 중 47위를
기록했다. 이는 2003년 부패인식지수(133개국 중 50위, 4.3)보다
다소 개선된 것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0개국 중
23위에 머물러 아직도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아시아 지역만을 놓고 볼 때, 싱가포르(5위, 9.3점), 홍콩(16위,
8.0점), 일본(24위, 6.9점), 대만(35위, 5.6점), 말레이시아(39위, 5.0
점) 등에 뒤져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그동안 부패방지위원회 설
립과 공직자 윤리강령 제정 등 부패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
가청렴도에 있어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
이다.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지수가 산출된 1995년부터 10년간 3.8
～5.02 범위에 머물러, 부패인식지수가 별반 개선되지 못하고 있

1) 2004년 부패인식지수는 TI를 비롯해 국제경영개발원(IMD)과 세계경제포럼(WEF)
등 12개 독립기관이 2년에 걸쳐 다국적 기업과 각국 기업의 최고경영자 그리고
국가 애널리스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18개의 인식조사 결과에 기초한 것이다.
(부패인식지수(CPI) 작성에 사용된 12개 독립기관의 18개 조사자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http://www.transparency.org/surveys/#cpi 참조) TI는 CPI 작성의 객관성을 높
이기 위해 최소 3개 이상의 설문조사가 가능한 국가만을 비교대상에 포함하고 있
다. 한편 부패지수를 작성함에 있어 ‘인식(perceptions)조사’ 대신 기소율 내지 법원
의 판결 같은 ‘사실’에 토대를 둘 수도 있다. 그러나 기소율 등은 해당국의 사법제
도와 부패를 폭로하는 대중매체의 질적 수준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들 자료가 부
패의 실제 수준을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 TI의 ‘부패인식지수’도 이같은 논거에
기초하고 있다. 즉 부패의 현실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된 사람들의 ‘경험과 인식’
에 기초해 부패지수를 작성하는 것이 국가간 비교자료로서 더 적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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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패인식지수의 추이를 기간별로 살펴보면 향후 반反부패정책
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IMF 외환위기 이전인 1995년부
터 1997년까지의 연도별 부패인식지수는 4.29(1995년), 5.02(1996
년), 4.29(1997년)이며, 구조조정기期인 1998년부터 2001년까지의
연도별 부패인식지수는 4.2(1998년), 3.8(1999년), 4.0(2000년),
4.2(2001년)이다. 그리고 구조조정이 대강 마무리되고 부패방지위
원회가 출범한 2002년 이후의 연도별 부패인식지수는 4.5(2002
년), 4.3(2003년), 4.5(2004년)이다. 부패인식지수 추이에서, 개혁을
표방할수록 정치인 및 관료에 힘이 집중될수록 부패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2) 이같은 추론은, 구조조정기期의 부패지수가
IMF 외환위기 이전 기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부패
심화) 사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특히 구조조정이 절정에 이
르렀던 1999년에는 부패인식지수가 3.8로 추락함으로써 공공부문
의 부패가 심각한 수준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부패척결을 위한 ‘부패방지위원회’의 출범도 부패 정도를 개선
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2002년 이후의 부패인식지수가
IMF 외환위기 이전보다 개선되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기 때
문이다. 이는 법적 처벌기구 내지 통제기구를 통한 부패 척결에
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부패 억제를
위해서 부패방지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거나3) 새로운 통제기구를
신설(예컨대 ‘공직자비리조사처’)해야 한다는 유類의 주장은 기계
론적 사고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부패 억제를 위해 강력한
통제기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통제기구를 통한 접
2) 과거를 부정하고 밑그림을 새로 그리는 개혁은 사회공학적 설계주의의 극적인 발
로이다. 개혁은 권력을 집중시키고 동원하는 메커니즘인 것이다. 절대권력이 부패
하듯 개혁을 표방한 권력집중은 부패를 낳을 위험성이 높다.
3)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 2001년 6월 29일자 성명, “국민 염원에 턱 없이 부족한 함
량미달 부패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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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은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차원에서 부패척결을 위한 각
종 법제화가 봇물을 이루었음에도 부패문제가 크게 개선되지 못
한 것은, ‘개혁의 칼’로 부패의 줄기만을 잘랐기 때문이다. 부패
‘억지’보다 부패 ‘척결’을 내세운 것은 부패를 단칼에 끊어내겠다
는 ‘조급성’을 드러낸 것이다. 부패문제에 있어 쾌도난마快刀亂麻
란 결코 있을 수 없다. 정권의 부침과 관계없이 부패의 뿌리를
시간을 들여 정성껏 캐내야 한다. 구조화된 부패구조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정직과 정의를 택하도록 제도와 관행
그리고 의식을 바꿔야 한다.
부패를 진정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개혁’과 ‘통제기구’ 중심
의 정책관행을 바꾸어야 한다. 즉 부패 방지를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 글은 패러다임 전환의 준거를 ‘시장경제체
제’에서 찾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부패는 남의 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생길 개연성이 높다. 자기가 자기 재산을 관리한다면
부패가 생길 여지가 없다.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다 보니 그 재산
의 진정한 주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챙기게 되고
그것이 부패가 된다. 시장경제체제는 기본적으로 자기 재산을 자
기가 관리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부패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다.
또한 부패는 정책이 ‘원칙’이 아닌 ‘편의expediency '를 추구할 때,
즉 계획된 질서를 위한 규칙체계가 남용될 때 발생하게 된다. 과
도한 인․허가와 규제가 그 전형典型인 것이다. 정부의 인․허가
를 받는 과정에서 돈이 오가게 된다. 한편 시장경제는 민간의 사
私영역이 국가권력으로부터 구획(침범되지 않는)되는 체제이다.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는 민간의 사영역이 정치권력으로부터 구획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발된 것이다. 따라서 부패를 줄이려면 민
간의 사영역을 정치권력으로부터 지켜주어야 한다. 결국 시장경
제체제를 온전하게 발전시키는 것이 부패를 줄이는 길이다.
제4장 반(反)부패에 대한 자유주의적 접근 151

이 글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부정과 부패는 시장경제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경제체제가 억압되었기 때문이라는 인
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이같은 인식에 기초해, 반
反부패에 대한 시장경제체제의 함의를 ‘자유주의’ 시각에서 조명
하는 데 있다. 자유주의 시각에 기초한 이 글의 주장은 명료하다.
부패는 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파괴하고 열린사회를 닫히게 하
는 ‘반反문명적 행위’이며, 부패가 억지되지 않는 한 부패경쟁은
부패균형을 낳고 부패균형은 부富를 파괴시키는 축소균형을 초래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적청산과 징벌 중심의 부패억지가 아닌
‘법치적, 시장친화적, 사유재산강화적, 반패거리적, 개방적’정책과
철학에 토대를 둔 긴 호흡의 자유주의 접근을 통해서만이 부패를
효과적으로 억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자유주의에 기초한
시장경제체제의 완성을 의미한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2절에서는 경제자유와 부패
수준 그리고 국가경쟁력간의 관계를 살펴 차후 논의의 출발점으
로 삼는다. 3절에서는 부패문제에 대한 일반론적 접근을 시도한
다. 이어 4절과 5절에서는 2절과 3절의 논의를 토대로 반反부패
에 대한 자유주의의 함의를 살피고 자유주의적 시각에서 부패방
지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언하고 글을 맺는다.

Ⅱ. 경제자유와 부패, 국가경쟁력간의 관계
1. 경제자유와 부패
경제자유와 부패수준간에는 어떤 관계가 존재하는가? ‘경제자
유네트워크Economic Freedom Network'는 전세계 123개국을 대상으로
매년 ‘경제자유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경제자유네트워크는 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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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의 프레이저 연구소Fraser Institute가 주도하고 54개국의 자유주의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조직이다. 2002년 현재 경제자유지수가 가
장 높은 나라는 홍콩이고, 한국은 바레인, 코스타리카 등 4개국과
더불어 31위를 차지하고 있다. <표 1>은 경제자유지수와 부패지
수 그리고 경상달러 표시 1인당 국민소득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
으로, 그중 경제자유지수와 부패지수간의 관계를 보면 경제자유
도가 높을수록 부패가 줄어드는 역의 상관관계를 관찰할 수 있
다. 구체적으로 경제자유가 가장 높은 등급의 국가들의 평균 부
패인식지수는 7.9이며, 경제자유등급이 낮을수록 부패인식지수도
5.4, 3.9, 3.1, 2.5 순으로 낮아지고(악화) 있다.
<표 1>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경제자유를 많이 누리는 국가
일수록 부패수준이 낮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론
이 가능하다. ‘헤리티지Heritage재단’의 정의에 의하면, 경제자유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을 넘어서는 정부의 ‘강압과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4) 결국 경제자유는 ‘강압
과 제약’의 최소화를 의미한다. 5) 따라서 경제자유가 구현되는 조
건은, ‘작은 정부와 최소한의 규제, 재산권행사 제한의 최소화, 경
제유인에 따른 선택의 자유, 법치주의’로 집약될 수 있다. 6) 이는
시장경제체제의 본질이기도 하다.
4) Economic freedom is defined as the absence of government coercion or constraint on
the production, distribution, or consumption of goods and services beyond the extent
necessary for citizens to protect and maintain liberty itself.
5) 헤리티지재단은 경제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패(Corruption), 비관세무역
장벽(Non-tariff Barriers to Trade), 정부 재정부담(Fiscal Burden of Government), 법치
(Rule of Law), 규제정도(Regulatory Burden), 금융산업규제(Restrictions on Banks), 노
동시장규제(Labor Market Regulations), 암시장정도(Black Market Activities)의 8개를
들고 꼽고 있다.
6) 법치는 자유 그 자체는 아니지만 통치 권력에 의해 개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
(침해)되거나 오용(특혜부여)되는 것을 막아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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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체제가 정착되면 개인의 선택을 제한하는 ‘강압과 제
약’이 최소화돼, 이를 편법으로 면하려는 ‘부패의 여지’가 그만큼
줄게 된다. 그 결과 부패수준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같은 관
점에서 볼 때, 경제자유를 누리는 국가, 시장경제체제가 온전하게
정착된 국가의 부패수준이 낮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따라
서 반反부패 정책은 좀더 ‘긴 호흡’으로 시장경제체제 정착을 위
한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어야 한다.
<표 1> 경제자유지수와 부패인식지수, 1인당 국민소득의 관계 7)
경제자유도(2002)

최상위 그룹 차상위 그룹
(top)
(second)

중간 그룹
(middle)

차하위 그룹 최하위 그룹
(fourth)
(bottom)

부패인식지수(2003)

7.9

5.4

3.9

3.1

2.5

경상달러 표시 1인당
국민소득(2002)

26,106

14,461

6,551

5,285

2,828

자료 : The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Online, 2004.

2. 국가청렴도와 국가경쟁력
국가경쟁력과 부패 수준간에는 어떤 관계가 성립하는가?
<표 2>는 국제투명성기구(TI)의 2002년 국가청렴도(부패인식지수)
순위와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01년 국가경쟁력 순위를 비교
한 것이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칠레만 제외하고 청렴도
상위 20위 내 국가와 국가경쟁력 상위 20위 내 국가가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이는 청렴도가 높은 국가그룹이 역시 국가경쟁력
도 높음을 의미한다.
7) 하버드 대학 배로(Barro) 교수는 “경제성장과 민주주의간의 전반적인 상관관계는
낮은 편이나, 법치와 재산권에 대한 존중은 어느 국가에서나 경제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민주주의 그 자체보다 경제자유의 존중이 경
제성장의 관건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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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에 의하면, 국가청렴도는 국가경쟁력 제고의 ‘필요조건’
으로 볼 수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론이 가능
하다. IMD에 있어 국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특정산업과 기
업의 지리적 소재지Home Base로 간주되고 있다.8) 따라서 국가경쟁
력의 실체는 기업이 경쟁우위를 갖고 유지하게끔 하는 국가의
‘구조적 특성’과 ‘제도 요인’인 것이다. 이는 한 국가의 경쟁력이
국민총생산 등 경제성과만으로 환원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즉
기업의 ‘효율’을 높이고 ‘혁신’을 북돋는 제도를 갖춘 국가일수록
‘국가경쟁력’이 높다는 이야기이다. 이같은 인식은 IMD의 국가경
쟁력 결정 요인에 반영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경쟁력의 4개
평가영역인 ‘경제성과, 기업효율, 정부효율, 발전기반Infrastructure’
중 경성자료Hard Data를 통한 평가는 ‘경제성과’에 한정되어 있다.
한편 부패는 공정경쟁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경제유인을 왜곡
시키고 경제전반의 효율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부패가 구조화된
사회일수록 기업과 정부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발전기반을 훼손하
여 국가경쟁력을 낮추게 된다. 이같은 관점에서 볼 때, ‘산업정책
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관행적 정책사고는 그 적합성이
반감된다. 부패를 억제하여 경제전반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
시키는 것이 우회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높
이는 지름길일 수 있다.9)

8) 예컨대 미국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GE와 MS 같은 우량기업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GE와 MS 같은 우량기업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강한 나라라는 것이다.
9) <표 1>과 <표 2>를 종합하면, 경제자유, 국가청렴도, 국가경쟁력간의 상관관계로
분석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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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부패인식지수(청렴도) 순위와 국가경쟁력 순위 비교
2002년
국가청렴도 순위

2002년 CPI 지수

국가

2001년
국가경쟁력 순위

1

9.7

핀란드

1

9.5

덴마크

8

9.5

뉴질랜드

20

9.4

아일랜드

16

9.3

싱가포르

10

9.3

스웨덴

6

9.0

캐나다

11

9.0

룩셈부르크

평가자료 없음

9.0

네덜란드

3

10

8.7

영국

7

11

8.6

오스트리아

9

8.5

노르웨이

19

8.5

스위스

5

14

8.2

홍콩

18

15

7.8

오스트레일리아

13

16

7.7

미국

2

17

7.5

칠레

29 (예외)

7.3

독일

4

7.3

이스라엘

17

7.1

벨기에

14

7.1

일본

15

4.5

한국

28

2
4
5

7

12

18

20
42

출처 : TI, I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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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부패에 대한 일반론적 접근
1. 부패의 유형 및 정의
부패는 일상적으로 부조리, 비리, 비위, 부정과 혼용되어 쓰이
는 관계로 부패를 떼어내 엄밀하게 정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
니다. ‘부패’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공직부패이다. 공직부패는
공직과 공권력을 이용한 사적 이익의 추구를 의미한다. 10) 공직부
패에서 공직자는 사적 이익을 염두에 두고 직무행위와 관련한 공
권력을 재량적으로 행사하는 부패의 공급자로, 민간부문은 이러
한 공권력 행사로부터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피하기 위해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부패의 수요자로 기능한다. 따라서 공직부패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무와 관련된 행위여야 하며 대가관계가 성
립하고 불법적인 뇌물수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부패는 사인私人간
에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기업과 회계감사인의 결탁에 의
한 회계부정, 기업과 애널리스트간의 담합에 의한 주가조작, 정부
수주공사의 불법담합, 계열사 부당지원 등을 열거할 수 있다. 사
인간의 부패는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감독의 사각
지대가 존재할 때 발생한다.
공직부패이든 사인간의 부패이든 모든 부패는 ‘사적결탁Black
Connection'과 ‘특수이익의 추구’ 그리고 ‘부당이득 분배’라는 공통
요소를 갖고 있다. 특수관계인의 권력형 부패의 경우에는 여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추가된다. 본 연구에서는 부패를 ‘사적결
탁 내지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통한 특수이익의 배타적 추구행
10) 세계은행의 정의이다. The abuse of public power for private benefit. Banfield(1975)
는 부패를, ‘주인(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대리인(관료)의 의도적 사익추구 행태’로
정의하고 있다. “intentional failure of agent to serve the interests of principal for her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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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정의하기로 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부패행위는 제3자에게
피해를 준다. 특수이익의 배타적 추구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이익
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부패의 또 다른 특성은, 부패행위는 불법
행위와 달리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가 쉽게 인지되지
않으며, 부패의 피해가 불특정 다수에게 분산되어 피해자가 명확
하지 않다는 점이다. 즉 피해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패행
위의 희생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2. 부패의 폐해
부패는 모든 경제행위에 일정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은 효
과를 가진다. 예컨대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뇌물을 주어야 한
다면, 공공서비스를 제때 받기 위해 급행료를 지불해야 한다면,
기업의 회계자료가 진실인지 여부를 알기 위해 추가적으로 시간
을 들여야 한다면 그만큼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추가비용은 부패가 없다면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기 때문
에 낭비적 지출Regrettable Expenditure인 것이다.
부패는 경제행위의 예측가능성을 낮추고 불확실성을 높여 거래
비용Transaction Cost 을 증가시킨다. 예컨대 주식을 매입했을 때 계
열사 부당지원으로 주주의 재산권이 침해된다면, 건축주가 공사
를 발주했을 때 시공회사와 감리회사가 결탁한다면 그만큼 ‘계약
후 비용’이 커져 거래비용이 증가한다.11) 거래비용의 증가는 그
만큼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
부패는 공정경쟁질서를 파괴하고 경제유인을 왜곡시킨다. 사적
11) 거래비용은 거래에 참여하는 당사자간에 서로의 존재를 탐색하고 인지하며, 거래
대상의 품질 및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계약조건을 작성할 때 소요되는 ‘계약전 비
용(Pre-contracting Cost)’과 계약내용이 실제로 이행되도록 강제하는 데 소요되는
‘계약후 비용(Post-contracting Cost)’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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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탁은 공정한 경쟁규칙의 준수와 양립될 수 없기 때문에 부패는
경제유인을 왜곡시킨다. 공정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손쉽게
‘승자’가 될 수 있는 부패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 타인의 부
패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자신도 부패해
지는 것이다. 이처럼 부패는 또 다른 부패를 불러 부패는 빠른
속도로 확산된다. 뿐만 아니라 부패경쟁Corruption Race은 부패능력
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간의 소득격차를 심화시킨다. ‘정당
한 시장과정’이 아닌 부패에 의해 소득격차가 벌어졌을 때, 어느
사회라도 이러한 불평등을 용인할 수는 없다. 결국 부패는 사후
적 불평등을 증폭시켜 사회통합에 반反한다. 12)
부패는 자원배분의 왜곡을 낳고 비효율을 초래한다. 부패행위
는 공정한 게임 규칙으로부터의 일탈을 의미하므로 경쟁자를 부
당하게 배제한다. 예컨대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생산성이 낮은
기업에 의해 구축되면 자원배분이 왜곡된다. 한편 부패행위는 사
회적으로 가치 있는 것을 창출하는 생산적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비효율이다. 그리고 부패억지를 위한 반反부패활동도
생산적 활동이 아니므로 부패는 이중으로 자원 사용의 비효율을
초래한다. 13)
부패행위는 지대추구행위Rent Seeking Activity의 관점에서 분석될
수 있다. 털록(Tullock; 1980, 1988)에 의하면, 지대추구경쟁에서
지대추구자의 지대추구 효율이 낮은 경우 지대추구행위에 따른
총지출은 지대보다 크게 된다. 예컨대 ‘눈먼 돈’(지대) 100원을
놓고 여러 사람이 경쟁을 벌이면 지대추구 지출총액이 100원을
12) 부패는 또 다른 경로를 통해 부당한 소득이전(Income Transfer)을 초래한다. 예컨
대 뇌물을 공여한 기업이 이를 상품가격에 전가하는 경우, 일반 국민의 주머니에
서 부패관리의 주머니로 소득을 이전시키게 된다.
13) Tullock(1967)은 절도(竊盜)의 사회적 비용에는 방범활동을 위한 자원투입(철조망,
경보장치 등)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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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을 수 있다는 것이다.14) 부패행위는 은밀한 지대추구행위이므
로 지대추구효율이 높을 수 없다. 따라서 부패시장이 독점시장이
아닌 이상 지대를 놓고 경합하는 부패행위자의 총부패지출은 충
분히 이권의 가치보다 클 수 있다. 한마디로 부패는 ‘사회적으로’
남는 장사가 아닐 수 있다. 그럼에도 부패행위자는 자신이 승자
가 될 것으로 믿고 부패게임에 뛰어든다. 이같이 자원의 비생산
적 활동에의 투입은 비효율을 가중시킨다.
끝으로 정치권력 특수관계인의 탈법과 초법적 영향력 행사는
법치국가의 기초를 와해시킨다. 국민의 정부 시절, 온 나라를 떠
들썩하게 했던 ‘4대 게이트’가 권력형 부패의 전형인 것이다. 이
들 게이트는 특수관계인을 매개로 한 사이비 벤처기업과 국가권
력기관과의 결탁, 대가의 수수, 그리고 부패은폐를 위한 공권력
개입의 특징을 갖고 있다. 권력형 부패는 법의 권위와 ‘법의 지배
Rule of Law'를 허물고 국민들 사이에 법과 공권력에 대한 불신과
냉소주의를 확산시킨다. 또한 부패는 종국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낮춘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부패는 그 나라의 국가이미지를 낮춰
외국기업과 외자의 유치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15) 국제적 신용
평가기관의 평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14) 상식논리에 어긋나 보이지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 10명이 눈먼 돈 100원을
얻기 위해 각자 15원씩 지출하면 지대추구 총비용은 150원으로 지대금액(100원)
보다 크다. 그러면 지대의 기대금액(10원)보다 더 많은 돈(15원)을 지출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행동인가? Tullock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지대추구행위의 승자는
남보다 더 열심히 지대추구활동을 벌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대추구효율이 낮은
경우 남을 견제하다 보면 이같은 지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15) 부패(인지)지수에 관한 한 연구(Wei, 1997)는 국가청렴도가 싱가포르 수준에서 말
레이시아 수준으로 떨어지면 한계조세율이 20% 이상 오른 것과 같은 효과를 낸
다고 지적하고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 감소는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은 ‘국가신인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 부채상환능력과
함께 정부정책의 신뢰성과 부패정도를 감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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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패행위의 이론적 모형
개인적 차원에서 부패행위는 역설적으로 합목적적인 최선의 경
제선택이다. 부패행위를 통해 적은 자원을 투입하고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패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지속
돼 왔다. 부패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부패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베커Becker의 ‘범죄와 처벌의 경제학Economics of Crime and Punishment
(1968)'도 따지고 보면 부패의 현실을 직시하고자 노력한 지적
결과이다. 이 절의 논의의 출발점은 ‘전략적 상황’에 놓여 있는
‘복수의 부패행위자’간에 의사가 ‘합치’될 때에는 어느 사회에서
든지 부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부패행위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통해 부패를 억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
을 도출하고자 한다.
(1) 부패모형의 기본 구조
부패는 보통 다수의 이해관계자(경기자)가 얽혀 있으므로 게임
이론적 접근Game Theoretic Approach을 통해 분석하는 것이 정도正道
이다. 그러나 게임이론적 접근은 논리적으로 엄밀하긴 하지만 자
칫하면 복잡한 논리구조에 함몰되기 쉽다. 이하에서는 분석의 틀
을 최대한 단순화시킴으로써 부패 현상을 직관에 의거 일반화시
키고자 한다.
본 부패분석 모형의 기본구조는 다음과 같다. i) 민간부문은 사
익추구를 위해 규제를 이탈할 수도 있다.16) ii) 규제 집행자(공무
원)는 민간부문의 규제준수 여부를 감시한다. 이때 규제집행자는
민간부문의 규제 이탈을 적발할 수도 적발하지 못할 수도 있다.
16) 민간부문은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규제를 어긴다. 조세회피를 위한 매출액 누락,
제한속도 위반, 오염 임의배출, 소방안전시설 미설치 및 안전수칙 불이행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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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확률(π)은 규제집행자가 기울이는 노력수준(e)에 의존한다.
iii) 적발된 민간부문은 규제이탈에 따른 벌금을 면하기 위해 규
제집행자에게 뇌물 공여 여부를 결정한다. iv) 민간부문의 뇌물공
여에 대해 규제집행자는 뇌물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뇌물은
정상소득이 아니므로 일정비율로 할인된다. 뇌물 1원은 정상소득
1․(1-g)원으로 간주된다. 이때 ‘g’는 규제집행자의 ‘주관적’ 위험
할인율 내지 뇌물수락에 따른 ‘심적 고통Psychic Pain'을 나타낸다.
만약 규제집행자가 청렴하면 ‘g=1’이 될 것이다. v) 정부(사정당
국)는 규제집행자에 대한 감찰Auditing을 통해 민간부문과 규제집
행자간의 뇌물수수(결탁) 여부를 감사한다. 이때 정부는 뇌물수수
행위를 밝혀내 기소할 수도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뇌물수수에
대한 기소확률(α)은 정부의 감사예산(M) 수준에 의존한다. 17)
a0 와 I(a 0)는 민간부문이 규제에 순응할 때의 행동선택과 그에
따른 수익을 나타낸다. a와 I(a)는 규제를 이탈한 경우이다. w0 는
규제집행자의 고정 보수이며, f는 벌금률로 총벌금액은 민간부문
의 규제이탈 정도에 의존한다.[f․(a-a 0)] 한편 뇌물수수 행위가 기
소되면, 규제집행자가 받은 뇌물(B)은 민간부문에 되돌려지나 민
간부문은 벌금을 내야 한다. 또한 뇌물수수 당사자 모두 일정한
추징금(P)을 납부해야 한다.

17) 규제공무원에 의한 규제이탈의 적발확률(π)과 사정당국에 의한 뇌물수수 기소확
률(α)은 다르다. 민간부문의 규제준수 여부는 Game Tree의 맨 처음, 그리고 역진
추론(Backwards Induction)의 가장 마지막 결점(Node)이다. 본 이론모형은 부패(뇌
물수수)균형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적발확률(π )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즉 적발확률은 민간부문이 맨 처음 규제를 준수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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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패균형 분석
1) 뇌물수수 균형 조건식
민간부문과 규제집행자간에 뇌물수수 균형이 존재하는지 여부
를 판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하에서 뇌물수수가 이루어지는지
를 분석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규제집행자의 뇌물수용 조건
식을 살펴본다. 1)식은 역진추론Backwards Induction을 통해 얻어진
뇌물수용 조건식이다. 1)식의 경제적 해석은, 뇌물을 수락했을 때
기소확률을 감안한 기대금액이 자신의 고정 보수보다 크다면 뇌
물공여를 수락한다는 것이다. 2)식은 1)식을 정리한 것으로, 부패
(뇌물) 공급가격Supply Price을 의미한다. 즉 뇌물수락의 위험부담
(적발확률)을 감안한 ‘최소한’의 뇌물보상액을 의미한다.
(1-α)․{w0 +(1-g)․B} + α․(w0 -g․B-P) ≥ w 0
B ≥ [α/(1-α-g)]․P

1)
2)

3)식은 민간부문의 뇌물공여 조건식이다. 규제를 이탈한 민간부
문이 규제집행자에 의해 적발되면 벌금 면제를 위해 뇌물을 공여
할 수 있다. 3)식이 의미하는 바는, 뇌물공여에 대한 사후 적발
확률(α)을 감안한 기대소득이 벌금 납부 후의 소득보다 크면 뇌
물을 공여한다는 것이다. 4)식은 뇌물의 공여자가 평가한 뇌물의
가치Valuation, 즉 ‘최대한’ 지불용의가 있는 수요가격Demand Price이
다. 2)식과 4)식을 종합한 5)식은 뇌물수수 균형의 조건식이다.
<그림 1>은 5)식을 도해한 것으로, 외생적으로 주어진 추징금
P의 위치가 그림과 같이 P1이면, 추징금(P) 부과로 뇌물수수를 억
지하지 못한다. 따라서 뇌물균형이 성립된다.
(1-α)․{I(a)-B} + α․{I(a)-f․(a-a 0)-P} ≥ I(a) - f․(a-a0)
B ≤ f․(a-a 0) - [α/(1-α)]․P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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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1-α-g)]․P ≤ B ≤ f․(a-a0) - [α/(1-α)]․P

5)

<그림 1> 뇌물수수의 수요․공급곡선18)

2) 뇌물액 결정을 위한 민간부문과 규제집행자간의 협상
<그림 1>에서 뇌물의 크기는 ‘b0b1’ 사이에서 결정되므로 협상의
문제가 대두된다. 이때 민간부문은 규제집행자와의 뇌물협상에서
‘협상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 이유는 민간부분이 선발
자First Mover이기 때문이다. 민간부문이 뇌물공여 여부를 먼저 결
정하기 때문에, 규제집행자가 편의를 제공(벌금면제)한 대가로 먼
저 뇌물을 요구할 수 없다. 그리고 규제집행자는 민간부문이 제
시한 뇌물액수에 대해 뇌물 요구액을 새로이 제시Counter Offer하는
등 뇌물액수를 놓고 흥정할 수 없다. 19) 만약 규제집행자가 제시
18) <그림 1>에서 수요․공급곡선은 좀더 직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림 1>의
가로축(P)은 뇌물수수가 적발된 ‘실패상태’(State in Failure)이며, 세로축은 뇌물수
수가 적발되지 않은 ‘성공상태’(State in Success)를 의미한다. 따라서 수요․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상태발생의 확률을 반영하고 있다. 이때 과징금(P)이 증가하면
뇌물의 요구가격(공급가격)은 증가하게 되고 뇌물의 공여가격(수요가격)은 감소하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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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뇌물공여액을 거절하면 민간부문은 초기에 제시한 뇌물을 철
회한다. 이같이 민간부문이 칼자루를 쥘 수 있는 이유는, 뇌물수
용은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닌 적발현장에서만 효력을 갖는Specific
to Detection 불법행위로서 뇌물요구의 기회가격Reservation Price은 영
零이며, 이같은 사실을 양 당사자 모두 알고Common Knowledge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제집행자는 민간부문의 뇌물공여액이 자
신의 최소한의 보상가격Supply Price에 일치하면 뇌물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처럼 민간부문은 ‘선발주자의 이점First Mover's Advantage'을
살려 규제집행자의 뇌물 수용에 따른 위험부담을 최소한 보상하
는 수준에서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뇌물수수의 잉여를 독점하게
된다. 따라서 뇌물협상 균형은 <그림 1>의 ‘b0’점에서 이루어지
며, 민간부문은 6)식에 따라 뇌물을 공여한다.
B*=[α/(1-α-g)]․P

6)

3) 부패균형 차단을 위한 정책조치
<그림 1>의 분석에서와 같이 부패균형이 존재하면, 뇌물공여자
(민간부문)와 뇌물수락자(규제집행자)의 이해가 일치하여 뇌물의
수수가 보편화된다. 따라서 이같은 부패균형을 차단하기 위해서
는 어떤 정책조치가 필요한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가장 쉬운
조치는 뇌물수수가 적발되었을 때의 과징금을 대폭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는 <그림 1>의 과징금 P1을 최소한 <그림-2>의 Po 수
준으로 올리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부과할 수 있는 최대 추징
금은 Pmax로 P0보다 적은 것이 보통이다. 20) 따라서 과징금 인상을
19) 뇌물협상은 순서를 지켜가면서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니다. 따라서
선발자인 뇌물공여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20) 뇌물수수가 적발되는 경우, 양 당사자를 사형(무한대의 P값)에 처하면 분명 뇌물수
수는 근절될 것이다. 하지만 사회 정서상 이같은 가혹한 처벌은 수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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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부패균형을 차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부패균형을 차단하기 위한 나머지 방법은 사정당국의 감찰활동
수준을 높여 기소율(α)을 높이는 것이다. <그림 2>에서 기소율이
α에서 (α0+ε) 높아지면 (Pmax -ε)에서 부패수요, 공급곡선이 교차하
므로 부패균형은 존재하지 않는다(단 ε는 임의의 작은 상수). 하
지만 이런 방법을 채택하는 경우, 뇌물수수에 대한 적발효율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한 엄청난 감찰예산(M)을 쏟아 부어야 한다.
따라서 이 또한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21) 한편 <그림 2>
에서 뇌물수수 적발확률 α 0에서의 새로운 뇌물 수요(d′), 공급곡
선(s′) 그리고 Pm ax 선이 교차하는 점의 왼쪽 영역은 부패균형이
차단되는 영역이다.
부패균형을 차단하기 위한 좀더 효율적인 방법은, 규제집행자
의 보수체계를 ‘유인정합적Incentive Compatible'으로 바꾸는 것이다.
규제집행자가 굳이 뇌물수수에 연루되지 않더라도 일정한 ‘유인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부패균형은 차단될 수 있다.
이제 규제집행자에게 고정급여(w0) 대신 7)식으로 표시되는 바와
같은 유인임금Incentive Wage를 제공한다고 가정하자. 22) 7)식에서
규제집행자의 급여는 고정급여(wf)와 적발실적(f․(a-a 0))에 따른
성과급여분(0<r<1)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인임금이 지불되는 경
우, 규제집행자가 수용할 수 있는 최소 뇌물액, 즉 부패(뇌물)의
공급가격은 상향 이동하게 된다. 8)식은 유인임금 하의 뇌물수수
균형 조건식이다.

21) 부패를 억제하기 위해 부패방지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통제기구를
신설해야 한다는 정책주장은 본 모형의 해석에 의하면 과징금(P)과 감찰예산(M)
의 대폭 증액을 의미한다.
22) 고정임금 하에서, 규제집행자의 적발노력(e) 변수는 ‘최소값’을 가질 것으로 예측
된다. 우선 ‘고정급여’ 모형이고, 뇌물수수 잉여를 부패수요자(민간부문)가 독식하
기 때문이다.

166

제도연구 6

w = wf + r․f․(a-a 0), 0≤r≤1
[α․P + r․f․(a-a0)]/(1-α-g)≤B≤f․(a-a 0) - [α/(1-α)]․P

7)
8)

8)식에서 뇌물의 공급가격이 뇌물의 수요가격보다 큰 경우 뇌
물수수 균형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23) 즉 민간부문이 공여
하고자 하는 최대의 뇌물액이 규제집행자가 수용할 수 있는 뇌물
액보다 작기 때문이다. 이는 직관적 해석이 가능하다. 유인임금이
지불되는 경우, 민간부문의 규제 미준수를 적발하였을 때 이를
그대로 상부에 보고하는 경우 자신의 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만큼 뇌물수락에 따른 기회임금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림 3> 감사예산(M) 증액의 뇌물수수 억지효과
B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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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α 1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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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α 0)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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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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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max

P0

(3) 최적감시규칙Optimal Monitoring Rule과 부패균형
23) 유인임금을 지급하면 뇌물공급곡선은 주어진 P에 대해 ‘상향 이동(시계반대 방
향)’한다. 만약 뇌물공급곡선이 충분히 이동하는 경우 주어진 P에 대해 뇌물수수
균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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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감시규칙이란 부패에 대한 감시경로를 다양화시켜 부패를
억지하는 것이다. 부패행위에 대한 ‘감시의 눈’이 많아지면 부패는
적절히 제어될 수 있다. 반부패를 위한 시민단체의 감시활동을 그
예로 적시할 수 있다. 감시의 눈이 도처에 깔려 있다면 민간부문
은 뇌물공여에 대단히 신중을 기하게 된다.
최적감시 규칙 하에서는 두 유형의 규제집행자가 존재한다. 하
나는 ‘0<g<1’의 값을 갖는 규제집행자이며 다른 하나는 ‘g=1’의
값을 갖는 규제집행자이다. 24) 전자는 부패한 규제집행자이며 후
자는 정직한 규제집행자이다. 만약 정직한 규제집행자(g=1)에게
뇌물공여 시도를 하면 바로 기소(α=1)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뇌물공여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이는 민간부문의 뇌물공여의 가
치Valuation of Bribe 하락을 의미하며, 이탈행위가 적발되면 벌금을
납부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최적감시규칙이 부패균형을 막을 수 있음은, 민간부문이 감시
자가 부패 가능한 규제집행자인지 정직한 규제집행자인지를 사전
에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민간부문은 0<g<1, g=1 유형의 규제집
행자에 대해 (1-s, s)의 확률분포만을 알고 있을 뿐이다. 이는 정
보경제학에서의 ‘정보집합Information Set’을 의미한다.25) 이같은 상
황 하에서의 뇌물수수 균형식은 9)식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9)
식을 5)식과 비교하면, 뇌물의 수요가격에 3번째 항이 추가돼 그
만큼 수요가격이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3번째 항은 정직한 규
제집행자를 만나(s의 확률) 기소(α=1)되는 데 따른 뇌물공여 가치
의 추가적 하락을 의미한다. 이처럼 부패수요자(민간부문)의 부패
(뇌물공여)로부터의 기대이익이 낮아지기 때문에 부패균형의 가능
24) 정직한 규제집행자는 사정당국에 의한 직접감찰, 부패감시를 위한 시민단체 활동
까지 확대 해석가능하다.
25) 정보집합은, 민간부문이 규제집행자가 부패가능한지, 정직한지에 대한 확률분포
(1-s, s)만을 알 수 있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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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그만큼 축소된다. 최적감시규칙의 기본 아이디어는 민간부
문에 대한 감시 경로를 다양화하면 감찰예산의 지출을 늘리지 않
고도 부패균형의 여지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최적감시규칙에 대한 직관적인 추론은 10)식에 의해 증명될 수
있다. 10)식은 <그림 2>의 Pmax에서 뇌물의 수요․공급곡선이 교
차한다고 가정하고, 9)식을 전미분한 뒤 정리한 것이다. 10)식이
의미하는 바는, 부패균형을 차단하는 효과 면에서 정직한 규제집
행자의 비율과 기소율은 서로 ‘대체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감찰예산(M)을 증액해 기소확률을 높이기보다 ‘정직한’ 규제집행
자의 수(확률 s)를 늘리는 것이 훨씬 비용절약적인 부패억지책임
을 시사한다. 따라서 정의수준이 높은 사회, 투명한 사회를 구현
할 때 비로소 부패가 효과적으로 억지될 수 있는 것이다.
[α/(1-α-g)]․P≤B≤f․(a-a 0)-{α/(1-α)}․P-[s/{(1-s)․(1-α)}․P 9)
dα/ds=-(1-s)/(1-α)<0
10)
4. 부패발생의 원인과 부패구조의 진단
부패가 발생하는 가장 원초적인 이유는 개인의 부도덕에 있다.
설령 개인이 부패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부패의
틈’이 없으면 부패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패의 틈을 보이
면서 부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도덕적 인격체가 될 것
을 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개인은 완전한 ‘도덕적 인격체’일 수
없다. 개인의 도덕감정은 그가 속한 집단 내지 사회의 지배적 가
치관, 정의감정 등 문화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우리 사회
에 부패가 만연한 것은, 개인이 도덕감정을 무장하기에 우리 사
회의 제반 조건이 너무나 척박하고, ‘제도적 요인’에 의한 부패의
틈이 사회 도처에 산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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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부패의 발생 요인을 논의하고자 한다.
(1) 집단주의
가족주의, 집단주의를 중시하는 문화는 개인주의가 강한 문화
보다 부패해지기 쉽다. 개인주의적 문화가 지배적인 사회에서 개
인은 불특정 다수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이게 된다. 생
면부지의 사람들과 공존하기 위해서는 규칙을 세우고 이를 따라야
한다. 그리고 생면부지한 타인들의 집단적 동감Collective Sympathy 을
받아 내야 하기 때문에 정의의 수준이 높다. 반면 집단주의적 문
화가 강한 사회에서, 개인은 모두 잘 아는 타인들에게 둘러싸여
있게 된다. 집단주의 특유의 ‘온정주의’로 규율과 책임보다 이해
와 관용이 중시된다. 집단주의에 기초한 공동체적 연대의식은 개
인의 허물을 감싸줌으로써 정의의 수준을 낮추고 부패를 용인하
게 된다.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집단주의가 강하다.
(2) 연고주의
부패가 ‘조직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부패가 개인차원을 뛰어
넘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적 부패보다 조직적 부패가 사회적으로
더욱 위해危害함은 자명하다. 조직적 부패의 이면에는 어김없이
‘연고주의’가 버티고 있다.26)
학연․지연․정치세력 등을 매개로 한 연고주의는 원시 소집단
의 도덕적 감정인 것이다. 연고주의는 수직적 위계에 따른 ‘충성
26) 연고주의는 공적으로 제도화된 규칙이나 규범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그 정
당성이 결여된 사회에서 발흥하기 쉽다. 그런 사회일수록 ‘힘의 논리’가 ‘법의 지
배’를 압도한다. 따라서 연고주의는 각자의 힘을 결집해 스스로를 보호하는 유효
한 방편일 수 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남이가”만큼 개인을
위무(慰撫)해 주는 말도 없다. 연고주의가 팽배한 저신뢰사회의 또 다른 특정은,
국가와 연고집단을 연결해주는 자발적 중간조직이 거의 발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김인영, 2002) 예컨대 의회와 정부활동을 감시하는 비영리단체, 소비자 이
익을 보호하는 단체 등이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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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보호’의 교환을 통해 폐쇄적 집단문화를 형성한다. 또한 연고
주의는 집단 내에서 통용되는 규범과 집단 밖에 적용되는 규범을
달리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연고주의는 집단에 속한 사람들간의
‘사적 신뢰’는 두텁지만 집단 밖의 익명의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공적 신뢰’는 매우 얇고 취약하다. 27) 이는 연고주의가 수직적 위
계질서와 공동목표 그리고 조직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이다. 따라
서 연고주의는 ‘조폭 문화’에 비견될 수 있다. 조직적 부패에서
벗어나려면 연고주의라는 원시적 도덕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28)
한편 연고주의는 전통적 가족주의와 다르다. 가족은 사회의 가
장 원초적인 단위 조직으로, 자신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이며 최후
의 보루이다. 따라서 인간이면 누구나 가족의 외연外延으로 자신
이 속할 수 있는 집단을 갖고자 한다. 따라서 소규모 공동체는
자연발생적인 것이다. 그러나 연고주의는 탈법적 사익私益 추구를
위한 ‘패거리’ 문화이기 때문에 자연발생적 공동체나 전통적인
가족주의와 다르다. 연고주의는 몰가치적 공동체의식에 포획된
악성惡性 집단주의이다.
27) 신뢰란 말 그대로 타인이 정직하게 행동하고 또 자신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 것을 말한다. 공적 신뢰가 얇다는 것은, 타인이 정직하게 행동하지
않고 또 자신의 영역을 침범할지 모른다는 경계심리를 반영한다. 그 이유는 자신
도 조직구성원 이외의 타인에 대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8) 최근 부패방지법의 내부고발자보호는 몰가치적 조직의리에 함몰된 구성원을 개
방사회(시장적 정의의 사회)로 이끌어 내는 조치라 할 수 있다. 한편 정치집단과
일반 국민의 관계를 도둑떼와 주민들간의 관계로 빗댄 올슨(Olsen)의 비유는 권
력형 부패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김병주, 2002) 마을을 급습한 떠돌이
도둑떼는 한 곳에 오래 머물 입장이 아니어서 한 번에 살림을 거덜내지만, 붙박
이 도둑떼는 마을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생업장려에 힘쓰는 대신 그 대가를
장기에 걸쳐 정례적으로 징수하는 것이 유리함을 안다. 정치집단의 생리를 뜨내
기에서 붙박이로 바꾸는 것이 정치의 근대화인 동시에 부패 억제의 첩경이라는
교훈이다. 연고주의에 입각한 권력형 부패를 목도하면서 ‘오늘만 있는’ 그들의
떠돌이 성향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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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역행적 규제
부패가 발생하는 데는 반드시 부패의 ‘경제적 유인’이 있기 때
문이다. 기회비용 이상의 어떤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부패
의 경제적 유인은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부패가 발생한다는 것
은 ‘제도적 요인’에 의해 경제가 균형상태에서 벗어나 왜곡돼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의 왜곡은 정부가 특정한 경제 질서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장에 개입할 때, 즉 규제를 가할 때
보편적으로 발생한다. 규제는 정책을 ‘편의’의 문제로 보는 것이
다. 정책을 편의의 문제로 보면 자유 제한의 비용은 쉽게 드러나
지 않지만 특수목적을 위한 자유제한의 이익은 비교적 쉽게 인지
돼, 공리주의적 비용․편익분석에 기초한 정책판단은 규제로 쉽
게 법제화된다.
시장역행적Market Conflicting 규제는 경제행위의 자유를 구속하고
경제의 왜곡을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왜곡이 바로 ‘부패
의 틈’인 것이다. 예컨대 기업의 금리부담을 줄여 준다는 명분으
로 금리를 규제하거나, 과당경쟁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신규진
입을 제한하면, 더욱 많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또 어떻게 해서
든 진입하기 위해 경쟁하게 돼 부패행위가 초래된다. 이처럼 규
제는 암시장의 형성을 유발해 부패를 촉진한다. 이밖에도 규제기
준이 모호하거나 그 강도가 너무 강한 경우29) 규제 순응비용이
커져 규제를 ‘회피’하려는 동기에서 부패가 발생하게 된다. 구체
29) 예컨대 화물유통촉진법 시행규칙 중 창고등록기준(31조)에는, “충분한 내구력, 적
당한 환기장치, 주차 또는 회차에 충분한 부지, 재해방지를 위한 적절한 구조 또
는 설비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충분한, 적당한, 적절한’ 등에 대한
판단은 공무원의 재량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기업활동에 가해지는 사회적 규제
(환경규제, 산업안전규제, 소비자보호규제, 사회적차별 규제 등)가 너무 촘촘해 기
업 입장에서는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기업은 규제를 회
피하고자 하는 강력한 유인을 갖게 된다.

172

제도연구 6

적으로 규제의 선별적 적용과 재량적 미집행, 복잡한 규제절차의
단축 또는 면제 등 공급측면에서 부패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인․허가 등으로 재산권 공급을 제한하면 허가를 따내는 것 자체
가 재산적 이익이 되기 때문에 지대추구행위가 만연된다.30) 따라
서 관료행정 국가일수록 권력의 집중과 재량권의 강화를 가져와
부패를 촉발한다. 31)
(4) 관치경제에 따른 정경유착
관치경제는 민民에 대한 관官의 우월을 반영한 것이다. 개발년
대 초기에 관치경제 패러다임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뉴턴
Newton 역학의 제1법칙은 “힘을 가하지 않으면 물체는 혼자 움직
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분명 정부가 힘을 가하지 않으면 누대累
代에 걸친 가난을 떨쳐 버릴 수 없었다. 개발년대 관치경제의 기
제Mechanism는 ‘전략부문에의 선택적 자원배분’과 ‘실적(기업)과
지원(정부)의 교환’으로 압축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은
안전거리를 둘 수 없었다. 그 결과가 ‘정경유착’이고 그 부산물이
‘부패’인 것이다. 어찌 보면 관치경제와 정경유착은 동전의 양면
인 것이다.
IMF 외환위기는 습성화된 관치경제의 폐해에 대해 깊이 성찰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역설적으로 IMF 외환위기는 ‘불행
30) 지대추구행위는 전형적인 ‘비생산적 행위’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대추구행위에
따른 사회적 총비용이 지대의 크기보다 클 수도 있다. 이는, 지대추구를 위한 지
출은 일종의 ‘위치재’(Position Good)로 남들보다 지대추구행위 지출액이 클 때만
(남의 어깨를 짚고 넘어서야만) 지대를 향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세한 설명은
Tullock(1980) 참조.
31) 관료주의와 부패의 관계를 보여주는 조사는 흥미롭다. 1999년 국제투명성기구(TI)
의 각 국별 부패지수와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각 국별 관료주의
지수간의 상관관계는 0.86으로 매우 높다. 이는 관료주의 사회일수록 행정 비리와
부패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리고 부패와 관료의 재량성간에 정
(正)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실증연구가 보고되고 있다(Kaufman & Wei,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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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얼굴을 한 축복’이었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
정에서 ‘개혁의 명분’으로 관치경제가 더욱 강화되었다. 32) 관치의
강화는 정경유착의 빌미를 제공했고 이는 결국 더욱 정교한 권력
형 부패로 이어졌다. 국민의 정부 시절, 벤처기업 관련 게이트는
벤처기업 육성이란 미명하에 정부가 깊숙이 개입해서 초래된 것
이다. 벤처기업은 육성되어야 하지만, 정부가 벤처기업을 인증하
고 지원해서 육성할 일은 아니다.
정경유착은 관官의 민간경제에의 개입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민간부문의 사私영역이 구획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시장경제는
민간의 사私영역이 국가권력으로부터 구획되는 체제이므로, 정경
유착은 그동안 시장경제체제가 정착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
다. 따라서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는 민간의 사영역이 정치권력으
로부터 구획될 때, 즉 관치가 근절될 때 비로소 억지될 수 있다.
그리고 관치의 근절은, 정책의 초점이 투입(정책수단)과 산출
(의도한 결과)의 정책함수에서 ‘경제관계’와 ‘시장과정’에 맞춰질
때 가능하다. 이는 경제시스템 스스로 질서를 창출하고 바람직한
상태를 찾아갈 수 있도록 울타리를 쳐야 한다는 것이다.(조동근,
2001) 반反시장적 발상에 기초한 오만한 개혁, 논리적․철학적 토
대가 부족한 개혁은 ‘부패의 틈’을 만들 뿐이다. “개혁할수록 부
패해진다”는 역설 아닌 역설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5) 비대칭적 정보
하이에크는 일찍이(1945) 가격기구의 ‘정보적 효율성’을 통찰하
였다. 하이에크는 가격기구를 통해 경제 내에 ‘분산되어 있는 정
보’가 경제단위간에 신속히 그리고 자발적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32) 물론 정부는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 “위기상황 이
후는 어떤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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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제기구의 계획 없이도 효율적 자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
다고 주장하였다.
가격기구의 ‘정보적 효율성’은, 경쟁을 통한 균형가격이 특정가
격이 균형에 이르도록 하는 제반 변수에 대한 ‘충분 통계량
Sufficient Statistics ’이라는 것이다. 균형가격에는 모든 정보가 농축되
어 있기 때문에, 개별 경제단위는 균형가격의 변화로부터 이같은
변화를 가져오게 한 요인을 ‘역추적’할 수 있다.33)
가격기구의 정보적 효율성과 관련하여 유의할 것은, 사회에 분
산된 정보는 최소한 “조작되거나 왜곡된 정보”가 아니라는 점이
다. 가격기구는 분산된 정보를 모아줄 뿐, 그 정보의 진위 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분산된 정보의 일부가 조
작되거나 왜곡된 정보라면, 잘못된 정보에 기초한 자원배분은 비
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금융부패의 대부분은 이러한 정보의 왜곡
과 관련이 있다.
예컨대 기업과 회계감사인의 사적결탁에 의한 회계부정이나 기
업과 기업 애널리스트Analyst간의 담합은 건전한 기업이 아닌 도
산 직전의 한계기업으로의 자금유입을 초래해 금융자금의 배분을
왜곡시킨다. 이같은 과정에 금품수수가 뒤따랐다면 이는 부패의
전형인 것이다.
또한 가격기구의 정보적 효율성은 공개된 정보의 확산에 국한
되므로, ‘비공개된 내부정보Inside Information’는 정보효율성 관점에
서 논의될 수 없다. 따라서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부패의 여지
는 상존한다. 내부정보에 의한 내부자거래와 기밀정보를 이용한
사적이용은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부패이다.

33) 가격기구의 정보적 역할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Green(1977), Grossman(1989) 참조.
그리고 균형가격의 정보 충분통계량 조건식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조동근(199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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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반反부패에 대한 ‘자유주의’의 함의
이 절의 목적은 하이에크를 중심으로 자유주의 시각에서 부패
방지를 위한 자유주의의 시사점을 탐색하는 데 있다. 34) 이하에서
는 자유주의를 그 의미의 왜곡 없이 받아들일 때 ‘부패의 틈’이
상당 정도 해소됨을 보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하이에크 이론체
계의 요체라 할 수 있는 행동준칙, 하이에크의 법관法觀을 반부패
와 연관시켜 논의한다. 35)
1. 개인주의의 반부패 함의
사회라는 유기체 속에서 개인의 존재와 가치를 어떻게 인식하
고 규정할 것인가는 모든 이념이나 정치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문
제이다. 하이에크는 각 개인의 자유로운 행동과 이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예상되는 반응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조정하는 과정에
서 사회가 형성되는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개인주의Individualism’를
광의의 사회질서 형성원리로 인식하였다. 이로써 하이에크는 사
회를 개인과 분리된 별개의 복합적 실체로 보고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존재만을 인정하는 집단주의Collectivism 에 반대하고 있다.
시장질서는 기본적으로 ‘열린 공동체’의 질서이기 때문에 폐쇄
34) 자유주의는 로크(Locke), 칸트(Kant) 등 고전적 자유주의자와 흄(Hume), 스미드
(Smith) 등 스코틀랜드 도덕철학자의 지적 전통에 뿌리를 둔 ‘개인의 자유실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념적 조류로서, 인간이성의 한계를 주장하고 인식범위 확대의
경험론적 측면을 강조한다. 오스트리아 학풍을 이어 받은 하이에크(Hayek)는 구체
적 목적을 가지고 사회를 조직(설계)하려는 의도를 비판하고 자생적 질서에 대한
자각과 자생적 질서의 속에서 인간의 자유와 발전의 원리를 찾고자 노력하였다.
이 글에서는 하이에크의 사상과 학문체계에 기초하여 자유주의를 논하고 있다.
35) 하이에크의 Law, Legislation and Liberty-II, 민경국 역, 1997과 하이에크 연구
(1995)에 주로 의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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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집단주의’와 양립될 수 없다. 열린 공동체 질서로서의 시장질
서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질적인 개인
과 집단간의 폐쇄성을 불식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
장질서에서 부패는 ‘정의감’에 의해 내재적으로 규율된다. 스미스
의 도덕감성론Moral Sentiments에 의하면, 정의는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은 자의 분노와 그 분노에 대한 공평한 관찰자Impartial
Spectator로서의 제3자의 동감에 기초하여 형성된다. 따라서 개인주
의 문화가 지배적인 사회에서는 자신을 제외한 생면부지인 타인
들의 집단적 동감Collective Sympathy을 불러일으켜야 하기 때문에
정의의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다(박세일, 2000). 높은 정의감은
부패에 대한 용인도를 낮춰 부패를 억지하게 된다. 이처럼 개인
주의에 기초한 시장질서는 집단주의에 비해 부패를 억지하는 ‘내
재적 규율’(정의감)의 작동을 용이하게 한다. 36)
2. 행동준칙의 반부패 함의
하이에크의 최대의 문제의식은, 사회구성원 각자가 서로 다른
개별적 목표를 가짐으로 해서 사회 전체의 공동목표 설정이 불가
능한 상황에서 개별 행동의 결과로서의 사회질서가 어떻게 형성
될 수 있겠는가였다. 그에 의하면, 개별경제 주체가 일정한 ‘행동
준칙Rules of Conducts’을 따르면서 각자 자유로이 스스로의 이익을
추구할 때 이러한 질서가 ‘자생적’으로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때
행동준칙이란 사유재산, 교환을 통한 득실, 계약, 경쟁, 정직 등으
로 인간 이성이 설계해 낸 것도 그렇다고 인간 본능을 반영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행동준칙은 전통과 관행으로 전해 내려오고
36) 그렇다고 시장경제에서 부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회형성원
리로서의 개인주의에 기초한 시장경제질서는 속성상 그만큼 부패에 대한 내재적
규율이 용이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4장 반(反)부패에 대한 자유주의적 접근 177

모방을 통해 전파됨으로써 인간의 본능을 억제하는 윤리를 반영
하게 된다.
행동준칙은 원시 소집단의 폐쇄사회를 근대 문명사회로 옮겨가
게 한 요인이기도 했다. 외부인이 위협적 존재로 느껴지던 원시
소집단의 도덕적 감정은 단결과 이타주의 그리고 연대감이다. 따
라서 원시 소집단은 외부세계에 대해 편협함과 전투적 태도를 띠
게 된다. 이러한 감정을 길들이고 문명화된 사회를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행동준칙인 것이다. 행동준칙은 따지고 보면, 각기 다
른 개별 목적을 가진 개인들의 이익추구가 양립될 수 있도록 하
는 ‘공정한 게임 규칙’인 것이다. 이는 예컨대 내 것을 지키되 남
의 것을 존중하며, 남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하고, 계약을 충
실히 지키는 등 일종의 자연기본법Fundamental Laws of Nature의 속성
을 갖고 있다.37) 이같은 소유의 안정, 동의에 의한 소유이전, 불
법행위 금지, 약속 이행 등의 행동준칙이 외부세계와의 ‘접촉범
위’를 확대시켰던 것이다. 그 결과 편협된 감정, 타인에 대한 적
대감과 폐쇄적 태도가 제어되고 열린 공동체의 문명된 도덕 감정
이 그 자리를 채움으로써 원시사회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러
한 관점에서 행동준칙은 개인의 자유행동의 반경을 넓혀 소집단
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개방사회로의 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데 기
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하이에크가 행동준칙을 자생적 질서 형성의 기초로 본 것
은, 행동준칙을 따를 때 공적 신뢰가 형성돼 개인들간의 협력비

37) 이같은 행동준칙은 특정행위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추상성’을 지니며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이다. 또한 행동준칙은 “금지된 것이 아니
면 허용한다”는 ‘개방형 금지주의’(negative system) 원칙을 취하고 있다. 이같은
행동준칙의 ‘추상성, 일반성, 개방성’으로, 행동준칙은 자생적 질서를 형성하게 하
는 기초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행동준칙은 특수한 개별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
제나 지시, 계획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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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낮아질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공적신뢰는 문화
적 진화과정을 통해 강화되기도 한다. 공적 신뢰는 익명의 타인
에 대한 존중을 의미하는바,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의 자유 영역
을 구획해 궁극적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Win-Win을 수많
은 시행착오 끝에 체득했기 때문이다.
하이에크의 행동준칙은 ‘연고주의’에 의한 부패문제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하이에크에 따르면, 연고주의는 집단 내에 통
용되는 규범과 집단 밖에 적용되는 규범을 달리하는, 즉 내 편과
네 편을 나누는 원시 소집단의 도덕감정 그 자체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몰가치적 가족주의’로서의 연고주의는, 사적 신뢰(집단
내)와 공적 신뢰(집단 밖의 타인)간의 비대칭을 낳는다.
이로써 자신이 속한 연고집단 이외의 익명의 타인은 안중眼中
에도 없게 된다. 특정 연고집단이 정치적 힘을 거머쥐게 되면, 부
당이득을 위해 그 힘을 밖으로 행사해 부패가 발생하게 된다. 이
처럼 우리사회의 조직부패와 공적 저低신뢰는 연고주의에서 비롯
된 측면이 강하다. 또한 연고주의에 의한 조직부패는 사회적 협
력체계로서의 시장질서의 형성과 작동에 치명적인 손상을 끼치게
된다. 따라서 연고주의에 기초한 조직적 부패는 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파괴하고 열린사회를 닫히게 하는 ‘반문명적 행위’인 것
이다.
그러면 연고주의를 어떻게 극복해 열린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
사적인 신뢰를 어떻게 공적인 영역으로 확대하고 제도화할 것인
가? 이는 우리 사회를 어떻게 개방사회에 이르게 할 것인가의 문
제로 귀착된다. 간단치 않은 문제이다. 어찌 보면 시행착오라는
문화적 진화과정을 통해 “집단주의와 연고주의는 축소균형(부의
파괴)과 부패균형(부패의 만연)에 이를 뿐”이라는 것을 체득해야
할지도 모른다. 시장경제체제를 온전하게 하는 제도화가 이같은
문화적 진화를 촉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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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치주의의 반부패 함의
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토양은 어떻게 제공되는가? 이를 위해
서는 하이에크의 법관法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이에크는 법
을 두 종류로 나눈다. 하나는 입법자, 지배자를 포함하여 모든 사
회구성원의 행동을 규율하는 ‘일반적 행동준칙’으로서의 법이다.
하이에크는 이를 ‘nomos(자연질서법)’라 불렀다. nomos의 입법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행동준칙의 규범화를 돕는 활동에 지나지
않는다.38) 하이에크의 ‘법치주의’ 또는 ‘법의 지배Rule of Law’에서
법은 nomos이다. 이같은 법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자생적 질서
의 창출에 기여하기 때문에 ‘자유의 법Law of Liberty’으로 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지배자가 조직을 관리하거나 설계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며 반드시 지배자를 구속하지는 않는다. 하이에크는
이를 ‘thesis(조직법)’라 불렀다. thesis는 일반적 행동준칙이 아닌
특정그룹 또는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입법자가 의도하는 구체적
목적에 봉사하는 규칙을 의미한다. 따라서 thesis는 계획된 질서
또는 조직을 위해 설계된 법이다. 조직을 위한 입법으로서의
thesis가 자의적으로 남용되면, nomos의 발전과 강화를 위한 입법
영역은 축소되고 입법부에서 제정되는 모든 법률은 조직을 위한
법으로 변해 버린다. 결국 개인의 자유는 큰 위협에 처하게 된다.
하이에크는 자유사회의 각종 체제위기의 근본원인은 법의 지배
에서 법률의 지배, 법치국가에서 법률국가로의 전환, 사법에 대한
공법의 우위에 있다고 주장한다. 하이에크의 시각에서, 부패는
thesis가 자의적으로 남용될 때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thesis를 계
38) 모든 법이 입법의 결과는 아니며, 사회구성원간의 공정한 행위준칙에 대한 의견
일치가 그에 대한 입법화에 선행한다고 본다. 따라서 nomos의 입법화는 개인의
자유영역을 타인과 국가의 개입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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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된 질서 또는 조직을 위해 설계된 규칙체계라 할 때, 우리 주
변의 각종 지원법과 보호법, 사업자 선정 내지 지정제도 등이 대
체로 여기에 속한다. 그밖에 진입장벽을 통한 산업조직, 인․허가
를 통한 재산권 공급제한 등도 계획된 질서를 위한 규칙체계이
다. 이때 문제는 특수목적 달성을 위해 마련된 자금과 세제지원
등 물적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이다. 시장적 배분기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결국 재량권을 가진 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재량권 행사에 ‘끼리끼리’의 연고주의가 개입될 때 부패가 발
생한다.39) 이처럼 시장과정을 통하지 않고 재량권자가 승자의 손
을 들어주는 한Picking Winners, 부패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반反
부패를 위한 자유주의의 함의는, thesis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편의Expediency에서 원칙Principle의 문제’로 되돌
리는 것이다. thesis의 남발은 관료행정국가를 낳고 부패를 유발하
기 쉽다. 부패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부패의 틈’을
줄여야 한다.
4. 부패억지를 위한 자유주의의 시사점
자유주의의 반부패에 대한 함의로부터 부패억지를 위한 자유주
의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부패는 기본적으로 사회구성원의
정의감에 의해 내재적으로 규율되기 때문에, 정의수준을 높일 수
있는 개인주의가 집단주의보다 부패를 억지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개인주의는 자유주의의 사회형성원리인바, 자유주의를 받
아들일 때 부패가 억제되기 쉽다는 것이다. 또한 행동준칙의 준수
39) 정부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잡음(재량권 남용)을 방지
하기 위해 점수평가제를 도입하곤 했다. 하지만 객관적인 평가가중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어디에 역점을 두느냐를 놓고 더욱 은밀하고 교묘한 부패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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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적인 신뢰를 높여 ‘연고주의’라는 원시적 도덕감정을 제어한
다. 따라서 자유주의 경제관의 요체라 할 수 있는 행동준칙에 부
합하는 제도장치 마련이 부패를 억지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공정경쟁을 해치는 부패행위, 즉 담합 내지 불법결탁이 횡행하
는 것은 관련 당사자간의 ‘이해의 일치’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이해의 상충관계’가 유지되면 ‘견제와 균형’의 기제가 작동해 부
패가 억지된다. 반부패 제도화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반
부패를 위한 투명성 제고는 당연하다. 그러나 투명성 제고를 위
한 정부의 개입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제공, 정
보검증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를 수익모델로 삼는 민간기
업을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 미공개 정보의 사적이용 등 정보
의 비대칭에 따른 부패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문가집단의
윤리강령을 더욱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부실감리, 부실회계감
사, 사법비리 등의 대부분은 이들 전문가 집단의 직업윤리의식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전문가 집단의 윤리의식이 사회의 높은
정의수준에 의존함은 자명하다.
부패억지를 위해서는 관료사회를 개방하고 ‘시장주의’를 도입
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제한된 관료사회의 개방만으론 관료조직
을 혁신하기 어렵다. 민간경쟁자의 관료조직 내의 유입은 관료의
행태를 규율하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인․허가와
공공서비스 제공 등은 가능한 복수 지역화, 복수 기관화하여 관
료간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정보공시 및 정보
유통의 원활화 등을 통해 관료간 그리고 관료조직간 상호 감시․
견제체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부패억지를 위한 자유주의의 또 다른 시사점은 규제 등 ‘편의’
에 의한 경제정책의 범위를 최소화해 부패의 여지를 없애는 것이
다. 하이에크가 설파하였듯이, 경제정책의 목적은 추상적 질서의
창출에 있지 구체적․가시적 결과의 획득에 있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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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질서와 ‘원칙’으로서의 경제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법치
주의가 쇠퇴하고 사회입법이 만연되어 규제가 양산된 것이다. 규
제는 특정의 산업, 조직, 인간을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이기 때
문에 정부의 재량권을 확대시켜 부패의 소지를 제공한다. 따라서
규제의 단순화와 핵심 규제의 완화 등을 통해 관료의 재량권이
행사될 수 있는 여지를 줄여야 한다. 그리고 인․허가 같은 규제
는 가급적 재산권제도로 바꿔 시장에서 거래가능하도록 할 필요
가 있다.
시장의 실패 등의 요인으로 규제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렇
더라도 규제는 일반규칙에 의해 구속되는 친親시장적 규제Market
Confirming Regulation이어야 하며 사법적 심사 대상이 돼야 한다. 끝
으로 부패억지 차원에서 사전적 규제보다 사후적 규제가 바람직
하다. 사후적 규제는 행위의 결과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만
큼 규제집행자의 재량이 게재될 여지가 적다. 그리고 사후적 결
과에 대한 사법부의 사법심사를 통한 분쟁해결도 정부규제를 상
당 정도 대체할 수 있다.

Ⅴ.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제언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차원에서 부패척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김영삼 정권 이후만 보더라도, 금융실명제, 공직자
재산등록, 권력형 부패 청문회, 공무원윤리규정, 기업윤리강령, 금
융감독강화, 특별검사제, 정보공개법, 공공기록관리법, 정치자금법,
부패방지법 등 부패방지를 위한 각종 통제장치와 법제화가 봇물
을 이루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부패에 성공적이지 못했으며, 아
직도 부패국의 이미지를 벗지 못하고 있다. 앞서 논술한 바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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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패를 억제하려면 무엇보다 긴 정책호흡으로 ‘부패의 여지’
를 줄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주로 징벌
적인 처벌을 통해 부패를 척결하고자 했다. 이는 부패행위의 이
론모형에서 시사된 바와 같이 부패억지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수
단이 될 수 없다.
부패척결을 위한 주요 정책들은 정권 초기 통치권자의 ‘보여주
기’ 식의 일과성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반反부패 정책은
국민의 눈에 정권 초기에 반짝하고 마는 일종의 ‘정책유행Policy
Fashion’ 정도로 인식되었다. 뿐만 아니라 부패척결을 정치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또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반대파
를 무력화시키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그 결
과 반부패 정책의 정당성과 순수성이 훼손되었다. 이처럼 통치권
자의 의지에 의해 주도된 그리고 인적청산에 치중한 부패청산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표 3>은 김영삼 정권 이래 비위공무원의 징계실적을 정리한 것
이다. 공무원 징계실적을 반부패정책 성과의 일부로 간주할 때,
<표 3>은 반부패정책의 일과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비위로 징계
를 받은 공무원의 수와 그 비율은 정권이 바뀐 첫해(1993, 1998
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그 다음해부터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반부패정책이 성공적이었다면 비위적발 공무원의 비율은
추세적으로 감소했을 것이다. 그리고 적발 공무원이 6,000～7,000
명을 넘나들었다는 것은, 이들이 소위 ‘부패한 큰 물고기’가 아니
었음을 웅변으로 보여주는 것이다.40)

40) 박세일(2000)은 반부패 정책이 국민적 공감을 받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로, “부패
한 큰 물고기부터 잡고 내 편부터 정화해야 하나 실제로는 내 편이 아닌 반대파
를, 그리고 큰 물고기보다는 작은 물고기를 잡는 데 치중했기 때문”이라고 진단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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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비위로 인한 징계공무원
(단위 : 명)
연 도

비위1)공무원 비율(A/B)

비위공무원수(A)

전체 공무원 정원(B)

1992

0.46

4,092

886,179

1993

0.79

7,116

899,826

1994

0.69

6,223

907,598

1995

0.56

5,061

905,390

1996

0.57

5,308

925,794

1997

0.61

5,689

935,759

1998

0.69

6,140

888,481

1999

0.67

5,866

875,672

2000

0.52

4,507

868,753

주 : 비위의 범위(증․수뢰, 공금횡령, 공금유용,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반, 비밀
누설, 위․변조, 품위손상)
자료 : 총무처연보 등, 연성진(2002)에서 재인용.

부패는 결코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통치권
자의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따라서 부패문
제의 해결은 일정한 원칙에 따라 지속적으로 그리고 시스템적으
로 접근되어야 한다. 시스템적 접근이란, 의식개혁과 더불어 부패
를 유발하는 제반 요인을 찾아내 이를 차단할 수 있는 ‘틀과 질
서’를 갖추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부패방지 행동준칙을 마련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반부패제도와 기구는 정권교체와 무관
하게 그 영속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효과적인 ‘학습조직Learning
Organization’이 돼야 한다. 부패는 경제․사회관계가 복잡다기複雜多
岐화됨에 따라 더욱 교묘하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발생하므로, 41)
41) 이와 관련된 김일중, 조준모(1999)의 연구는 흥미롭다. 이 연구는 관료의 퇴직 후
취업보장 형태의 뇌물 ‘이연지급(deferred payments)’에 착안하였다. 부패공급의 대
가로 뇌물과 향응 등을 제공하는 경우 사법당국에 의한 적발위험이 높기 때문에,
퇴직 후 피규제기업으로의 전직(轉職)이 부패활성화 메커니즘으로 자리잡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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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제도와 기구는 학습능력을 통해 자기발전과 진화를 모색해
야 한다. 그럴 때만이 부패문제에 대한 ‘점진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하에서는 한국적 현실을 감안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제언
을 세 가지 측면에서 하고자 한다. i) 부패발생을 원천적으로 차
단할 수 있도록 부패억지를 위한 ‘내재적 규율’을 확립하고, ii)
제도개선을 통해 부패의 여지, 즉 ‘부패의 틈’을 메우고, iii) 부패
행위에 대한 ‘감시의 눈’을 다경로多經路화시켜 부패통제의 효율성
을 높이라는 것이다. 이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정책제언은 전술
한 바와 같이 자유주의의 수용을 의미한다.
내재적 규율확립은 부패통제의 첫단추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연고주의의 혁파, 공직자의 청렴성과 책임성 제고, 그리고 전문가
집단의 직업윤리 앙양 및 자율규제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연
고주의의 혁파는 재론을 요하지 않는다. 둘째,부패의 틈을 줄이기
위해서는, 권력분산과 관료조직간의 견제의 제도화, 행정절차 및
처리의 투명성 제고, 시장역행적Market Conflicting 규제철폐, 관료의
재량권 축소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
는 것은, 관치 근절을 위한 민간부문의 사私영역 보호이다.
끝으로 부패통제를 위해서는 부패에 대한 ‘감시의 눈’을 다경
로화시켜야 한다. 그동안 부패가 척결되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
는 검․경찰 등 사정기관과 감독기관의 눈만 피하면 된다는 인식
이 저변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감시의 눈을 다경로화시키기
위해서는, 공익제보 활성화 및 내부고발 문화정착, 정보공개와 국
민의 알 권리 보장, 부패감시를 위한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가
있다는 것이다. 취업보장 형태의 이연지급으로 규제기관과 피규제기관의 거래를
영속화할 수 있게 된다. 즉 ‘암묵적 계약’으로 평소 규제기관의 관료는 피규제기
관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게 된다. 이는 Williamson(1983)의 볼모(Hostage)기능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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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져야 한다. 끝으로 부패방지를 위한 시민단체의 자생적 연
대도 부패통제의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처럼, 내부적 규율
에 의해 부패가 초기에 억지되고, 설령 이에 실패한다 치더라도
부패의 틈이 없고 또한 부패 감시의 눈이 도처에 깔려 있다면 부
패는 효과적으로 방지될 수 있다.

Ⅵ. 결론
기본Gibbon은 로마제국 멸망사에서 “역사란 인간의 범죄, 바
보짓, 재난의 기록에 지나지 않는다”고 냉소적으로 말한 바 있다.
어찌 보면 인류의 역사는 부패의 역사일 수 있다. 부패라는 물고
기를 잡기에 부패통제라는 그물이 그다지 촘촘하지 않았기에 부
패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는 미래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역설적으로, 경제․사회가 발전하고 글로벌화될수록 부패는 더욱
정교화․지능화․복잡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부패는 사회규범으로부터의 일탈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인이
완벽한 도덕감정으로 무장할 수 있다면 부패는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는 이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이 이처럼 도덕
적으로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부패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었던
것은, 부패를 억지하는 ‘내재적 규율’이 나름대로 작동됐고 반부
패의 제도화를 통해 부패행위의 기대손실을 높여 부패의 유인을
줄였기 때문이다. 또한 효율적인 부패통제기구는 부패발생에 대
한 추가적인 억지력을 행사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부패의 심각성은, 부패가 만연됨으로써
부패의 절대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부패가 개인비리 차원을 넘음
으로써 조직적 부패의 양상을 띠고 있다는 데 있다. 부패의 정도
는 이미 사회적 자정능력을 넘어 섰으며 구조화․고착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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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년대 이래 우리나라는 관치경제와 시장역행적 규제 남발로
‘부패의 틈’이 도처에 깔려 있었으며, 배타적 연고주의는 부패의
먹이감을 사냥하고 이를 분배하는 행동강령을 제공하였다. 여기
에 ‘법의 지배’를 허문 ‘편의주의’적 규제중심의 경제정책은 부패
의 틈을 사회도처에 깔리게 했다. 그리고 정치권의 권력형 부패
는 일반대중으로 하여금 무력감을 넘어 무관심과 냉소주의를 자
아냈다.
부패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패발생을 1차적으로 억
지시킬 수 있는 내재적 규율의 작동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내재적 규율이 형성, 작동되기에는 사회의 제반 조건이 너무도 척
박했다. 열린 공동체로서의 개인주의 문화가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연고주의와 집단주의가 횡행했기 때문이다. 연고주의는
익명의 타인들의 동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의감’을 조직에
대한 ‘충성과 의리’로 대체시켰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는 반부
패의 제도화에도 실패했다. 부패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부패문제
에 대한 시스템적 접근 대신 징벌에 치중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적청산은 반부패 개혁의 순수성을 훼손시키기도 했다. 더욱이
부패를 최일선에서 막았어야 할 부패통제기구의 부패 연루는 부
패통제기구의 효율적 작동을 불가능하게 했다. 최악의 부패 환경
에 최악의 반부패 정책조합이 더해진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다.
부패는 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파괴하고 열린사회를 닫히게 하
는 ‘반문명적 행위’이다. 부패가 억지되지 않는 한 부패경쟁은 부
패균형을 낳고 부패균형은 부를 파괴시키는 축소균형을 초래한다.
우리 사회가 진정 부패국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전방위적이고
지속적인 부패척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인식의 전환, 반부패의
제도화 그리고 효율적 부패통제 기구의 작동이 그 관건이다. 그
리고 그 기저는 ‘법치적, 시장친화적, 사유재산강화적, 반패거리
적, 개방적’ 정책과 철학이어야 한다. 이는 시장경제체제를 굳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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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하는 것이 부패 억지를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것이다. 시장경
제체제의 완성은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를 그 의미의 왜곡 없이
제도화하고 생활화할 것을 요구한다.
하이에크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행동준칙을 존중하고 준수할 때 신뢰가 형성돼 경제단위간의
협력비용이 낮아져 개별 경제단위의 이익추구행위가 효율적으로
조정되고 부가 증진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경제의 ‘부에 이르는 길Road to Wealth’은 부패를 통제해
‘행동준칙과 절차적 정의에 부합되는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자유주의’로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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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국제투명성 기구의 2004년도 공공부문 부패지수에 의하면, 한
국은 146개국 중 47위를 기록했다. 부패지수가 처음 산출된 1995
년 이래 각종 부패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패지수는 별반 개선
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법적 처벌기구 내지 통제기구를 통한 부
패 억지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이 글은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부정과 부패는 시장경제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시
장경제체제가 억압되었기 때문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같은 인식에 기초해, 반反부패에 대한 시장경제체제의 함의를
‘자유주의’ 시각에서 조명하고자 한다.
자유주의 시각에 기초한 이 글의 주장은 명료하다. 부패는 공
정한 게임의 규칙을 파괴하고 열린사회를 닫히게 하는 ‘반문명적
행위’이며, 부패가 억지되지 않는 한 부패경쟁은 부패균형을 낳고
부패균형은 부富를 파괴시키는 축소균형을 초래한다. 그러나 시장
경제체제가 정착되면 개인의 선택을 제한하는 자의적 ‘제약과 규
제’가 최소화돼, 이를 편법으로 면하려는 ‘부패의 여지’가 그만큼
줄어 부패수준이 낮아진다.
따라서 인적청산과 징벌 중심의 부패억지가 아닌 ‘법치적, 시장
친화적, 사유재산 강화적, 반패거리적, 개방적’정책과 철학에 토대
를 둔 긴 호흡의 자유주의 접근을 통해서만 부패를 효과적으로
억지할 수 있다. 이는 자유주의에 기초한 시장경제질서의 구축을
의미한다. 경제자유를 누리는 국가, 시장경제체제가 온전하게 정
착된 국가의 부패수준이 낮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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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ibertarian Approach to Anti-corruption
Dong Keun Cho
According to the TI Corruption Perception Index 2004, Korea
has been ranked 47th position out of 146 countries. Since 1995
the launching year of CPI release the scores of CPI has not been
improved in Korea. It implies that the anti-corruption policy
measure centered on penalty and punishment codes has its own
limits in alleviating corruption. This paper has a recognition that
the corruption and bribery has not been rooted on the market
economy but has been resulted from suppressing the market
econom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raw some implications
of Libertarian approach against the corruption.
The implications of the paper are rather straightforward.
Corruption is a daunting obstacle to sustainable development and
robs country of its potential, which leads to the disruption of
wealth. But the market economy will cover up the loopholes for
corruption by minimizing the discretionary regulation and
restrictions imposed on economic activity. Hence the reinforcing
the market principles such as rule of law, the property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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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cronism, market friendly regulation could be effective
measures.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freedom
and the corruption has its own rationale.

제4장 반(反)부패에 대한 자유주의적 접근 195

제5장 기업집단의 피라미드 소유지배구조와 경영성과의 관계
금융위기 이전 30대 재벌을 중심으로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Ⅰ.
Ⅱ.
Ⅲ.
Ⅳ.
Ⅴ.

서론
재벌의 본질, 구조적 특징과 쟁점
회귀분석모형과 검증가설
분석결과와 시사점
요약 및 결론

Ⅰ. 서론
우리나라 경제에서 재벌이 점하는 비중이나 역할을 감안할 때,
재벌에 관한 논의는 좀더 체계적인 사실분석에 기초하여 전개되
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에서는 1989년부터 금
융위기가 발생하기 직전인 1996년까지 30대 재벌을 대상으로 논
란이 일고 있는 재벌의 여러 가지 구조적 특징과 쟁점들을 정리
하고, 이들 구조변수가 그룹차원의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을 실증
분석한다.
본 연구는 경영성과를 설명하는 주요변수에 각 그룹의 사업구조,
소유구조, 재무구조적 특성을 반영하는 변수와 함께 최근의 기업
집단 연구에서 주목받는 피라미드 지배승수Pyramid Control Multiplier
를 재벌지배구조의 대용변수로 포함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선행연
구와 구분된다. 이 중에서 기업집단의 근간을 이루는 피라미드
소유지배방식은 주로 대리이론Agency Theory 관점에서 분석되는 경
향이 있는데, 특히 Bebchuk-Kraakman-Triantis(1999), 그리고 MorckStrangeland-Yeung(1998)은 지배주주와 일반투자자 사이의 대리문
제Agency Problem 를 악화시키고 경영안주효과Management Entrenchment
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기업가치 (또는 그룹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기업집단의 피라미드 소유지배방식을 강하게 비
판한다. 피라미드 소유지배구조의 경영성과에 대한 함의와 관련,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이들 학자들이 주장하는
가설이 타당한지, 달리 말하면 재벌의 소유지배구조와 경영성과의
관계를 설명함에 있어서 대리이론모형이 유일하고도 충분한 접근
방식인지를 통계적으로 검증한다는 점에서(학문적) 의의가 있다.
재벌의 사업구조, 재무구조, 내부통제구조 등은 그동안 정책의
영역에서 그리고 경영전략의 측면에서 많은 논란이 일었던 부문
이다. 따라서 재벌구조의 쟁점을 통계분석하는 본 논문의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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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전략적 시사점과 무관할 수 없을 것이다.
먼저 정책적 측면에서 보면, 재벌은 지배주주의 직접적인 지분
이 낮음에도 그룹을 배타적으로 경영․통제함으로써 높은 대리비
용을 유발하며, 타인자본을 동원하여 수많은 비관련 사업에 진출
함으로써 밖으로는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고 안으로는 부실요인
을 누적시켜 온 것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의 대기
업정책은 전통적으로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특히 1997년
에 중견재벌들이 연쇄도산하는 가운데 IMF 경제위기에 이르자,
김대중 정부는 재벌체제의 비효율성은 더 이상 검증이 필요없는
당연한 사실이라는 듯이 ‘5+3 원칙’ 하에 재벌구조 전반에 고강
도의 개혁을 주도하였다.1) 그러나 이러한 재벌개혁정책은 실증적
기반이 취약하고 기업 고유의 전략적 판단사안에까지 정부개입이
지나쳐 오히려 시장기능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재벌구조의 다
양한 측면과 경영성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김대중
정부의 재벌개혁정책을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30대 재벌의 절반 가량이 부
실화되었다는 사실은 어떤 형태로든 기존의 재벌구조에 심각한
취약점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벌도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응하여 환골탈태換骨奪胎의 구조조정을 서두르지 않으면 생존마
저 위협받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시기별로 재벌구조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 있는 이 논문의 연구결과는 경영성과 개
선을 위한 앞으로의 재벌구조조정 방향과 관련, 중요한 전략적
1) 5+3원칙은, 1998년 1월 13일 5대 그룹총수와 합의형식으로 발표된 기업구조개혁 5
대원칙(경영투명성 개선, 상호지급보증 해소 및 금지,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핵
심부문 설정 및 중소기업과의 협력강화,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책임 강화)과 동년
8월 15일에 발표된 3원칙(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순환출자억제 및 부당 내
부거래 차단, 변칙 상속․증여의 방지)을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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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한편 연구의 범위와 관련하여, 재벌은 국민 일반에 널리 회자
되는 용어이지만 이 용어에 내포된 구체적인 의미와 범위에 대해
서는 논자마다 견해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규
억․이성순(1985) 이후 재벌은 경제력집중의 관점에서 정의되고
또한 그 범위는 30대 대규모기업집단으로 보는 경향이 보편적이
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에 비추어볼 때, 재벌은 ‘지배주주에
의해 효과적으로 통제되는 다변화 기업집단Diversified Business Group ’
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고 그 범위도 굳이 30대로 제한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증연구에 필요한 개별 그룹의 통계자
료에 접근하고 취합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서는 편의상 공정위가 매년 발표하는 30대 기업집단으로 분석의
범위를 제한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재벌구조의 본질․
특징과 이를 둘러싼 쟁점을 살펴보고 이 논문의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할 가설을 도출한다. 제3장에서는 재벌구조의 경영성과에 대
한 함의를 실증분석하기 위한 회귀모형과 추정방법, 기초자료를
설명한다. 제4절에서는 사업구조, 재무구조, 소유지배구조 변수들
이 그룹차원의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와 함께 시사
점을 정리한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이 논문의 주요 연구결과와
의의를 요약하며, 분석방법의 한계에 대해 간략히 언급한다.

Ⅱ. 재벌의 본질, 구조적 특징과 쟁점
1. 재벌의 본질
재벌은 다양한 업종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계열사들로 구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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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들 계열사들은 법률상 상호 독립적인 법인형태를 취하
고 있으나 그룹 총수로 불리는 지배주주의 직접적인 통제 또는
그룹조정본부를 통한 우회적 통제하에 경제적 동일체처럼 움직이
는 경제조직이다. 이러한 특징에 대하여 <표 1>의 30대재벌 통계
를 이용하여 좀더 살펴보면, 각 재벌은 1997년 기준으로 평균
27.3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19개 이상의 업종(한국표준산업 중
분류 기준)에 진출해 있으며 그룹당 평균 6개의 대규모 계열사를
주식시장에 상장하고 있다. 그리고 지배주주는 그룹 전체의 자본
금 중 10%에도 못 미치는 지분(잔여청구권)을 가지고 있지만 계
열사간 종적․횡적 출자관계를 통해 40% 이상의 내부지분율을
유지하며, 그룹 전체의 자산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재벌조직은 경제학 교과서에서 설명하는 기업형태와 분
명한 차이가 있다. 경제이론에서 기업은 흔히 동질적인 하나의
상품을 공급하는 일종의 생산함수로 묘사되고 있는 반면, 재벌은
광범위한 업종에서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생산 공급하는 다수의
계열사들로 구성된 다변화 기업집단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론적
인 기업모형과 현실에서 관찰되는 기업형태 사이에 커다란 간극
이 있는 만큼 기존의 추상적인 기업이론을 가지고 재벌의 조직과
행태를 설명하는 것은 처음부터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
었다.
Ronald Coase(1972)에 따르면,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이론으
로 설명되지 않는 경제현상에 직면했을 때, 경제학자들은 일반적
으로 그같은 경제현상이 시장실패나 독점화 의도에서 비롯된 기
형적인 것으로 보고 규제지향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
고 한다.2)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2) Coase, R. H(1972): “If an economist finds something-a business practice of one sort or
another-that he does not understand he looks for a monopoly expla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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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재벌은 시장실패와 정부주도의 압축성장과정에서
생성되고 경제력을 독점화하는 한국 특유의 비정상적인 경제조직
으로 보는 경향이 유달리 강했으며, 이처럼 재벌을 기형적이고
경제력 독점화집단으로 보는 시각이 지금까지의 재벌담론을 주도
하여 왔다.
<표 1> 30대 기업집단의 통계로 본 재벌구조의 특징
1987 1)

1993

1995

1997

1999

2000

43.9

28.0

26.3

27.5

32.5

32.9

내부지분율

56.2

43.4

43.3

43.0

50.5

43.4

동일인

15.8

10.3

10.5

8.5

5.4

4.5

계열사

40.4

33.1

32.8

34.5

45.1

38.9

구 분
소유구조(%)
출자비율

자본구조(%)
자기자본비율

-

22.2

22.33)

16.1

31.4

36.9

부채/자본비율

-

349.7

347.5

518.9

218.7

171.2

채무보증비율

-

469.8

161.9

92.2

22.3

4.78)

회사수

-

27.7

27.6

22.6

23.3

25.5

자본금

-

56.9

63.1

59.6

53.1

60.5

16.4

20.1

20.8

27.3

22.9

18.1

-

18.3
(31.2)

18.5
(29.6)

19.8
(30.0)

19.2
(30.0)

15.3
(25.4)

1.4542

1.6438

1.7441

1.7874

1.2128

1.25193)

기업공개(%)

사업구조
평균 계열사수
평균영위업종수2)
다각화지수
경제력 일반집중(%)
자산기준

39.1

41.1

37.9

38.3

45.7

-

부가가치기준

10.9

13.0

15.0

12.0

10.2

-

주 : 1. 1987년은 32대 재벌, 1993년 이후는 30대 재벌의 통계
2. 괄호 안은 5대 재벌의 평균영위업종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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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잠정 추계치

거래조정양식 면에서 볼 때, 재벌은 전통적인 기업조직과 시장
의 어디도 속하지 않는 또 다른 형태의 경제조직이다. 일반적으
로 기업 내의 자원배분은 지시나 명령의 위계 메커니즘이 작용하
고 기업 사이에서는 수평적 계약의 시장 메커니즘이 작용한다고
본다. 그러나 재벌은 법률적으로 독립된 다수의 기업들이 피라미
드 소유와 통제라고 하는 레버리지 수단을 통해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이들 기업(계열사) 사이의 거래는 부분적으로 시장 메커니
즘에 의존하기도 하지만 그룹조정본부를 정점으로 한 위계 메커
니즘에 크게 의존한다. 이처럼 전통적인 기업모형Hierarchy 과 시장
market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양자의 성격이 혼재된 거래조
정양식은 기업집단, 기업간 전략적 제휴, 지주회사 등 여러 가지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Oliver Williamson(1975)은 이러한 제3
의 거래조정양식을 통칭하여 혼합형Hybrid Mode으로 분류하면서 이
들의 보편성을 감안할 때 비정형적인 것으로 예단하기보다는 비
교조직론적 측면에서의 객관적 이해가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재벌은 혼합형 경제조직이면서, 좀더 구체적으로는 다변화 기
업집단의 일종이라고 하겠다. Granovetter(1994)는 기업집단을 ‘중
간정도의 결속력이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기업들의 집합’으로 정
의하고,3) Ghemawat-Khanna(1998)는 ‘광범위한 사업분야에 진출
해 있으면서 계열사간에 재무적 유대가 완전하지 않지만 많은 경
우 가족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조직형태’로 정의하고 있는데4) 재
3) Granovetter(1994): collection of firms characterized by an intermediate level of bindingexcluding, on the one hand a set of firms bound merely by short-term strategic alliances
and, on the other hand, a set of firms legally consolidated into a single one(p.454).
4) Ghemawat and Khanna(1998): an organizational form characterized diversification across
a wide range of businesses, partial financial interlocks among them, and, in many
cases, familial control(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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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은 이러한 개념에 잘 부합된다. 따라서 재벌과 같은 기업형태
를 우리나라만의 현상으로 보거나 혹은 낙후된 경제시스템에서나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게 성급한 추측일 가능성이 높
다. 사실, 기업집단은 통계적 접근의 어려움과 경제학의 추상적인
기업이론이 안고 있는 한계 때문에 그동안 베일 속에 가려져 있
었으나 최근에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선진경제권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광범위하게 산재한다는 연구결과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La Porta 등, 1997). 물론 과거에도 기업집단에 관한 연구가 없
지는 않았다. 그러나 ‘개도국의 불완전한 시장조건하에서 생산요
소와 생산물 일부를 시장이 아닌, 기업 내부에서 조달함으로써
이익을 내부화하기 위한 제도적 혁신’으로 정의한 Leff(1978)에서
보듯이, 과거에는 기업집단을 경제발전과정의 과도기적 현상으로
보는 경향이 많았다. 5) 그러나 최근에 프랑스, 캐나다 등 선진경
제권에서도 기업집단이 널리 산재하고 있음이 알려지면서, 일부
법학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여 기존의 회사법 체계를 보완
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Dine, 2000).
기업의 전략적, 구조적 특징들은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역사적․
제도적 환경과 분리해서는 올바로 이해할 수 없다. 재벌 역시 세
계적으로 관찰되는 다변화 기업집단의 일종이라 하나 재벌의 구
조적 특징들은 우리나라 고유의 역사적․제도적․문화적 특수성
에 연유하는 부분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재벌은 기
업집단으로서의 보편적 속성과 우리나라 특유의 역사적․제도적
맥락 속에서 이해될 수 있는 한국적 특성이 혼재하는 기업형태로
정의할 수 있다. 재벌의 본질과 기능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진화
5) 기업집단에 대한 초기 연구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오류는 中川敬一部(1969)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즉 中川敬一部는 개도국이 공업화를 통해 급속히 경제성장을 추
진하는 과정에서 기업집단이 필연적으로 나타난다며, 기업집단을 개도국 발전과정
의 과도기적 현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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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을 전망함에 있어서 위 두 가지 속성을 구분하는 것은,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면 김대중
정부가 재벌개혁을 강조했을 때, 그 목표가 기업집단의 일반적
속성마저 부정하는 재벌해체인지 아니면 한국적 특성에서 연유하
는 비효율적인 측면을 개선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여 정책추진
과정에서 많은 혼란을 초래한 바 있는데, 이러한 정책혼선은 재
벌의 이원적 속성을 분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였다.
그러나 연구대상으로서 기업집단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은 이제
시작단계이며 기업집단의 비교연구가 미흡한 만큼, 구체적으로
재벌의 어떤 측면이 다른 나라의 기업집단에서 볼 수 없는 한국
적 특성인지, 지금으로서는 특정화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6)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대주주의 경영참여, 피라미드 소유․지
배구조, 사업구조의 비관련 다변화 등을 재벌의 한국적 특성으로
설명하여 왔지만 이러한 사안은 다른 나라의 기업집단에서도 종
종 관찰되기도 한다. 재벌의 이원적 속성을 분간하기 어렵기도
하거니와 본 논문은 재벌구조와 경영성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이하에서는 재벌구조의 특징을 사업구조, 소유
및 내부통제구조로 나누어 관련 쟁점에 대해 살펴본다.
2. 사업구조 : 비관련 다변화
재벌은 사업의 범위와 구성, 그리고 신규사업 진출방식에서 다
음의 몇 가지 특징적 사항들이 관찰된다. 첫째, 재벌의 사업범위
는 평균적으로 볼 때 매우 넓으며 산업분류 기술상 영위업종 사
6) 기업이 왜 존재하는가, 그 범위는 무엇인가에 대해 Ronald Coase가 노벨상 수상의
대상이 된 논문을 쓴 것이 기업이 존재한 지 수백년이 흐른 뒤인 1937년이고 보
면, 경제학자들이 기업집단의 본질과 범위를 제대로 설명하려면 좀더 시간이 걸린
다고 보는 것이 당연한 기대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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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연관성이 낮다는 특징이 있다. 기업형태의 차이를 불문하고
대기업은 어느 나라에서든지 사업구조를 다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ontgomery, 1994). 7) 그렇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30
대 재벌은 표준산업 중분류 기준의 총 60개 산업에서 1/3에 해당
하는 20개 산업에 진출해 있고, 이 중 5대 재벌은 30개 산업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볼 때, 사업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재벌의 광범위한 업종 진출은 그 원인과 결
과를 둘러싸고 일찍부터 많은 논란을 불렀다. 예를 들면 다변화
의 동기에 대해서는 시장독점력 가설, 공동자원 이용가설, 거래비
용 절감 가설, 위험분산 가설, 대리비용 가설 등이 경합하고 있는
중이며, 다변화의 결과로 경제력 일반집중과 시장구조, 경영성과
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도 연구자의 끊임없는 관심거
리였다.
사업범위를 둘러싼 여러 쟁점 중에서 본 논문은, 특히 다변화
의 경영성과에 대한 함의에 주목한다. 재벌의 사업범위와 경영성
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다변화가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수준으로 추진되었다고 보는 경향이 많다. 다
시 말하면, 재벌이 비관련 분야에 광범위하게 진출하고 있는 현
상은 종종 ‘무분별한 문어발식 사업확장’으로 묘사되며, 다변화
전략이 이윤추구를 위한 경제적인 동기보다는 기업제국 건설의
패권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다. 김영삼
정부의 업종전문화유도시책, 그리고 김대중 정부가 재벌 구조조
정 지침의 하나로 핵심사업의 설정을 강조하고 ‘빅딜’을 추진한
것도 이러한 인식에서 연유한다. 그러나 단지 재벌의 다변화 범
위가 넓다는 사실만으로 또는 외국의 선진기업에 비해 사업의 범
7) 예를 들면 미국의 500대 기업은 4단위 산업분류 기준으로 평균 11개 업종에 진출
해 있으며, 이 중 40개 기업은 30개 이상의 업종에 다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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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구성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재벌이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과잉 다변화 전략을 추진했다고 속단할 수는 없으며, 양자의 관
계는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되어야 할 문제이다. 예를 들어 미국
이나 영국에서는 사업구조 전문화, 핵심분야에의 집중이 기업가
치 개선에 유용한 전략이 될 수 있지만 경제제도가 제대로 정비
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오히려 문어발 전략이 더 낫다고 하는
Khanna-Palepu(1997)의 지적은 국가별로 기업의 적정 사업구조가
크게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업구조의 다변화 동기를 설명하는 여러 가설에 비추어 보아
도 다변화와 경영성과의 관계는 사전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문제
이다. 즉 대리이론은, 경영자에 대한 감시와 규율기능이 미흡할
경우 경영자는 사적인 만족을 위해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다변화
전략을 추진하게 된다고 함으로써 다변화와 경영성과간에 음(-)의
관계가 성립할 것으로 예측한다. 반면에 독점력 가설, 공동자원이
용가설, 거래비용가설은 대리이론과 달리 다변화가 경영성과 개
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하며, 위험분산가설에서는 이윤율을 제
고하기 위함보다는 이윤율의 동태적 안정을 위해 다변화를 추진
한다고 함으로써 다변화와 경영성과는 서로 무관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8) 이와 같이 다변화를 설명하는 여러 가설들이 다
변화의 경영성과에 대한 사전적 함의를 다르게 예측하고 있다는
사실은, 양자의 관계가 실증적 판단의 문제임을 뜻한다.
물론, 철강산업 진출을 추진하다 도산한 한보그룹 사례에서 보
듯이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부실의 늪에 빠졌던 일부 재벌들의 경
우를 보면 다변화 전략 또는 사업구조상의 문제가 경영실패의 주
요 요인이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9) 그러나 이러한 사례
8) 기업의 다각화 동기를 설명하는 여러 이론들, 그리고 더 나아가 다변화 기업집단
의 생성배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황인학(1999a)의 제2장을 참조.
9) 실패한 재벌(제조업 부문) 대상의 실증분석 결과는 황인학(1999a)의 제3장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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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재벌들이 보편적으로 과잉 다변화의 문
제를 안고 있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왜냐하면 살아남은 재벌
과 도산한 재벌의 다변화 지수를 비교해 보면 전자가 후자보다
결코 낮지 않다. 가지고 있는 자원의 특성, 조직역량, 사업기회가
다른 만큼 재벌마다 적정 사업범위도 다르기 때문이다. 이와 관
련, 1993년부터 1997년까지 35개 재벌에 대해 재벌도산의 원인을
분석한 이제민․어운선(1999)의 연구에서 사업구조 다변화 자체
는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도산과 음(-)의 상관관계에 있음을 밝히
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표 1>의 30대 재벌 통계
를 보면, 경제위기가 발생했던 1997년 이후 많은 재벌들이 해체
또는 분할되었고 생존재벌도 부실사업을 정리하는 등의 구조조정
과정을 겪으면서 2000년 4월 현재, 30대 재벌의 영위업종수는 15
개 남짓으로 큰 폭의 감소를 보였음을 알 수 있는데, 작금의 경
쟁환경과 제도적 여건의 변화는 계속해서 사업의 범위를 축소 조
정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된다(황인학, 1999b).
사업구조와 관련, 두 번째 특징은 신규사업 추진방식에 대한
것으로서 재벌은 기존기업의 인수 또는 신설법인의 설립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표 1>에서 보
는 바와 같이 30대 재벌의 평균 계열사수는 평균 영위업종수를
상회하고 있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에는 위에서처럼 별
도의 독립적인 법인을 활용하는 방식과 이미 존재하는 기업(계열
사) 내에 사업부를 확장하는 방식의 두 가지가 있으며, 미국의 기
업은 주로 후자의 방식을 택한 결과 사업부형 조직형태(M-form;
Multi-divisional form organization)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와 같이 사업구조 다변화의 목적은 동일하다 해도 어떤 방식
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는지는 기업의 조직형태에 커다란 차이를
미친다. 따라서 기업집단으로서 재벌의 형성과정을 이해하려면
우리나라 기업가들이 어떤 제도적․전략적 요인 때문에 사업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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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열사 확장의 다변화 전략을 선호하게 되었는지를 밝히는 별
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10)
3. 소유와 통제 : 레버리지 소유지배구조
어느 나라에서든 대부분의 기업집단은, 대주주와 그 가족의 잔
여청구권 또는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가 비교적 적음에도 피라미
드 주식보유를 통해 그룹 전체의 자산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La Porta et al., 1997). 여기에서 피라미드 주식
보유란, 대주주가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중핵기업의 경영권을 확
보하고 이 중핵기업은 다시 다른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는 연쇄적
출자관계를 통해 적은 자본으로 여러 회사의 수많은 자산을 통제
하는 레버리지 효과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최소지분율을 α라 하면, 대주
주는 기업 A의 지분 α를 소유하고, 기업 A는 다시 두 개의 기업
B1, B2 의 지분 α를 소유하고, 다시 기업 Bi(i=1, 2)는 다른 회사
Cj(j=1, 2, 3, 4)에 계속 α의 지분을 소유하는 승수효과乘數效果를
통해 대주주는 자기가 투자한 재산금액을 훨씬 능가하는 수많은
계열사의 자산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계열사
간 출자, 무의결권 주식의 발행을 이용하면, 대주주가 그룹 전체를
통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지분율(α)은 더욱 낮아지게 된다.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도 기본적으로 위와 다르지 않다고 하겠
다. 재벌은 대주주 일가가 지주회사 역할을 수행하는 소수 중핵
기업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이 중핵기업들은 다시 다른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는 피라미드적 출자관계를 통해 비교적 적은 재산
10) 예를 들면, Hwang(2001)은 외부투자자에 의한 견제장치 미흡, 외부자금 접근에의
용이성, 사업간 비관련성 때문에 기업가들은 적은 자기자본을 가지고 새로운 사
업에 진출할 수 있는 계열사 확장방식을 선호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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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투자하고도 그룹 전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에 기초하
고 있으며, 계열사간 (수평적) 상호출자는 피라미드 지배승수를
더욱 높이는 보강역할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30대 재벌의 소
유구조를 보면, 지배주주와 가족(동일인)의 지분은 1983년에 평균
17.2%에 달했으나 1993년에는 10.3%로 그리고 2000년에는 5%
미만으로 크게 감소했다(<표 1> 참조). 기업의 발전과정에서 계
열사의 상장과 증자도 늘기 때문에 지배주주의 지분율 희석은 불
가피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분율의 대폭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배주주의 권위
와 영향력이 이전과 다름없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첫째, 보유지분의 지속적인 하락에도
지배주주 중심의 그룹경영체제가 유지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둘
째, 그룹외형은 계속 확장되고 지배주주의 보유지분의 꾸준히 하
락한 결과 피라미드 지배승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그룹의 경영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첫 번째 의문에 대해 가장 일반적인 답은, 지배주주의 지분 감
소를 상쇄할 만큼 계열사간 상호출자Cross-shareholding가 증가하였고
그 결과 내부지분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다. 11)
이러한 설명은 전혀 틀렸다고 할 수 없으나 피상적인 관찰의
결과이며 재벌체제의 유지비결을 수평적 상호출자로 오인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재벌은 상호출자
보다는 지배주주와 중핵기업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 주식보유
관계에 기초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좀더 타당하다. 왜냐하면 수
평적 상호출자는 그룹통제에 필요한 의결권이 그룹 전체에 분산
11) A사와 B사간의 직접적인 상호출자는 30대 재벌의 경우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위에서 상호출자라 함은 간접 상호출자를 포함하는 좀더 넓은 개념
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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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반면 피라미드 주식소유에 따른 의결권은 지배주주 개인에
귀속된다는 점에서 다르며,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계열기업간 수
평적 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형 기업집단과 지배주주 중심의 수직
적 위계구조로 특징되는 한국형 기업집단을 구분하는 중요한 척
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배주주가 직접적인 지분감소에도 불구
하고 그룹 전체의 통제력을 유지하는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단순히 내부지분율의 변화를 살펴보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 지배
주주의 지분감소에 대응하여 피라미드 소유구조 자체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좀더 유의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쟁점인 피라미드 지배승수와 경영성과의 관계는 본 논
문의 실증분석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이다.
Morck-Strangeland-Yeung(1998, 이하 MSY)에 따르면 재벌과 같
은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의 대리문제는 지배주주와 계열사별로
상이하게 구성되어 있는 일반 투자자 사이의 이해상충에서 비롯
되며, 지배주주는 피라미드 소유지배방식에 안주하여 그룹 통제
권을 거의 독점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집단의 대리문제는 ‘피라
미드 지배승수Pyramid Multiplier’로 측정할 수 있다고 한다.
MSY의 피라미드 승수는 그룹 전체의 자산가치를 지배주주와
그 가족의 지분투자액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되며, 이 산식에 따
라 30대 재벌의 피라미드 지배승수를 구하면 <표 2>와 같다.
<표 2>를 보면, 30대 재벌의 평균 승수는 1989년의 46.3에서
1999년에는 183.3으로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배주주 보유지분의 지속적인 감소와 재벌규
모의 확대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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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30대 재벌 피라미드 지배승수의 변화추이(MSY 기준)
구분

1989.4

1991.4

1993.4

1995.4

1997.4

1999.4

현대

25.5

31.1

47.3

76.4

98.8

134.8

삼성

135.1

129.9

235.1

391.7

323.0

539.1

대우

53.9

46.4

82.8

100.9

135.4

205.5

L G

67.7

94.2

143.0

147.5

196.5

216.4

SK

54.3

51.9

63.7

76.6

129.9

212.3

쌍용

69.3

96.9

142.8

219.5

327.8

239.5

한진

40.4

44.6

58.6

67.0

82.6

103.6

한화

52.4

73.1

135.3

141.4

173.5

247.5

롯데

99.9

91.5

110.8

131.8

158.7

116.4

9대평균

49.3

55.0

84.0

113.0

150.5

191.5

30대평균

46.3

50.9

81.6

89.1

136.4

183.3

주 : 기아그룹은 피라미드 지배승수개념을 적용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이므로
제외함.

MSY는 피라미드 지배승수와 그룹의 경영성과(또는 그룹의 가
치)는 서로 반비례한다고 본다. 즉 피라미드 승수가 클수록 지배
주주는 외부 투자자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또는 가족가치)을
위해 그룹자산을 편취하거나 전용하려는 유인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배주주의 이같은 성향을 적절히 감독․규율하지 않는다면 경영
성과는 당연히 하락한다는 것이다. MSY는 기업집단의 소유지배
구조는 대리문제와 경영참호효과經營塹壕效果가 결합된 최악의 형
태라며 지배주주 감시를 위한 유효한 수단이 사실상 미흡하기 때
문에 피라미드 지배승수와 경영성과의 반비례 관계는 불가피하다
는 가설을 제기한다. 이와 비슷한 관점은 Bebchuck-KraakmanTriantis(1999, 이하 BKT)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즉 BKT는 기업
집단을, 소수의 지분을 가진 지배주주가 막대한 통제권을 행사하
는 ‘소수통제구조Controlling Minority Structure’로 설명하며, 이러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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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서는 소유가 분산된 기업에서 나타나는 대리문제와 소유가
집중된 기업에서 나타나는 경영참호효과가 더해져 비효율적인 투
자결정을 야기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주장한다. BKT의 이론모
형은, 원인이 피라미드 주식보유관계에 의한 것이든 상호출자에
의한 것이든, 현금흐름에 대한 지배주주의 권리, 다시 말하면 지
배주주의 실질적인 잔여청구권Residual Claim 이 실제 행사되는 통제
권과 이격되면 될수록, 그룹의 경영성과가 악화될 수 있음을 보인
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MSY 가설과 같은 연장선상 위에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김진방(2001)이 BKT-MSY의 이론에 기
초하여 재벌의 내부지분율, 자본승수, 자금조달비용의 관계에 대
해 두 가지 가설을 제시하고 있다.12) 즉 김진방(2001)은 내부지분
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소유권과 통제권의 이격도를 측정하는 자
본승수가 클수록 기업가치는 하락하고 주식시장에서의 자금조달
비용은 커진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김진방(2001)은 내부지분율
과 자본승수를 낮추면 경영참호효과와 대리비용이 감소되어 기업
가치와 경제의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다며, 한때 논란이 일었던
출자총액규제 완화에 대해 반대 논리를 전개한다.
지금까지의 설명에서와 같이 BKT, MSY, 김진방(2001)은 모두
대리이론을 바탕으로 재벌과 같은 기업집단의 레버리지 소유지배
구조는 그룹 차원의 경영성과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리이론의 관점에서 도출된 가설이
현실 세계에서 그대로 적용될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앞서 사업구
조 다변화의 동기에서도 보았듯이 대리이론은 다변화와 경영성과
사이에 서로 음(-)의 관계가 성립할 것으로 예측하지만, 대리이론
은 사업구조 다변화의 동기를 설명하는 여러 이론 중의 하나일
12) 자본승수는 계열회사 출자액을 지배주주 출자액으로 나눈 값으로 MSY의 피라미
드 지배승수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소유권과 통제권의 이격도를 나타낸다는 점
에서 두 지표의 취지는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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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업집단의 레버리지 소유지배구조를
이해하는 데 대리이론은 매우 유용하지만 유일무이한 분석틀은
아니다. 예를 들면, Ghemawat-Khanna(1998, 이하 GK)는 피라미
드 소유지배구조로 특징되는 기업집단의 순기능에 주목한다. 즉
기업가정신, 선진 경영기법, 경영자원이 희소한 나라, 그리고 기
업활동을 받쳐주는 경제제도가 불완전하여 거래비용이 높은 신흥
경제권에서는 기업집단 조직이 적은 자본으로도 기업가정신을 용
이하게 발휘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성장은 물론, 국민경제발전
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황인학(2000)은 창업문화가 보전되는 기업발전 단계에
서는 시장의 기업규율기능이 취약해도 대리이론이 상정하는 바가
현실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을 개연성에 대해 설명한다. 1990년
중엽에 이르러 피라미드 지배승수가 엇비슷한 재벌들이 동일한
제도적 환경 속에서 ‘생존’과 ‘도산’의 전혀 상반된 운명을 맞이
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지배주주와 투자자의 관계를 단순히
가족가치 對 주주가치Family Value vs. Shareholder Value의 대립관계로
보는 ‘대리이론’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와 관련하
여, 황인학(2000)은 기업의 상이한 발전단계에 주목하여, 창업기
의 기업가는 평균적으로 성공적인 기업경영을 통해 자신의 가치
를 실현하려는 속성이 있으며, 대리이론이 상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기업가치와 가족가치를 상호 배반적인 선택사항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기업발전 초기 단계
에서는 창업자의 기업가정신이 대리문제의 실제적인 발현을 억제
하는 ‘자기규율기능’으로 작용한다는 가설을 세워볼 수 있을 것
이다.
GK를 비롯하여 BKT-MSY의 대리이론과 다른 이상의 설명은,
피라미드 지배방식에 대한 선험적 평가를 어렵게 하는 한편, 피
라미드 지배승수가 같아도 경제제도와 시장의 성숙도, 기업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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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계에 따라 경영성과에 대한 함의는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
다. 따라서 피라미드 소유지배방식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실증분석을 통해 평가될 문제라고 할 것이다. 연구대상으로서 기
업집단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이 아직은 오래되지 않은 탓이기도
하겠지만 이 문제에 대한 통계적 검증사례는 아직 찾아보기 어려
운 가운데, 여기에서는 제3절 이하에서 우리나라 재벌에 대해 실
증분석을 시도한다.

Ⅲ. 회귀분석모형과 검증가설
1. 분석모형과 검증가설
지금까지는 재벌의 사업구조, 소유지배구조의 특징과 이에 관
한 이론적 쟁점과 가설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하에서는 재벌의
이와 같은 구조적 특징이 실제로 그룹의 경영성과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간단한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매년
지정하는 30대 재벌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시도한다. 여기의 실
증분석에서는 특히 재벌의 다변화 범위가 적정 수준을 넘어 경영
성과를 악화시키는 요인이었는지, 그리고 BKT-MSY 가설이 주장
하는 것처럼 재벌의 피라미드 소유지배구조는 경영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지에 주목하며,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 앞에서
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재벌의 높은 부채비율과 경영성과
의 관계를 살펴본다. 재벌의 사업구조, 소유지배구조, 재무구조와
경영성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밝히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
의 회귀모형을 기본모형으로 설정한다.
PERFi=f(WMSi, WADi , SIZEREi, DEBTi , DTi, DRDTi , PYRAMIDi , INSIDE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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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본 회귀모형에서 종속변수 PERFi는 i그룹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경영성과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측정될 수
있으며, 어떤 지표를 이용하는지에 따라 분석결과가 달라질 가능
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감안해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로 총
자산순이익률(ROAi)과 매출액순이익률(ROSi), 그리고 초과이익률
(DROAi)의 세 가지 지표를 대체적으로 사용한다. 여기서 ROA i와
ROSi는 i그룹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해당그룹의 총자산액으로 나
눈 백분율(%)로 정의되며, DROAi는 ROAi에 i그룹이 참여하고
있는 산업의 가중평균이윤율을 차감한 일종의 초과이윤율Excess
Profit Rate과 비슷한 개념이다. 이들 종속변수는 독립변수, 기초자
료의 출처와 함께 <표 3>에 요약․설명되어 있다. 여기의 독립변
수 중에서 각 재벌의 가중시장점유율(WMSi), 광고집약도(WADi),
상대적 규모(SIZEREi)는 이 연구의 주요 분석대상인 사업구조,
소유지배구조, 재무구조 외에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
인을 통제하기 위해 포함된 변수들이다.
<표 3> 추정변수 및 요약통계(1989～1996년)
평 균

요 약 통 계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총자산순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초과이익률(%)

0.05
-0.51
-0.66

-7.43
-13.06
-7.88

2.58
2.26
1.61

2.08
3.44
1.94

가중시장점유율(%)
가중광고집중도(%)
엔트로피 총다변화지수
사업간 관련율(%)
그룹자산/30대 그룹 평균규모
부채/자산비율(%)
총자산/(대주주지분*자본금)
총자산/(내부지분*자본금)
내부지분율(%)

13.00
0.91
1.72
24.26
0.87
80.21
83.66
20.20
47.14

2.00
0.16
0.63
0.00
0.10
63.12
5.40
5.36
22.65

51.25
2.70
2.63
74.68
4.85
96.97
245.65
50.00
99.38

11.08
0.69
0.53
16.95
1.13
8.06
56.89
8.54
13.72

변 수
종속변수
ROA
ROS
DROA
독립변수
WMS
WAD
DT
DRDT
SIZERE
DEBT
PYRAMID1
PYRAMID2
INSIDE

자료원

KIS-FAS

KIS-FAS

공정위

주 : 요약통계는 각 재벌의 1989～1996년 기간평균치를 바탕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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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사업구조가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은 총다변화지수(DT)
와 관련율(DRDT)의 두 변수에 대한 추정계수를 통해 파악될 것
이다. 여기에서 총다변화지수는 재벌의 전반적인 사업범위를, 그
리고 관련율은 특정 재벌이 영위하는 사업들이 서로 얼마나 밀접
한 관계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변수로서 엔트로피 관련다변화지수
를 총다변화지수로 나눈 백분비(%)로 정의된다.
<표 3>을 보면, 각 재벌들의 사업범위는 넓고 사업간 관련성은
25% 미만으로 비교적 낮음을 알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사업구조
의 과잉 다변화 논쟁이 일고 비관련 다변화를 억제해야 한다는
정책대안들이 무성했음은 앞서 설명한 바 있다. 재벌의 사업구조
에 대한 기존의 비판은, 여기의 회귀분석모형에서 다변화지수
(DT)에 대한 추정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부호를, 그리
고 관련율(DRDT)의 추정계수는 양(+)의 부호를 가진다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구조와 경영성과가 실제 어떤 관계에
있을지는 선험적으로 알 수 없는 실증적 판단사안이며, 여기에서
는 DT 계수의 추정을 통해 이 관계를 살펴본다.
피라미드 지배승수Pyramid와 내부지분율Inside은 재벌의 소유지배
구조 관련 특징을 함축한다. 즉 피라미드 지배승수는, 지배주주가
그룹 전체의 자산을 배타적으로 통제한다는 전제하에 지배주주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 또는 현금흐름에 대한 청구권과 통제권의 이
격도를 나타내며, MSY는 이를 그룹의 총자산 대비 지배주주의
지분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MSY의 개념정
의에 충실한 피라미드 지배승수(PYRAMID1)를 측정하여 경영성
과에 대한 함의를 살펴보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변수의 실제 적
용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대체로 지배
주주의 지분율은 매우 낮기 때문에 개념 정의상 PTRAMID1은
지배주주 지분율의 미세한 변화에도 큰 폭으로 반응하는 문제점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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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지배주주 지분통계의 정확
성에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PYRAMID1의 기술적 불
안정성은 추정결과 전반에 심각한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마저 있
다.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그룹의 총자
산을 내부지분액(동일인 지분액+상호출자액)으로 나눈 값을
PYRAMID2로 정의하여 별도의 회귀분석을 병행하였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하였을 때, 추정결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없으면서 PYRAMID2 변수가 PYRAMID1 변수보다 모형 적합성
을 높이는 한편, 더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13)
따라서 이하에서는 PYRAMID2 변수가 포함된 모형을 중심으
로 설명한다. 이 변수에 대하여 BKT, MSY는 추정계수가 통계적
으로 유의한 음(-)의 부호를 가질 것으로 예측하고, 특히 BKT,
김진방은 내부지분율Inside 변수에 대해서도 같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러한 예측이 통계적으로 뒷받침되는지를 검
증한다. 한편, 재무구조와 관련해서는 재벌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의 자금조달에 너무 의존한 결과, 높은 원리금 부담이 경영악화요
인으로 지적되어 왔는데, 이는 여기의 회귀모형에서 부채/자산비
율Debt 의 추정계수가 음(-)의 부호를 갖게 됨을 의미한다.
2. 추정방법
이 연구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이전 재벌의 구조
적 특징이 경영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평가하는 데 목적
이 있는 만큼 분석기간은 1989년에서부터 1996년까지, 그리고 분
13) PYRAMID1을 피라미드 레버리지 변수로 사용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중 일부는
<별첨 1>을 참조. 동 변수를 회귀모형에 포함시키는 한, 동 변수가 그룹의 경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대리비용 가설은 분석기간을 달리 구성
해도 채택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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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대상은 공정위에서 매년 지정․고시하는 30대 재벌로 국한한
다. 그리고 분석에 필요한 변수는 대부분 한국신용평가정보(주)의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하여 추정하였으나 소유지배구조 관련 변수
는 공정위에서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하였다(<표 2> 참조).
한편, 1989～1996년 기간 중 1회라도 자산규모 기준으로 30대에
속했던 재벌 중에서 피라미드 소유지배구조와 거리가 있는 기아
와 포철, 그리고 일부 자료가 미흡한 극동정유, 범양상선 등 몇
개 그룹을 제외하면 총 35개 재벌이 남는다(<표 4> 참조).
여기에서는 먼저 이들 재벌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되, 분석기간
을 노태우 집권기(1989～1992년)와 김영삼 집권기(1993～1996년)
로 나누어 별도의 회귀분석을 병행한다. 왜냐하면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1993년 이후 재벌구조의 경영성과에 대한 함의가 이전의
시기와 다른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
운 연구대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설명을 바탕으로 제4절에서는 각 변수의 기간 평균치에
일반최소자승(OLS) 추정법을 적용해 재벌의 사업구조, 소유지배
구조, 재무구조가 그룹의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을 회귀분석한 결
과를 정리한다.14)

14) 기간 평균값 대신에 통합자료(Pooled Data)를 이용하여 추정할 수도 있다. 후자의
방법에 의해도 주요 변수에 대한 추정결과는 여기의 결과와 큰 차이가 없다. 졸
고(2000) 및 Hwang-Seo(2000) 참조. 다만 재벌의 다변화 활동, 재무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당해 연도의 경영성과뿐만 아니라 이후의 성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
을 감안하여 여기서는 기간 평균값을 가지고 회귀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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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실증분석대상 재벌의 범위 (1989～1996년)
구 분

그 룹 명

Sample A
1989～1996년
(35개)

고합, 극동건설, 금호, 뉴코아, 대림, 대우, 동국제강, 동부, 동아, 동양,
동원, 두산, 롯데, 미원, 벽산, 삼미, 삼성, 쌍용, 우성, 진로, 코오롱, 태
평양화학, 통일, 한라, 한보, 한솔, 한양, 한일, 한진, 한화, 해태, 현대,
효성, LG, SK

Sample B
1989～1992년
(32개)

고합, 극동건설, 금호, 대림, 대우, 동국제강, 동부, 동아, 동양, 동원, 두
산, 롯데, 미원, 벽산, 삼미, 삼성, 쌍용, 우성, 진로, 코오롱, 태평양화
학, 통일, 한라, 한양, 한일, 한진, 한화, 해태, 현대, 효성, LG, SK

Sample C
1993～1996년
(32개)

고합, 극동건설, 금호, 뉴코아, 대림, 대우, 동국제강, 동부, 동아, 동양,
두산, 롯데, 미원, 벽산, 삼미, 삼성, 쌍용, 우성, 진로, 코오롱, 한라, 한
보, 한솔, 한양, 한일, 한진, 한화, 해태, 현대, 효성, LG, SK

Ⅳ. 분석결과와 시사점
1. 장기 분석결과 : 1989～1996년
1989～1996년 기간 중에 재벌의 구조적 특징들은 경영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었는가? 회귀모형을 추정하기 전에 먼저 설명변
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면 <표 5>와 같다. 설명변수들간에 상관
계수가 매우 높을 경우 변수들과의 상관성으로 말미암아 회귀모
형이 마치 적절히 예측된 것처럼 R2값은 높고 모수Parameter 추정
치는 0으로 잘못 판단되는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를 야기
한다. 그러나 <표 5>의 상관분석표에서 보듯이 재벌의 상대적 규
모Sizere와 가중시장점유율(WMS)이 60%의 상관성을 보이는 외에
는 대부분의 변수들간 상관성이 낮으며, 따라서 여기의 회귀모형
은 다중공선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실은 모수 추
정치에 대한 허용도Tolerance 및 고유값Eigen Value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으나 회귀모형 추정시에는 SIZERE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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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S의 상관성을 충분히 감안할 것이다.
<표 5> 설명변수들간의 상관분석표1)(1989～1996년)
구분

WMS

WAD

DT

DRDT

SIZERE

DEBT

PYRAMID2

INSIDE

WMS

1.0000

-0.1126
(0.5193)

0.3296
(0.0531)

-0.0757
(0.6653)

0.6002
(0.0001)

-0.0902
(0.6064)

0.0348
(0.8424)

0.1016
(0.5614)

1.0000

0.3113
(0.0687)

0.2808
(0.1022)

-0.2144
(0.2160)

-0.1239
(0.4780)

-0.1781
(0.3059)

-0.1015
(0.5618)

1.0000

0.0544
(0.7560)

0.4180
(0.0125)

-0.2534
(0.1418)

-0.0958
(0.5839)

0.0332
(0.8498)

1.0000

-0.1920
(0.2690)

-0.1134
(0.5166)

0.0516
(0.7685)

-0.0220
(0.9002)

1.0000

-0.1632
(0.3486)

-0.0437
(0.8030)

0.0613
(0.7265)

1.0000

0.3989
(0.0176)

0.4078
(0.0150)

1.0000

-0.2565
(0.1368)

WAD
DT
DRDT
SIZERE
DEBT
PYRAMID2
INSIDE

1.0000

주 : 1. Pearson 상관계수, 괄호 안은 p-value.

설명변수 상관분석표에서 한 가지 특기할 사실은 총다변화지수
(DT)와 피라미드 지배승수(PYRAMID2), 그리고 내부지분율
(INSIDE) 사이의 관계이다. 이들 변수간의 상관계수는 높지 않을
뿐 아니라, 특히 DT와 PYRAMID2 음(-)의 부호를 보인다는 점이
다.15) 이는 앞서 설명한 대리비용가설이 예측했던 바와 다른, 주
목할 만한 사실이다.
Jensen(1986)은 자유현금흐름 가설Free Cash Flow Hypothesis을 통해
15) MSY의 피라미드 승수(PYRAMID1)도 총다변화지수(DT)와 약하지만 음(-)의 상관
관계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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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에 대한 감시기능이 취약한 기업지배구조 하에서는 기업가치
를 훼손하는 과잉 다변화가 체계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
고,16) BKT(1999)․김진방(2001) 등은 기업가가 소수의 지분을 가
지고 그룹 전체의 자산에 대해 절대적인 통제권을 행사하는 피라
미드 소유지배구조 하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사업의 범위를
확장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현금흐름에 대한 청구권과 통제
권이 이격되면 될수록 비효율적인 다변화 투자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고 함으로써 DT와 PYRAMID2, 그리고 DT와 INSIDE간
에 정(+)의 밀접한 관계가 존재할 것으로 예측한다. 따라서 문제의
변수들간 상관계수가 낮고 음(-)의 값을 갖는다는 <표 5>의 결과
는, 비록 간단한 상관분석에 의한 결과이지만 최소한 1989～1996
년의 35개 재벌에 대한 연구에서는 대리비용가설이 액면 그대로
적용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러한 추론은 이들 변수와
경영성과지표간의 또 다른 상관분석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 주요
설명변수들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측정된 경영성과지표간의 상관
관계를 정리한 <표 6>에서 보면, 피라미드 소유지배구조 변수와
경영성과는 서로 밀접한 반비례 관계가 있다고 보는 BKT-MSY
가설과 달리 양자간에는 대체로 정(+)의 낮은 상관계수가 계측되
고 있다.17)

16) 자유현금흐름이란, 현재가치가 자본의 기회비용을 상회하는 모든 투자 프로젝트
를 투자하고도 남는 돈을 뜻한다. 이러한 현금은 당연히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귀속되어야 하지만 불완전한 지배구조 때문에 주주-기업가간에 대리문제가 심각
한 경우라면 기업가는 이 현금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다른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기업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것이 자유
현금흐름 가설이다. 자세한 내용은 황인학(1999) 참조.
17) <표 6>에서 PYRAMID1을 추가한 까닭은 PYRAMID2 대신에 동 변수를 사용해도
분석결과에 차이가 없음을 보이기 위함이며, 이러한 사실은 <별첨 1>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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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주요 설명변수와 경영성과지표간의 상관분석표1)
(1989～1996년)
구 분

ROA

ROS

OITS2)

ROIC3)

DT

0.1368
(0.4331)

0.1293
(0.4590)

-0.0933
(0.5937)

0.0228
(0.8962)

DRDT

0.3606
(0.0333)

0.3746
(0.0266)

0.0233
(0.8942)

0.3401
(0.0456)

DEBT

-0.4967
(0.0024)

-0.4597
(0.0055)

-0.1782
(0.3055)

-0.0144
(0.9343)

SIZERE

0.2757
(0.1088)

0.2117
(0.2220)

-0.0187
(0.9150)

0.0193
(0.9122)

PYRAMID1

0.3215
(0.0596)

0.2932
(0.0873)

0.2330
(0.1779)

0.1945
(0.2629)

PYRAMID2

0.0798
(0.6485)

0.0265
(0.8795)

-0.0085
(0.9613)

0.1174
(0.5017)

INSIDE

-0.0770
(0.6599)

-0.0518
(0.7673)

0.0227
(0.8967)

0.0420
(0.8103)

주 : 1. Pearson 상관계수, 괄호 안은 p-value.
2. OITS : 매출액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
3. ROIC : 투하자본수익률=(당기순이익+금융비용)/(자본총계+장기부채)

그렇다면 단순 상관분석이 아닌, 다변량 회귀분석에서는 어떤
결론이 도출되는가? 본 연구의 회귀모형에서 종속변수의 역할을
하는 ROA, ROS, DROA는 경영성과의 서로 다른 측면을 반영한
다. 따라서 각각의 경우에 대해 그리고 설명변수들을 다양하게
조합하여 추정한 결과, 이 연구의 주요 관심대상인 소유지배구조
변수(PYRAMID2, INSIDE), 부채비율(DEBT), 사업구조변수(DT,
DRDT)는 어떤 성과지표를 이용하는지에 관계없이 추정결과는
같으나 모형 적합성은 ROA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여기에서는 논의를 간략히 하기 위해 ROA에 대한 회귀모형
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18)
18) DROA 및 ROS에 대한 회귀추정 결과의 일부는 <별첨 2>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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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재벌구조와 경영성과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1989～1996년)
(종속변수 : ROA)
구 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상수항

11.2112***
(3.336)

11.9639***
(3.755)

11.4023***
(3.343)

11.2372***
(3.411)

11.4023***
(3.343)

WMS

0.0043
(0.142)

0.0028
(0.088)

0.0252
(0.933)

WAD

-0.1220
(-0.260)

-0.0414
(-0.096)

-0.3095
(-0.680)

SIZERE

0.4549
(1.364)

0.2303
(0.702)

DEBT

-0.2021***
(-4.186)

-0.2173***
(-4.430)

DT

0.0252
(0.933)
-0.1217
(-0.265)

-0.3095
(-0.680)

0.4785
(1.686)
-0.2057***
(-4.202)

-0.2026***
(-4.288)

-0.2057***
(-4.202)

-0.5671
(-0.886)

-0.2435
(-0.403)

-0.5595
(-0.893)

-0.2435
(-0.403)

DRDT

0.0398**
(2.325)

0.0365**
(2.120)

0.0399**
(2.370)

0.0365**
(2.120)

PYRAMID2

0.1105**
(2.622)

0.1261***
(2.884)

0.1076**
(2.518)

0.1112**
(2.713)

0.1076**
(2.518)

INSIDE

0.0529*
(2.013)

0.0589**
(2.153)

0.0524*
(1.965)

0.0534**
(2.087)

0.0524*
(1.965)

Adjusted R 2

43.9

35.4

42.1

46.0

42.1

F-Value

4.33***

4.11***

4.54***

5.13***

4.54***

주 : 1. 괄호 안의 수치는 t-값을 표시.
2. ***, **, *는 각각 1%, 5%, 10% 하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음을 의미.

<표 7>은 ROA에 대한 회귀모형을 추정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
다. WMS와 SIZERE간의 관련성을 고려하고 설명변수의 가감이
추정계수의 통계적 의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사전에 알 수 없
기 때문에 <표 7>에서는 서로 다른 몇 가지 모형을 추정한 결과
를 담고 있다. 여기에서 보듯이 주요 변수에 대한 추정결과는 서
로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특징은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1989～1996년 기간 중 재벌들의 높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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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비율은 경영성과의 악화요인이었다. 동 기간 중 30대 재벌의
부채자본비율은 평균 400% 내외로 미국이나 일본기업에 비해 매
우 높았고 이 때문에 재벌기업의 자금조달구조에 대해 문제제기
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DEBT의 추정계수가 음(-)의 부호에 통계
적 유의성이 높다는 실증분석 결과는 지나치게 높은 부채비율이
그룹의 이윤율을 하락시킨 주요요인이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둘째, DRDT의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부호를
갖고 있음에서 보듯이 사업간 관련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경영성
과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벌과 같은 피라미드
소유지배구조 하에서는 지배주주인 기업가의 사업확장유인이 강
한데다 지배주주에 대한 견제기능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과잉
다변화를 추진한다는 대리비용가설, 그리고 이러한 가설에 입각
하여 각 재벌로 하여금 주력업종을 선정하도록 하고 업종전문화
를 유도하려 했던 정부정책은 실증적 기반이 비교적 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DT의 추정계수가 음(-)의 값을 갖기 때문에 재벌의
사업범위가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나지만
추정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은 없다.
셋째, 1989～1996년의 장기분석에서는 피라미드 지배승수가 높
을수록 경영성과는 악화된다는 BKT-MSY의 가설은 통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 모든 추정모형에서 PYRAMID2의 추정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추정
결과는, BKT-MSY의 가설을 단순히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
라미드 지배방식이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기업가정신을 발휘하고
경영효율을 개선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GK의 추론이 우
리나라 상황에 더 부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이 결과는 Hwang-Seo(2000)의 연구에서 보듯이 피라미드
지배승수와 경영성과간에 역U자형Inversed U-shape 관계가 존재할
가능성마저 배제하지 않는다. 여기의 회귀분석모형에서도 피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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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변수의 제곱항을 추가하여 다시 추정했을 때, 역시 역U자형
관계가 성립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양자가 역U자형 관계
에 있다는 사실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피라미드 승수의 증가가
경영효율개선에 기여하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 피라미드 승수가
증가하면 경영성과는 오히려 감소하게 되는데 피라미드 승수효과
의 반전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1989～1996년 동안의 35개 재벌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의 네
번째 특징은 내부지분율과 경영성과는 서로 양(+)의 관계에 있다
는 점이다. 경영진 지분Management Ownership과 기업가치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이 결과는 새로운 사실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소유가 분산된 기업에서 주주와
경영진의 대리문제는 경영진의 주식소유비율에 영향을 받고 경영
진 지분이 높을수록 주주와 경영진의 이해상충 가능성이 그만큼
줄기 때문에 경영성과도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Berle-Means
(1932) 이후 Jensen-Meckling(1976)을 거치면서 이론적으로 정립되
었고 실증연구에서도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부지분율은 경영진 지분과 본질적으로 다르며, 기업
집단의 내부지분율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비판적인 경향
을 보여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기의 추정결과는 의외의 사실이
라고 하겠다. 예를 들면, BKT나 김진방(2001)에서 보듯이 재벌과
같은 기업집단에서 지배주주는 소수의 지분을 가지고도 계열사간
출자를 통해 더욱 굳건한 경영참호Management Entrenchment 효과를
누리기 때문에 내부지분율은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
으로 보는 견해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견해를 기초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86년 이후 공정거
래법의 출자총액제한규제를 통해 재벌들이 계열사간 출자를 제도적
으로 억제함으로써 내부지분율이 늘어나는 것을 막아 왔었다. 19) 그
러나 여기의 분석결과는 내부지분율의 기능, 경영성과의 함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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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기존의 주장이 통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며 오히려 그 반
대의 경우가 사실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앞으로는 내부
지분율의 순기능을 포함하여 기업집단의 소유구조를 재평가하는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최소한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출자총액규제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정책논
리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2. 노태우 집권기 분석 : 1989～1992년
실증분석은 분석기간과 분석범위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특히
본 연구에서처럼 8년간의 장기 관찰치를 바탕으로 분석할 경우,
재벌구조의 경영성과에 대한 장기적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는 장
점도 있지만 이 기간에 구조적으로 전혀 다른 시기가 포함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1989～1996년의
기간을 노태우 집권기(1989～1992년)와 김영삼 집권기(1993～
1996년)로 구분하여 별도의 실증분석을 행했을 때 그 결과들이
앞에서 관찰된 사실들과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다르다면 그
까닭은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히 살펴본다.
<표 8>은 노태우 집권기에 속하는 1989～1992년 기간 중 32개
재벌에 대해 회귀분석한 결과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한편 대규
모기업집단 지정제도가 시행된 것은 1987년부터이며, 그 범위가
자산순위 30대로 국한된 것은 1993년 4월부터였다. 그 이전에는
자산규모(4000억원 이상)를 기준으로 대규모기업집단을 지정하였
기 때문에 좀더 많은 수의 재벌에 대해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19) 동 규제는 기업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된다는 판단 하에 1998년 2월에 폐지되었으
나 그 이후 30대 재벌의 내부지분율이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이유로 2004년에
재도입되었다. 이 과정에서 보듯이 공정위는 출자총액규제의 주요 목적을 내부지
분율과 총수지배력의 억제에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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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따라서 분석 대상 재벌의 범위를 좀더
확장시켜 동일한 회귀모형을 추정하면, 추정계수의 부호는 <표
8>과 다르지 않으면서 설명력(R2값)은 40%대에서 70%대로 크게
개선되고 추정계수의 통계적 유의성 또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
난다(<별첨 3> 참조).
<표 8> 재벌구조와 경영성과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1989～1992년)
(종속변수 : ROA)
구 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상수항

14.5317***
(3.956)

12.5093***
(3.666)

14.2640***
(3.849)

14.0741***
(3.935)

14.2640***
(3.849)

WMS

0.0219
(0.702)

0.0189
(0.547)

0.0419
(1.547)

WAD

0.0093
(0.020)

-0.2477
(-0.543)

-0.2253
(-0.519)

SIZERE

0.4402
(1.233)

0.0627
(0.179)

DEBT

-0.2459***
(-4.703)

-0.2268***
(-4.134)

DT

0.0419
(1.547)
0.0472
(0.102)

-0.2253
(-0.519)

0.5697*
(1.884)
-0.2447***
(-4.632)

-0.2421***
(-4.706)

-0.2447***
(-4.632)

-1.3449*
(-2.063)

-0.9790
(-1.669)

-1.3121*
(-2.040)

-0.9790
(-1.669)

DRDT

0.0294
(1.701)

0.0286
(1.643)

0.0298*
(1.743)

0.0286
(1.643)

PYRAMID2

0.2082***
(3.728)

0.2034***
(3.404)

0.1976***
(3.543)

0.2120***
(3.857)

0.1976***
(3.543)

INSIDE

0.0499
(1.498)

0.0423
(1.159)

0.0529
(1.576)

0.0533
(1.634)

0.0529
(1.576)

Adjusted R 2

44.8

32.3

43.6

46.0

43.6

F-Value

4.14***

3.47**

4.42***

4.77***

4.42***

주 : 1. 괄호 안의 수치는 t-값을 표시.
2. ***, **, *는 각각 1%, 5%, 10% 하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음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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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과 <별첨 3>의 추정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노태
우 집권 후반기에는 앞의 장기분석 결과와 달리 사업다변화가 이
윤율을 저하시키는 분명한 요인이었다고 하겠다. DT의 추정계수
는 음(-)의 부호를 가지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며, 이 결과는 이
수복․한성덕(1998)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즉 이들 학자는 여
기의 분석기간에 속하는 1992년 자료를 가지고 횡단면분석을 행
한 결과, 다변화가 이윤율을 감소시키는 요인임을 밝힌 바 있다.
이밖에 장기분석결과와 비교할 때, 피라미드 지배승수와 내부지
분율은 재벌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BKT-MSY의
대리비용가설은 부인된다는 점, 과다한 부채비율은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점은 여기에서도 동일하다.
1989～1992년의 분석에서 다변화의 경영성과에 대한 함의가
장기분석결과와 다른 까닭은 이 시기의 산업정책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업발전법의 산업합리화업
종제도를 통해 각종 업종에서 대기업의 진입을 제한하고 기존업
체의 투자를 제한해 오다 1989년 이후 이들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였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억제되었던 재벌들의 신규사업 진출이 이
기간에 집중되었음을 이해하면, 그리고 더 나아가 중복투자와 과
당경쟁을 이유로 정부가 언제든지 또 다시 진입규제를 할지 모른
다는 합리적 기대 하에 재벌들이 규제회피의 목적으로 선점투자
Preemptive Investment 했을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이 시기의 분석에서
DT의 추정계수가 음(-)의 부호를 갖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결과
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설명과 같이 이 시기의 공격적인 사업다변화 전략이 정
책방향의 전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면, <표 8>과 <별첨
3>에서 나타나는 과잉다변화는 지속적인 현상이 아닐 수도 있음
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규제완화 초기에는 기업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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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이유로 공격적인 다변화 전략을 추진할 수 있고, 또
그 당시에는 신규 진출한 사업부문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
에 다변화지수와 경영성과는 단기적으로 음(-)의 관계를 보이겠지
만 장기적으로는 신규투자사업에서 이익을 회수하거나 아니면 비
수익사업을 정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김영삼 집권
기에 대한 다음의 분석에서 DT의 추정계수가 다시 양(+)의 부호
로 바뀌고 있음에서도 확인된다.
3. 김영삼 집권기 분석 : 1993～1996년
1993년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해부터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직
전 연도인 1996년까지 공정위가 매년 지정한 30대 재벌을 대상
으로 회귀모형을 추정한 결과는 <표 9>에 정리하였다. 앞에서 언
급했듯이 이 시기에는 사업 다변화의 경영성과에 대한 함의가 통
계적 유의성은 낮지만 긍정으로 바뀌었으며, 과잉다변화 가설은
통계적으로 지지되지 않는다.
이 결과는 일반적으로 주장되어 왔던 것과 달리 외환위기 직전
시기에 재벌의 광범위한 사업범위 그 자체는 경영성과를 악화시
킨 요인이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내부지분율의 경영성과
에 대한 함의도 앞의 두 시기에 대한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BKT․김진방(2001)의 대리비용가설을 부인하며, 20) 과다한 부채
비율이 경영성과를 악화시킨 주요요인이라는 점도 동일하다. 그
러나 <표 9>에서는 피라미드 지배승수의 추정계수가 음(-)의 부
호에 통계적 유의성도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앞의 두 경우와 상
반된 결과라는 점에서 특별히 주목을 끈다.

20) 통합자료를 이용하여 회귀분석하면, INSIDE의 추정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
(+)의 부호를 갖는다. 상세한 내용은 졸고(20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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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재벌구조와 경영성과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1993～1996년)
(종속변수 : ROA)
구 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상수항

12.7545**
(2.740)

17.5922***
(4.608)

12.6108**
(2.742)

12.6099***
(2.822)

12.6108**
(2.742)

WMS

-0.0063
(-0.155)

-0.0054
(-0.128)

0.0076
(0.220)

WAD

-0.5332
(-0.692)

0.2203
(0.386)

-0.6992
(-0.966)

SIZERE

0.2876
(0.688)

0.3154
(0.803)

DEBT

-0.1735***
(-3.184)

-0.2150***
(-4.190)

DT

0.0076
(0.220)
-0.5376
(-0.713)

-0.6992
(-0.966)

0.2551
(0.719)
-0.1741***
(-3.231)

-0.1718***
(-3.282)

-0.1741***
(-3.231)

1.0081
(0.996)

1.2784
(1.386)

1.0046
(1.014)

1.2784
(1.386)

DRDT

0.0382*
(1.722)

0.0353
(1.639)

0.0382*
(1.758)

0.0353
(1.639)

PYRAMID2

-0.0849***
(-2.858)

-0.0849**
(-2.767)

-0.0840***
(-2.862)

-0.0851***
(-2.929)

-0.0840***
(-2.862)

INSIDE

0.0154
(0.537)

0.0291
(1.012)

0.0149
(0.525)

0.0148
(0.531)

0.0149
(0.525)

Adjusted R 2

62.2

59.1

63.0

63.7

63.0

F-Value

7.39***

8.49***

8.56***

8.80***

8.56***

주 : 1. 괄호 안의 수치는 t-값을 표시
2. ***, **, *는 각각 1%, 5%, 10% 하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음을 의미

피라미드 지배승수의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
을 가진다는 사실은 적어도 이 시기에서만큼은 BKT-MSY 가설
이 타당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배경과 의미에 대해 좀더 설명
이 필요할 것이다. 먼저 피라미드 지배승수의 경영성과에 대한
함의가 긍정(1989～1992년)에서 부정(1993～1996년)으로 반전反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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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까닭은 무엇인가? 첫 번째 이유는 피라미드 지배승수와 경영
성과간의 역U자형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역U자형 관계를 다시
설명하면, 일정 수준까지 피라미드 승수가 증가하면 이윤율이 개
선되지만 적정 통제범위를 넘어서 지배승수가 계속 증가하면 오
히려 이윤율이 하락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 관계를 이용하여
지배승수 효과의 반전현상을 설명하면, 1989～1992년 기간 중에
는 지배승수가 아직은 적정범위 내에 머물렀으나 그 이후에 그룹
의 자산규모가 계속 증가하면서 지배승수(PYRAMID2)가 적정범위
를 초과하지 않았는가 생각된다. 재벌의 지배승수가 1989～1992년
의 평균 18.1에서 1993～1996년에는 이보다 30% 이상 증가한 24.7
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도 이같은 설명을 뒷받침한다.
적정 범위를 넘어선 지배승수의 증가가 하나의 이유라면, 이
시기의 급격한 환경변화와 기업집단 내부통제구조의 적응적 진화
실패는 피라미드 지배효과의 반전을 이해하는 또 다른 설명이 될
수 있다. 김영삼 집권기에는 기업경영환경이 피라미드 지배의 최
적범위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다. 다시 말
하면, 1993년 김영삼 정부의 출범 이후 ‘세계화’, ‘국경 없는 무
한경쟁’이 계속적인 화두話頭였음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대내외
경영환경은 이전 시기에 비할 수 없이 급변했고, 21) 이러한 환경
변화는 결국 지배승수와 경영성과간의 역U자형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힘으로 작용하면서 피라미드 지배방식의 역기능적 측
면이 더욱 부각되지 않았는가 추측된다.
<그림 1>은 피라미드 지배승수의 경영성과에 대한 함의가 왜
21) 1993년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WTO체제의 출범(1995
년)과 OECD 가입(1996년)에 대비하여 상품시장과 서비스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
하는 정책을 펼침으로써 국내기업이 처한 경영환경은 크게 바뀌기 시작했다. 대
외적으로는 중국을 포함하여 구 공산권 국가들이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면서 우
리나라 기업들은 국내외 시장에서 전례없는 경쟁압력에 노출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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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위의 추론을 시각적으로 요약한 것이다.
<그림 1>은 피라미드 승수는 E1에서 E2로 증가한 반면 외부환경
의 변화로 피라미드 적정 지배범위가 축소되면서 역U자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 결과, 피라미드 승수의 경영성과에 대한 함의가
긍정(1989～1992년)에서 부정(1993～1996년)으로 반전되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외환위기 이전인 1993～1996년에 피라미드 지배
방식이 이윤율 악화요인으로 기능이 바뀌었다는 사실은 한편으로
재벌의 내부통제구조가 ‘열린 경쟁’의 급변하는 시대에 제대로
적응적 변화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그림 1> 피라미드 승수와 그룹 이윤율의 관계
그룹의
경영성과

1990년대초 이전
1990년대 중엽 이후

=>

=
0

E1

>

E2

피라미드 지배승수

사실, 우리나라 기업집단은 비관련 업종에 다변화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모든 권한이 지배주주와 그룹본부에 집중되어 있는
CM-형 조직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 경우 그룹본부와 계열사간
권한과 책임의 경계가 모호하여 내부자본시장의 이점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Hwang 2001). 사업의 범위가 넓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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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그리고 특히 기업간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일수록 비관련
다변화 사업구조와 권한집중형 내부통제구조의 부조화는 경영상
의 비효율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서 지배승수의 경영성
과에 대한 함의가 긍정에서 부정으로 반전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집단은 앞
으로 (비관련 다변화) 사업구조와 (권한집중형) 내부통제구조간의
부조화 문제를 시정하고 사업구조-내부통제구조-조직구조가 상호
조화되는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그룹구조조정을 지
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Ⅴ. 요약 및 결론
주지하다시피, 재벌은 지배주주와 그 가족의 잔여청구권이 낮
음에도 불구하고 그룹 전반을 배타적으로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대리문제代理問題를 야기하며, 타인자본을 이용하여 수많은 비관련
사업에 진출함으로써 밖으로는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고 안으로
는 부실요인을 누적시켜 온 것으로 흔히 비판되고 있다. 특히
1997년 말 외환금융위기의 발생을 전후하여 많은 재벌들이 연쇄
도산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재벌체제의 비효율성은 당연한 사실
인 양 인식되고 ‘선단식 경영․오너경영․다변화는 악惡, 독립경
영․전문인경영․전문화는 선善’이라는 이분법적 가치판단 하에
재벌개혁론 또는 재벌해체론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한편으로
재벌만큼 정책적 관심은 매우 높으면서 실증적 이해의 기반이 취
약한 분야도 없지 않은가 생각된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재벌에 대한 실증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
하며, 재벌구조의 경영성과에 대한 함의를 둘러싸고 그동안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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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던 쟁점들을 통계적으로 검증해 보았다. 1989년부터 외환위
기 직전인 1996년까지 공정위에서 지정․고시한 30대 재벌을 대
상으로 장기와 중기로 나누어 사업구조, 재무구조, 소유지배구조
가 그룹경영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이 논문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재벌의 과다한 부채비율은 일반적으로 주장되는 바와 같
이 지속적으로 경영성과를 악화시킨 주요요인이었다.
둘째, 사업구조와 관련, 1989～1996년의 장기분석에서 대리이
론에 기초하는 과잉 다변화 가설은 통계적으로 충분히 뒷받침되
지 않는다. 사업간 관련율이 높을수록 이윤율이 개선되지만 그렇
다고 비관련 다변화라고 해서 그룹의 경영성과에 반드시 부정적
인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는 없었다. 1989～1992년의 중기분석에
국한하면, 다변화의 경영성과에 대한 함의가 부정적으로 나타나
과잉다변화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지만 이는 산업합리화업종제도
의 정책방향이 바뀜에 따른 과도기적 현상이며, 1993～1996년의
분석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은 낮으나 다변화지수에 대한 추정계수
가 양(+)의 값으로 반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환위기 직후 문
어발식 다변화전략이 재벌부실의 주범처럼 주장되어 왔고 재벌의
피라미드 소유지배체제에 내포되어 있는 잠재적인 대리문제를 감
안하면, 이는 다소 의외의 결과로 비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결과는 다변화 전략의 실패가 그룹의 도산으로 이어
진 사례가 일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의 범위가 넓다는
사실 그 자체가 과잉다변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보
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분석결과가
정부정책, 그리고 경영전략에 대해 시사하는 바는 Khanna-Rivkin
(2001)의 다음 설명으로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Often advised by consultants from advanced economies,
whose experiences lead them to see unrelated diver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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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n unalloyed evil, many group owners are narrowing the
scope of their operations. Our findings suggest that theses
group owners may be acting under poor advice motivated by
experiences that do not apply well to emerging
economies.”(KR, 2001, p.69)
셋째, 기업집단의 소유구조와 관련, 내부지분율은 외환위기 이
전까지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지금까
지는 BKT(1999), 김진방(2001)에서 보듯이 재벌과 같은 기업집단
에서 지배주주는 소수의 지분을 가지고도 계열사간 출자를 통해
더욱 굳건한 경영참호Management Entrenchment 효과를 누리기 때문
에 내부지분율은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 견
해가 대부분이며, 또 이러한 견해를 기초로 우리나라에서는 출자
총액제한규제를 통해 재벌들이 계열사간 출자를 억제함으로써 내
부지분율이 늘어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아 왔었다.
그러나 여기의 통계분석결과는 대리이론에 토대를 두고 있는
기존의 주장과 전혀 다른 의외의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결과는 내부지분율의 기능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함을 시사하
는 한편, 출자총액규제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정책논리는 적어도
경영성과에 대한 함의와 관련해서는 설득력이 없다고 하겠다.
넷째, 피라미드 지배승수의 경영성과에 대한 함의와 관련, 1989
～1996년의 장기분석에서는 BKT(1999)-MSY(1998)의 가설이 부
인되었다. 즉 피라미드 소유지배방식에 의존하고 있는 재벌체제
에서는 이론적으로 지배주주의 가족가치Family Value 대 투자자 가
치Investor Value간에 이해상충여지가 높지만 여기의 장기분석에서
‘지배주주의 피라미드 레버리지가 증가하면 경영성과는 악화된다’
는 가설은 부인되며, 지배승수와 경영성과는 오히려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김영
삼 집권기(1993～1996년)에 대한 분석에서는 지배승수가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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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지배승수의 경영성과에 대한 함의는 이전의 긍정에서 부정
으로 뚜렷이 반전되고 있는데 이는 두 변수가 역U자형 관계를
맺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배승수와 경영성과가 역U자형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적정 범위 내에서는 기업집단의
피라미드 지배방식이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기업가정신을 발휘하
는 데 유리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피라미드 지배방식의
유용성을 처음부터 부정하는 BKT-MSY 가설과는 차이가 있다.
한편, 피라미드 지배방식이 항상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친 것은 아니며, 1989～1992년에 대한 분석에서는 이윤율 향상에
기여했다고 하지만 이후의 시기에 대한 분석에서 이윤율 감소요
인으로 반전되었다는 사실은 기존의 재벌구조가 이미 1990년대
중엽에 전환기적 상황에 처해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우리
나라 기업집단의 구조조정 방향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설명한 바
있다.
끝으로 후속 연구에 의해 보완되었으면 하는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이 연구의 목적상 재벌의 범위를 굳이 공정위가 지
정하는 30대 재벌로 제한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통계적 접근이
가능한 한 좀더 많은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연구의 범위를 확장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분석기간도 여기에서는 외환위기 이전의
시기에 국한하고 있으나 경제위기 이후의 시기에도 여기서와 같
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방법론적으로는, 여기에서는 회귀모형의 독립변수로 재무
적 성과지표를 이용하고 있으나 생산성 지표나 Tobin Q와 같은
지표를 사용하여 추정하는 방법도 유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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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PYRAMID1에 기초한 회귀분석
<종속변수 : ROA, 분석대상 : 1989～1996년의 35개 기업집단>
구 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상수항

7.7527**
(2.226)

9.5216**
(2.518)

7.4402**
(2.127)

9.5427**
(2.563)

9.5271**
(2.557)

WMS

0.0111
(0.341)

0.0143
(0.397)

0.0145
(0.444)

WAD

-0.4752
(-0.984)

-0.2173
(-0.415)

-0.5147
(-1.061)

-0.2231
(-0.433)

SIZERE

0.3253
(0.904)

0.1698
(0.433)

0.3538
(0.979)

0.2446
(0.722)

DEBT

-0.1276***
(-3.103)

-0.1414***
(-3.133)

-0.1075***
(-2.852)

-0.1415***
(-3.183)

-0.1432***
(-3.233)

DT

-0.4557
(-0.669)

-0.4424
(-0.587)

-0.3329
(-0.491)

-0.4135
(-0.560)

-0.3285
(-0.472)

DRDT

0.0476**
(2.654)

PYRAMID1

0.0094
(1.672)

0.0104
(1.669)

0.0106*
(1.728)

0.0108*
(1.770)

INSIDE

0.0294
(1.179)

0.0346
(1.259)

0.0356
(1.321)

0.0353
(1.304)

Adjusted R 2

36.0

21.7

35.1

24.0

23.9

F-Value

3.39***

2.34*

3.62***

2.79**

2.78**

0.0218
(0.701)
-0.2935
(-0.604)

0.0492**
(2.736)
0.0070
(1.331)

주 : 1. 괄호 안의 수치는 t-값을 표시
2. ***, **, *는 각각 1%, 5%, 10% 하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음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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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대체 성과지표에 대한 회귀분석
<종속변수 : ROS 및 DROA, 분석대상 : 1989～1996년의 35개 기업집단>
구 분

DROA

ROS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1

모형 2

모형 3

상수항

8.1590**
(2.501)

8.2366**
(2.568)

8.2759**
(2.552)

15.6609**
(2.547)

15.7395**
(2.610)

15.8551**
(2.601)

WMS

0.0130
(0.439)

0.0258
(1.005)

0.0132
(0.236)

WAD

-0.0297
(-0.065)

-0.0288
(-0.064)

-0.1443
(-0.333)

-0.5318
(-0.620)

-0.5309
(-0.630)

SIZERE

0.2781
(0.859)

0.3489
(1.262)

0.4623
(0.758)

0.5339
(1.027)

DEBT

-0.1775***
(-3.789)

-0.1791***
(-3.892)

-0.1797***
(-3.861)

-0.2906***
(-3.290)

-0.2922***
(-3.377)

-0.2943***
(-3.364)

DT

-0.3332
(-0.536)

-0.3105
(-0.509)

-0.1353
(-0.236)

-0.5423
(-0.463)

-0.5193
(-0.453)

-0.2134
(-0.198)

DRDT

0.0400**
(2.406)

0.0401**
(2.448)

0.0380**
(2.319)

0.0719**
(2.293)

0.0720**
(2.337)

0.0686**
(2.226)

PYRAMID2

0.1026**
(2.510)

0.1050**
(2.629)

0.1009**
(2.483)

0.1345*
(1.745)

0.1369*
(1.823)

0.1316*
(1.724)

INSIDE

0.0543**
(2.129)

0.0557**
(2.237)

0.0540**
(2.128)

0.0746
(1.551)

0.0760
(1.624)

0.0741
(1.554)

Adjusted R 2

39.4

41.3

40.0

31.5

33.9

32.6

F -Value

3.77***

4.41***

4.24***

2.95**

3.49***

3.35**

0.0344
(0.713)
-0.7223
(-0.888)

주 : 1. 괄호 안의 수치는 t-값을 표시
2. ***, **, *는 각각 1%, 5%, 10% 하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음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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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분석범위를 확장한 회귀분석
<종속변수 : ROA, 분석대상 : 1991～1992년의 44개 기업집단>
구 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상수항

13.7736***
(7.023)

13.8789***
(8.286)

12.8336***
(7.507)

13.7515***
(7.093)

13.6799***
(7.045)

WMS

0.0115
(0.446)

0.0217
(1.045)

WAD

-0.0903
(-0.273)

-0.1451
(-0.470)

SIZERE

0.1126
(0.680)

DEBT

-0.1865***
(-9.125)

-0.1878***
(-10.271)

DT

-1.0547**
(-2.346)

-0.9369**
(-2.361)

DRDT

0.0031
(0.337)

PYRAMID2

0.0574***
(3.447)

0.0557***
(3.472)

INSIDE

0.0372**
(2.407)

Adjusted R 2
F-Value

0.0216
(1.028)
-0.3926
(-1.258)

-0.0855
(-0.261)

-0.1539
(-0.488)

-0.0294
(-0.257)

0.1549
(1.155)

-0.1881***
(-9.666)

-0.1862***
(-9.218)

-0.1860***
(-9.177)

-1.0430**
(-2.350)

-0.9263**
(-2.287)

0.0036
(0.400)

0.0019
(0.211)

0.0568***
(3.316)

0.0581***
(3.552)

0.0555***
(3.407)

0.0374**
(2.469)

0.0384**
(2.405)

0.0378**
(2.482)

0.0374**
(2.441)

72.4

73.5

70.4

73.0

72.8

15.13***

20.93***

21.47***

17.65***

17.48***

주 : 1. 괄호 안의 수치는 t-값을 표시
2. ***, **, *는 각각 1%, 5%, 10% 하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음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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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이 논문은 우리나라 대규모 기업집단의 사업구조, 재무구조, 피
라미드 소유지배구조의 대리변수들이 그룹 차원의 경영성과에 미
친 영향을 실증분석하고 있다.
대규모 기업집단은 우리나라 경제의 압축성장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으나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30대 기업집단 중 약 절
반이 부실화되면서 재벌구조의 비효율성이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개혁의 주된 대상으로 몰리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재벌에 대
한 비판과 이에 기초한 신설규제들은 체계적인 통계분석이 선행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었으며, 본 논문의 분석결과는 재벌구
조와 경영성과의 관계에 대한 ‘구태의연한 상식’은 오히려 사실
과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면, 문어발식 사업다각화가 그룹 차원의 경영성과에 비
효율을 초래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가설은 통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며,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적어도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최근에
논란을 빚고 있는 의결권 승수와 관련해서는 이의 대리지표인 피
라미드 지배승수를 이용하여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
과, 1989～1996년의 장기분석에서 “지배주주의 피라미드 레버리
지가 증가하면 경영성과는 악화된다”는 가설은 부인되며, 지배승
수와 경영성과는 오히려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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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mpirical Study on Pyramid Control Structure
and Performance of the Korean Business Groups
Inhak Hwang
This paper aims at empirically examining the effect of various
features of chaebol structure on the group level performance. For
more than four decades, chaebols, largely diversified business
groups in Korea, have contributed to the rapid growth of domestic
economy. But they have faced the difficulty from the mid-1990s,
and the half of the top 30 chaebols went into bankruptcy or debt
restructuring program around the time of financial crisis in the
late 1997. What then went wrong with the chaebols? Which of
their structure and/or strategies made them fragile at the shock of
financial crisis? Among various features of the chaebols, we focus
on the pyramid ownership and control structure, business scope,
and debt structure to investigate how they affected the group level
performance during the period 1989-1996.
In our regression model, ROA, ROS, and other profit measures
are employed alternatively, and independent variables include the
debt-asset ratio(DEBT), the Entropy diversification index(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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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ramid control leverage(PYRAMID), and in-group shareholding
(INSIDE) with some control variables. When we estimate the
above model, we find four interesting points about the chaebol
structure and performance. First, the estimated coefficient of
DEBT has a negative sign with strong statistical significance.
Thus we may say that the high debt ratios in the chaebols have
been the main driving force to reduce the profit rate of each
group on the average.
Second, the diversification variables have negative signs but
they are not statistically insignificant. While it is true that a
typical chaebols are largely diversified into 20 industries, the
over-diversification hypothesis is not well accepted in our sample.
This result may indicate that the chaebols' extensive business
scope does not prove that they have pursued an excessive
diversification. However one caution should be taken because
Hwang(1999), using the sample of nine bankrupt chaebols, show
that the diversification level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profit
rate during the period 1985-1996.
Third, the variable INSIDE has a positive coefficient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This finding here is quite interesting
because more than 90% of the in-group shareholding consists of
cross-equity investment among affiliates, and previous literature
predicts the negative effect of cross ownership on performance.
For example, Bebchuck-Kraakman-Triantis(1999) and Kim(2001)
explain that cross ownership, other things being equal, strengthens
the management entrenchment for the minority controlling
shareholder and thus leads to performance worsening. Along with
this context, the regulatory authority in Korea has maintaine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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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tile approach to the in-group shareholding. Bur the finding
here indicate that the in-group shareholding has a beneficial effect
on chaebols' performance at least before the economic crisis in
Korea.
Finally, it is most surprising that the pyramid control structure
in chaebols positively affected the group level of performance
during the period 1989-1996. The estimated coefficient of
PYRAMID variable has a positive sign and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us we may say that the minority controlling
structure in the chaebols has not been always the factor to lower
the profit rate. This result is quite contrasting with the predictions
based on the agency theory. For example, BKT(1999) and
Morck-Strangeland-Yeung(1998) claim that in business groups like
Korean chaebols, the pyramid control structure facilitates
entrepreneurs to effectively control assets of all the affiliates with
their own small investment, and thus worsen the management
entrenchment and agency problems. While they may predict some
negative relation between pyramid multiplier and profit rate,
however, our finding here suggest that their hypotheses can not
be supported in the Korean experiences. We also find that there
exists the reversed U-shape relation between pyramid leverage and
profit.

248

제도연구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