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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 규제와 경제성장
이 병 기*1)2)
본 연구는 제도의 하나인 기업규제 및 경제자유와 경제성과 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하
는 것이다. 해리티지 경제자유지수와 세계은행의 기업규제지수의 특성을 소득수준별․
지역별로 나누어 검토하고 기업환경 개선이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가를 실
증분석하였다. 기업규제지수를 추가하여 추정한 결과 기업규제지수는 경제성장을 억제
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경제자유지수는 경제성
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실증분석 결과 나타났다. 이것은 경제성장을 증진시키기 위해
서는 경제자유를 증진시키고, 더욱 적극적으로 기업에 가해지는 경제규제를 폐지함으로
써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정부의 기업규제 개선과 경제자유 확대는 모두 경제성
장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중요한 정책적인 함축성이 있으며, 경제성장정책을 설계할 때 기업규
제의 개혁 내지 경제자유의 확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세
계은행의 기업규제 지표나 해리티지의 경제자유지수를 이용하여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
하기 위한 특정한 개혁정책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경제성장 문헌에서 사용
된 제도의 측정치는 문제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교정할 것인가
를 제도개혁의 방향을 알려주는 좋은 지표이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분석결과는 경제성
장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기업규제를 기업친화적인 방식으로
개혁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핵심용어: 기업규제, 경제자유, 경제성장
* 한국경제연구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전경련회관 12층(e-mail: lbg@keri.org)
** 본 논문은 필자가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과제의 일부를 발췌하여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한 것
이다. 필자는 많은 조언을 해 준 Djankov 박사와 원내세미나에 참석하여 유익한 논평을 주신 산업연구
원 김종호 박사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아울러 원내의 이주선 선임연구위원, 이인권 선임연구위원, 송원
근 연구위원, 정현용 초빙연구위원, 변양규 연구위원의 유익한 코멘트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연구 작
업을 도와준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석사과정의 김지선 씨와 육태미 씨에게 감사드린다. 또한 본 논문에
대해 매우 유익한 논평을 주신 논평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아 있을지도 모르는 오류는 전적으
로 필자의 책임임을 밝힌다.
접수일: 11/6, 게재확정일: 12/1

I. 서 론

한 나라의 법, 금융, 규제, 제도의 특징을 포괄하는 기업환경은 기업의 성과, 더 나아
가 경제성과에 영향을 준다. 기업활동을 하는 데 따르는 장애요인들은 국가별로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각국의 기업환경은 한 나라의 성과지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더 좋은
기업환경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더 나은 경제성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지금까지 나온 연
구결과가 보여주고 있다. 제도변화나 규제개혁이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면,
일국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둘러싼 환경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고 할 수 있다. 1)
왜 국가 간 성장률의 차이가 발생하는가 그리고 왜 어떤 국가는 성장을 지속하지만
다른 국가는 낮은 수준의 소득에 머무르는가를 분석하는 다수의 성장이론이 발전되어
왔다. 더 우수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제도개선을 통해 경
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Barro(1996), Barro and Sala-i-Martin(1995),
Hall and Jones(1999), and Acemoglu et al.(2001)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특히 Gwartney
et al. (2004) 등은 경제자유가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최근에는 경제규제가 경제성장에 어
떤 영향을 주는가를 추정하는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Loayza et al.(2005), Djankov et
al.(2006), Dawson(2006)은 일관성 있게 규제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론
1) “우리는 제도를 볼 수도 느낄 수도 만질 수도 심지어 측정할 수도 없다. 즉 제도는 인간정신의 구축물이
다. 그러나 신고전파 경제학을 가장 신봉하는 학자들조차 제도의 존재를 인정하고 일반적으로 제도를
(암묵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신고전파 모델 내에 파라미터로 설정한다. 제도는 중요한가? (중략) 나는
사회에서 모든 제도가 갖는 한층 더 근본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즉 제도는 경제의 장기적
인 성과를 근본적으로 결정짓는 요인이다.” North(1990), 12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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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얻고 있다.
특히 Djankov et al. (2006)은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기업규제지수를 이용하여 기업규제
의 강화가 경제성장률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연구결과는 경
제성장을 빠르게 하려면 기업규제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글로
벌 경제하에서 국내기업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기업친화적(business-friendly)
인 환경으로 전환하는 일은 기업과 관련된 규제개선으로 달성이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기업활동을 둘러싼 제도적 환경과 그 경제적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
는 거의 없었던 실정이다.2) 세계은행은 2004년부터 각 국가별 기업규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기업들이 직면하는 규제들을 분석한 기업환경지수(Doing Business Indicator: DBI)
를 개발하여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3) 이 지표는 기업이 최적의 투자처를 찾는 데 유용한
지표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지표를 이용하여 세계 각국의 기업규제 환경을 평가
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제도의 하나인 기업규제 및 경제자유와 경제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
써 규제가 성장에 미치는 효과와 경제적 자유가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 틀과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첫째로 기업을 둘러싼 주요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자유지수와 기업규제지수의 특성을 소득수준별·지역별로 나누어 검토하고 이들 간
의 관계를 간단히 분석한다. 둘째로 기업환경 개선, 특히 경제규제의 확대 및 경제자유
의 확대가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가를 실증분석하는 것이다. 이 분석에서는
세계은행의 기업규제지수 및 해리티지재단의 경제자유지수가 경제성장률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가를 실증분석하였다. 셋째로 연구결과를 간단히 요약하고 경제성과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2) 차문중(2005), 김종호 외(2007)는 기업규제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최근 연구이다.
3) 세계은행의 2008년 기업환경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78개국 중 기업환경이 30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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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경제자유와 규제
1. 경제자유와 규제
경제자유와 경제규제는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다. 최근에 이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기
초로 한 다양한 지수의 개발을 통해 이들이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이 가능해지고 있다. 이를 통해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취해야 하는가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대안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경제자유
(economic freedom)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개념정의가 이루어져 있다. 해리티지재단(The
Heritage Foundation)의 경제자유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분배, 소비의 모든 자유와 권리

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4) 최고의 경제자유는 절대적인 재산소유권을 갖는 것이다. 완전
4) 세계의 여러 연구기관에서는 세계은행의 기업환경지수와 그 성격상 매우 유사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발
표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에는 해리티지재단의 경제자유지수와 프레이저연구소의 세계경제자유지수가
포함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들의 몇 가지 특징을 간단히 언급해 두고자 한다.
첫째로 해리티지재단이 매년 발표하는 경제자유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가 있다. 이것은 10
개 분야의 지수를 수량화하여 측정하여 총량 경제자유지수를 산출하여 매년 발표하고 있는 대표적인 경
제자유지수이다. 미국의 해리티지재단과 월스트리트 저널이 공동으로 경제자유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경제자유지수의 내용은 162개국(2008년 보고서의 경우 이 중 4개국은 순위가 매겨지지 않았다)을 대상
으로 50개 변수를 10개의 분야로 분류하고 있다. 10개 분야는 기업자유, 무역자유, 재정자유, 정부규모,
통화자유, 투자자유, 금융자유, 자산권, 부패로부터의 자유, 노동자유 등이다. 경제자유지수를 구하는 데
있어서 가중치는 같다고 가정하고 있으며, 0~100점으로 점수가 매겨져 있고 100점은 최대의 자유를 누
리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해리티지재단의 경제자유지수는 수치가 높을수록 경제적 자유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프레이저연구소의 세계경제자유지수(The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Index: EFW)이다.
이 지표는 실측치를 바탕으로 매년 발표되어 오고 있는 경제자유지수이다. 세계경제자유지수는 5개 분
야 21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각 분야의 항목은 10점 만점으로 수치화하여 가중치 없이 계산하여 구한다.
첫째, 정부규모 분야는 총소비 중 일반정부의 소비지출 비중, GDP 대비 정부의 이전·보조금 비중, 공기
업과 공공투자, 최고 한계세율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둘째, 법적 구조와 재산권 보호 분야는 사법부
의 독립성, 공정한 재판, 재산권 보호, 법의 지배에 대한 군의 개입 및 정치과정, 법적 시스템의 완비,
계약의 법적 집행, 실물자산 판매에 대한 제한 등 7개 항목이다. 셋째, 통화건전성 분야는 통화증가율,
인플레이션의 변동성, 인플레이션, 외환계좌 보유의 자유 등 4개 항목이다. 넷째, 국제무역 자유 분야는
수출입 대비 관세수입 비중, 평균관세율, 관세율의 변동성, 규제적인 무역장벽, 무역부문의 크기, 암시장
환율, 국제자본시장 통제 등 5개 항목이다. 다섯째, 시장규제 분야는 금융시장 규제, 노동시장 규제, 기
업규제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끝으로 세계은행의 기업환경(Doing Business)보고서는 기업활동의 각 단계별로 나타날 수 있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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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실현된 노동, 자본 및 재화 이동의 자유, 자유 그 자체를 보호·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를 뛰어넘는 경제자유의 제약 또는 탄압의 절대적인 부재상태를 의미한다. 다시 말
해서 경제자유는 개인이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고 생산하고 투자하는 것에서 자
유롭고 그러한 자유가 국가에 의해 보호되고 국가에 의해 제약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5)
반면에 경제규제는 바람직한 경제 질서의 구현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생
산·유통·가격 등 기업의 본원적 경제활동 등을 제약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규제는 그 대
상영역을 기준으로 하여, 기업 및 개인의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경제규제와 사회적 활동
을 규제하는 사회적 규제로 나눌 수 있다. 경제규제는 진입규제, 가격규제, 품질·생산량·
공급 등에 대한 규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특히 세계은행의 기업규제지수는 정부규제
와 그것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지수는 창업, 허가취득,
인력고용, 재산등록, 자금조달, 투자자보호, 납세, 국제무역, 계약이행, 폐업 등 10개 부
문의 기업규제를 측정하고 있다. 이 지수의 특징은 등록하는 절차 수, 고용경직성지수
등과 같은 실질적인 규제를 측정하고 있으며, 기업등록 및 계약집행에 걸리는 시간 및
비용 등과 같은 규제의 결과를 측정하고 있다는 점이다.6)
경제자유와 경제규제에 대한 조작적인 정의를 내릴 수 있다면 이를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 가능해진다. 경제자유지수는 경제자유를 정의하는 하나의 수단이기도 하며, 경제
자유지수 측정을 통해서 경제자유에 대한 더 폭넓은 논의를 제공할 수 있다. 즉 어느
활동의 제약요인들을 절차, 시간, 비용 등과 같은 항목들을 각국의 구체적인 법적·제도적인 근거하에 일
관성 있는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기업환경을 추정하고 있고 또 각국이 기업관련 제도들을 변경하였을 경
우의 기업환경 개선정도를 추정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
렇기 때문에 각국은 제도를 변경하였을 경우 당해 국가의 기업환경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보고서는 창업, 허가취득, 인력고용, 재산등록, 자금조달, 투자자 보호, 납
세, 국제무역, 계약이행, 폐업 등 10개 부문에 대한 기업관련 규제들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들을 제공하
고 있다. 세계은행 기업환경 보고서의 특징은 다른 보고서들에 비해 기업활동의 단계별로 적용되는 법
이나 규제수준이 비교 가능한 지수나 변수들로 측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하나의 예로 2007년 178개국을
대상으로 10개 평가부문과 39개 세부평가항목에 걸친 분석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평가부분의 수는 2003
년에는 5개 부문(사업시작, 인력의 고용과 해고, 계약이행, 자금조달, 사업종료), 2004년에는 7개 부문(자
산등록, 투자자 보호)에서 2005년과 2006년에는 10개 부문(허가취득, 납세, 국제무역)으로 점차 확장되
어 왔다.
5) 해리티지재단의 경제자유에 대해서는 Beach and Kane(2008) 참조.
6) The World Bank(2004, 2005, 2006, 200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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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경제자유가 어떤 수준이냐를 다른 국가와 비교하고 경제자유를 증진시키기 위
해 어떤 분야의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수 있다. 또 번영하는 국가들의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지 분석할 수 있게 된다. 해리티지 경제자유지수는 경제자유에 대
한 조작적 정의를 바탕으로 세계 주요국의 경제자유지수의 수준 및 원천을 분석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해 주고 있다. 경제자유지수는 한 국가의 경제자유가 주요한 구성분야
별로 어느 정도 달성되어 있는가를 점수로 계측하여 평가한 지표이다. 따라서 국가 간
비교와 항목별 비교가 가능하며 또 시계열적인 변화도 추적해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논의하는 바와 같이 경제적인 자유의 증진이 경제적인 성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
한 실증적인 함의를 제공해 줄 수도 있다.7)
7) 경제적 자유는 법원천(legal origin)과 마찬가지로 역사적 산물이기는 하지만, 불변·고정의 요소는 아니라
는 점에서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의 논평자 한 분은 경제적
자유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한 분석의 필요성을 언급해 주셨다. 필자는 논평자의 귀중한 논평에
깊이 감사드리며 향후 논의의 지평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논평자의 논평의 일부를 그대로 옮긴다. “이
연구의 전제는 경제적 자유와 규제가 경제성장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규
제가 약한 사회일수록 경제성장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 실증적인 증거로 제시되고 있다. 이런 결론의
더욱 근본적인 전제는 경제적인 자유라는 것을 어떤 사회가 하나의 독립변수로서 채택할 수 있고 또한
경제적 자유 속에서의 질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경제적인 자유가 성장의 열쇠일 수 있는데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사회는 역사적으로 미리 정해져
있다면 중요한 것을 경제적 자유가 아니라 그런 자유를 달성할 수 있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 하는 문제
가 될 것이다. 그런데 연구자도 인용하고 있는 North나 Hayek, Grief, Weingast 등의 경제사에 관한 연구
들을 읽어 보면 경제적 자유라는 것은 독립변수성이 매우 약한 역사적인 결과물이고 이것은 그 기원이
다시 각 사회의 경제적, 종교적, 상업적 전통 등에 기원하고 있다. Weber, Tocqueville, Toynbee 등 모두
마찬가지의 입장이다.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적 자유와 규제, 그리고 경제의 성장까지 모두
가 동일한 역사의 결과물일 뿐이다. 그래서 사실 경제의 성장을 결정하는 것은 이 변수들 간의 횡적인
상관관계가 아니라 이런 현상들이 동시에 발생하게 만드는 종적이고 역사적인 변수들의 복잡계적인 결
과가 경제의 발전이다. 복잡계 연구자들의 입장 역시 유사하다. 이런 변수들이 서로 공명하면서 공진화
하고 있다는 것이 복잡계 연구자들의 핵심주장이다. North의 주장처럼 사회변화의 경로가 고착되는 것
도 마찬가지의 이유로 발생한다. 경제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사회, 정부의 규제가 강화될 수밖에 없는 사
회, 경제적 기회가 애당초 사장될 수밖에 없고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는 사회가 경제적인 자유를 달성하
고 정부의 규제는 완화될 수 있는 사회로 갈 가능성은 Hayek, North에 따르면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서
부터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가능하며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경제적 자유는 경제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서 하나의 필요조건에 불과하다. 절대 충분조건이 아니다. 경제적 자유가 얼
마든지 죄수의 딜레마와 같은 빈곤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도 규제의 자유화가 카드사
의 부실을 부른 바 있고 미국에서도 그린스펀이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대한 감독의 실패를 인정하였다.
자유가 질서와 성장을 의미할 것인지 아니면 혼란과 기회주의를 가져올 것인지는 역사, 문화, 비공식 제
도 등에 의하여 달라진다. 경제적 자유만으로는 이 연구가 제시하는 결과를 달성할 수 없다. 사하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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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규제도 경제자유와 마찬가지로 이를 수치로 표현할 수 있다. 규제지수는 경제적
인 규제를 정의하는 하나의 수단이기도 하며 이 같은 지수를 통하여 경제규제의 문제점
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어떤 분야의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세계은행의 기업규제지수는 규제의 원
천과 규제 개선의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지표라 할 수 있다.

2. 경제자유지수와 기업규제지수
(1) 경제자유와 기업규제지수의 관계
세계의 여러 연구기관에서는 세계은행의 기업규제지수와 그 성격상 매우 유사한 여
러 가지 지표들을 발표하고 있다. 해리티지재단이 매년 발표하는 경제자유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는 10개 분야의 지수를 수량화하여 측정하여 총량 경제자유지수를 산

출하여 매년 발표하고 있는 대표적인 경제자유지수이다.8) 미국의 해리티지재단과 월스
트리트 저널이 공동으로 경제자유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표 1>은 세계은행 기업규제지수와 해리티지 재단의 경제자유지수와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상관계수가 곧바로 두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두 변
수 간에 존재하는 선형관계의 방향과 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척도인 것만은 분
명하다. 해리티지재단의 경제자유지수는 수치가 클수록 경제자유가 높은 것을 나타낸
다. 세계은행 기업규제지수는 수치가 작을수록 규제가 작은 것을 나타내며, 이 값이 크
면 클수록 더 많은 규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변수 모두의 통계를 이용할
수 있는 2007년도의 자료를 사용하여 1인당 GDP와 부문별 기업규제지수 간에 존재하
는 상관분석 결과에 따르면,9) 세계은행 기업규제지수와 경제자유지수 간에는 1% 유의
남의 아프리카국가나 동남아 또는 남아메리카 국가에서 자유는 결코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질서와 협력
을 의미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가난한 것은 단지 자유가 적기 때문이 아니라 자유를 줄 수 없게 만드
는 그들의 역사적 경험에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든 저런 상황이든 이들은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는 것이 North나 Hayek 그리고 복잡계나 경제사 연구자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8) 해리티지재단이 발표하는 경제자유지수의 구체적인 산출방법에 대해서는 Beach and Kane(2008)을 참조.
경제자유지수를 구하는 데 있어서 가중치는 같다고 가정하고 있으며, 0~100점으로 점수가 매겨져 있고
100점은 최대의 자유를 누리는 경우를 의미한다.
9) 해리티지재단의 경제자유지수는 157개 국가, 세계은행 기업규제지수는 178개 국가의 자료가 이용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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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0.8 정도의 높은 상관관계
를 나타냈다. 이것은 경제자유와 경제규제 간에 음의 관계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 1> 세계은행 기업규제지수와 경제자유지수 간의 상관관계(2007년)
구 분

해리티지재단 경제자유지수

해리티지재단 경제자유지수

1.0

세계은행 기업규제지수

-0.8  

세계은행 기업규제지수

1.0

주: *는 10%, **는 5%, ***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2) 지역별․소득수준별 경제자유지수와 기업규제지수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기업규제지수와 함께 해리티지 경제자유지수를 소득수준과 세계
지역별로 구분하여 2003~2007년간의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것이 <표 2>와 <표 3>이다.10)
기업규제지수와 함께 해리티지재단의 경제자유지수를 5개의 세분화된 지역그룹별로
나누어 각 지수의 변화 추이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북미․유럽지역의 경제자유가 신장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Sub-Saharan African
region)의 경제규제는 높고 경제자유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해리티지재단의 경제

자유지수가 모두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북미·유럽지역은 5개
지역 중 가장 높은 경제자유지수를 나타냈으며, 가장 낮은 기업규제지수를 보여주었다.
아태지역의 경제규제는 점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자유지수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으며, 동시에 존재하는 기업에 대해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10) 세계 각국을 몇 개의 지역(Geographic region)으로 구분하고 소득수준별로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World Bank의 WDI 홈페이지에서 구하였다. Geographic region은 7개의 구분법에 따라 구분하였으나
실증분석에서 다시 5개의 큰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소득그룹(classification by income)은 2007년도
GNI per capita를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World Bank의 Atlas방법으로 구한 것이다. 저소득국가는 1인
당 GNI가 935달러 또는 그 이하인 나라, 중하위소득국가는 936~3,705달러인 국가, 중상위소득국가는
3,706~11,455달러인 국가, 고소득국가는 11,456달러 또는 그 이상인 국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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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세계의 지역별 경제자유 및 기업규제 지수 변화 추이
구 분

지역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0.519

0.457

0.443

0.447

0.440

0.418

0.396

0.406

0.396

0.384

0.534

0.544

0.556

0.493

0.497

0.537

0.544

0.514

0.520

0.516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

0.639

0.634

0.634

0.626

0.628

아태지역

60.654

60.957

61.881

61.924

61.809

63.388

63.667

65.247

65.511

65.939

60.599

60.607

60.725

60.574

60.145

57.739

58.100

57.683

58.408

58.775

55.422

55.245

54.468

54.903

54.701

아태지역
유럽․북미지역
세계은행
라틴아메리카
기업규제지수
중동․북아프리카지역

유럽․북미지역
해리티지재단
라틴아메리카
경제자유지수
중동․북아프리카지역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

주: 1) 지역구분은 주10) 참조
2) 세계은행 기업규제지수는 0~1범위의 지수, 해리티지재단의 경제자유지수는 0~100범위의
지수
<표 3> 세계의 소득수준별 경제자유 및 기업규제 지수 변화 추이
구 분

소득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0.350

0.346

0.332

0.320

0.308

0.526

0.505

0.513

0.459

0.462

0.570

0.538

0.541

0.537

0.531

하위소득국가

0.642

0.631

0.633

0.635

0.637

고소득국가

70.199

70.283

70.963

71.063

71.506

57.965

58.383

59.207

59.454

59.561

56.562

56.689

56.825

57.064

56.988

52.567

52.539

52.601

53.082

52.692

고소득국가
중상위소득국가
세계은행
기업규제지수 중하위소득국가

해리티지재단 중상위소득국가
경제자유지수 중하위소득국가
하위소득국가
주: 1) 소득구분은 주10) 참조
2) <표 2>의 주 참조

12 규제연구 제17권 제 2호 2008년 12월

이 같은 경제자유지수와 기업규제지수의 변화를 소득수준별로 보여주는 것이 <표 3>
이다. 소득수준별로 보면 이미 고소득국가에서 경제규제가 낮고 경제자유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저소득국가의 경우에 경제규제는 높고 경제자유는 낮은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상위 소득국가와 중하위 소득국가의 경우 기업규제
지수 순위나 경제자유지수 순위가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III. 경제자유, 규제와 경제성장: 실증분석
1. 선행연구
특정 국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르게 성장하는 원인은 경제학의 중요한 분석대상으
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전 세계 인구의 상당 비율의 생활수준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
여할 것이다. 경제성장의 국가 간 차이를 설명하는 세 가지의 접근법이 존재하고 있
다.11)
첫 번째는 Solow를 중심으로 하는 생산함수 접근법이다. 이 접근법에서 산출은 자본
(K), 노동(L)의 함수로 간주하고 산출은 투입량의 증가 및 기술진보를 통해 달성이 가능

하다. 이 접근법은 인간자본 및 물적자본의 증가 및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진보에 초점
을 맞춘다. 이러한 설명에서 높은 산출 성장은 생산함수에 투입량을 증대시키거나 그
투입물을 더욱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개발함으로써 이루어낼 수 있다.
두 번째로 제도적인 접근법은 자원의 이용가능성과 생산성은 제도적인 환경이나 정
책환경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경제성장이나 번영에 가장 적당한
제도의 특징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쟁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재산권 보호가 중요하고
교환에 대한 장애가 최소화되어야 빠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는 재산권 및 교환의 자유를 지키는 조치를 취해야 함은 물론이고 정부정책
이 미래에도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할 수 있는 약속(credible commitment)이 충족되어야 한

11) Gwartney, Holcombe, and Lawson(20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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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정부의 정책은 시장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 번영을 가져오는 요인으로 지역적인 요인을 꼽는다. Sachs(2003)는 지역요
인이 성장과 소득수준의 국가 간 차이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
다. 특히 해양성 환경, 항구에 대한 접근성, 뉴욕, 로테르담, 도쿄와 같은 세계 주요무역
중심지와 떨어져 있는 거리 등이 중요한 요인이다. 해양성 환경은 질병에 대한 노출을
증가시켜 성장을 저해하며 뜨겁고 습한 환경은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항
구 접근성이 낮은 지역은 높은 수송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큰 규모의 무역을 어렵게 하
며 무역량이 줄어들면 노동분업, 특화, 규모의 경제효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감소한
다.
이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로 언급한 제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이다. 경제성장의 중요한 결정요인, 즉 기업활동을 지배하는 경제규제와 경제자유를 분
석함으로써 경제성장 요인분석에 한 발짝 더 나가기로 한다.
Hall and Jones(1990), North(1990), Acemoglu et al. (2001)은 제도가 부의 축적과 장기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밝혔다. 과거에 좋은 정치․경제 제도를
갖고 있던 국가는 오늘날 부유한 국가가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제도의 질
(institutional quality)의 새로운 척도를 사용해서 제도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해 보고

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제도의 질을 나타내는 변수로 기업규제와 경제자유
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기로 한다.
기업규제의 부담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분석해 보기 위해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기업
환경 보고서의 기초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Djankov et al. (2006)은 기업규
제 완화가 1인당 GDP로 측정한 경제성장률을 증가시킨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Dawson(2006)은 대규모 국별 자료를 이용하여 규제와 투자와 장기 경제성장 간의 관계
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광의의 규제는 경제성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는 또한 민간투자와 공공투자 비율을 설명하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요인이었다. 규제는 민간투자와 음의 관계에 있었지만 공공투자와 양의
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경제성장 회귀식의 결과와 연결하여 분석해 볼 때 규제
감축은 투자증가와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제성장의 증가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규제와 대칭을 이루는 개념은 경제자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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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rtney, Holcombe and Lawson(2004, 2006)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경제자유지수를 이용
하여 경제자유가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은 경
제자유가 경제성장에 양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입증
하고 있다. Loayza et al.(2005), Dawson(2006) 등은 경제자유의 확대가 경제성장을 가져
온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바 있다. Gwartney, Holcombe, and Lawson(2004, 2006)
은 제도의 질 변수로 세계의 경제자유지수를 사용하여 이 변수가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
을 주는지를 분석하였다. 경제자유에 좀 더 일치하는 제도와 정책을 갖는 나라는 더욱
빠른 성장을 이루었고 더 높은 소득수준에 도달하였다. 이 분석결과는 제도의 질이 투
자율뿐만 아니라 자원 사용의 생산성에 영향을 주고 이 같은 제도변화의 영향으로 인해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Haan and
Sturm(1999)도 경제자유가 높을수록 경제성장이 촉진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마지막
으로 Cole(2003)은 프레이저연구소의 세계 경제자유지수를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요인으
로 추가하여 추정하였다. 그 결과 일정시점에서 측정된 경제자유지수의 수준뿐만 아니
라 일정기간의 경제자유지수의 변화도 경제성장에 양의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
다.

2. 분석모형과 자료
우선 기업규제 또는 경제자유가 경제성장의 중요한 결정요인인 모형을 설정하고, 이
모델을 이용하여 기업규제 및 경제자유가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추정하
기로 한다. Barro(1991, 1996)형 성장모델로 Dawson(2006), Djankov et al. (2006)에 따라 아
래와 같은 모델을 사용하여 기업규제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추정한 바 있다. 즉
                           

(1)

또 한편으로 경제자유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는 Gwartney, Holcombe and Lawson
(2004, 2006) 이외에도 Loayza et a l.(2005), Dawson(2006)에 따라 다음과 같은 추정모형을

정식화할 수 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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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기서   는 1995~2006년간의 1인당 GDP성장률의 평균이고,
  는 1995년의 1인당 GDP의 로그값이다. 1995~2006년 기간 중의 1인당 GDP

의 연평균 성장률에 대한 자료는 세계은행의 WDI데이터베이스에서 구하였다. 
는 세계은행 기업환경 보고서가 2003년 이후 매년 조사‧발표하고 있는 기업규제지수의
2003~2006년 기간의 평균값을 의미하고,12) 마찬가지로  는 같은 기간 중 해리
티지재단의 경제자유지수의 평균값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기업규제를 나타내는 변수로
세계은행 기업환경 보고서가 매년 생산하고 있는 부문별 기업규제지수를 이용하였다.
총량기업규제지수는 데이터베이스에 나타난 10개 분야의 개별 국가순위의 단순평균을
구한 다음 이 지수를 0~1에서 변동하도록 표준화하여 사용하였다. 각 분야의 순위는 각
구성요인지수의 각각에 대한 단순평균이다. 예컨대, 창업의 순위는 절차, 시간, 비용, 최
소자본비용의 각국의 순위를 단순히 평균한 값이다. 이렇게 구한 기업환경 부문별 지수
가 큰 값을 갖는다는 것은 기업친화적이지 않은 규제, 즉 규제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
다. 마찬가지로 해리티지재단의 경제자유지수는 이 지수값이 클수록 경제자유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리티지재단이 구해 놓은 연도별 경제자유지수를 그대로 사용
하였다.
그리고 Xi는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통제변수들의 집합이다. 이에는 초등학교 등록률,
중등학교 등록률, 정부소비지출 비중, 투자비중, 세계지역별 더미변수, 법질서지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1999년도 초등학교 진학률 및 1999년도의 중등학교 진학률, 13)
12) Djankov et al.(2006)은 1993~2003년 기간 중에 각 국가별로 규제수준의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고, 2003
년 1월 기준의 규제수준을 설명변수로 사용하였고, 1993~2003년의 1인당 GDP 평균성장률을 종속변
수로 사용하여 규제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방법
론을 따랐다. 통합지표를 만들기 전에 관련 변수들을 표준화 또는 정규화(standardising variables)할 필
요가 있다. 분석을 위해 수집된 변수들의 통계단위가 서로 다르고 또 변수들마다 상이한 스케일과 범
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같은 변수들은 측정단위를 단일화하여 통일된 측정단위를 갖도
록 변수전환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렇게 한 후에야 여러 변수들을 합산(additive)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이용하는 각종 통계자료는 이질적인 지표로 측정된 각종 데이터들을 하나의 지표로 표준화
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Percentrank를 이용하여 각 부문별 변수의 순위를 매긴 다음
이것을 단순평균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13) 세계은행의 WDI의 세계 각국의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등록률 자료는 WDI 온라인 자료에 따르면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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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2006년까지의 GDP 대비 정부소비의 평균비율, 1995~2006년 기간 중의 GDP 대
비 총투자비중의 평균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 자료들은 세계은행의 WDI에서 구하였
다. 또한 제도변수로는 법질서(law and order)지수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들 법질서 자료는
PRS Group에서 구한 것이며 이 변수 또한 1995~2006년 기간의 평균을 사용하였다. 또
한 세계 지역더미는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지역더미, 라틴아메리카 지역더미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더미 등을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3. 실증분석 결과
(1) 기업규제와 1인당 GDP성장률
기업규제가 1인당 GDP성장률에 미치는 영향분석은 Barro(1996) 및 Djankov et
al.(2006)이 사용한 방법론을 따라 이루어졌다. 이 모델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가 <표
4>이다. 기업규제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일관성 있는 음의 추정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기업규제가 커지면 일국의 경제성장률이 낮아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같은 분석결과는 종속변수인 1인당 GDP성장률과 기업규제지수 간의 내생
성(endogeneity)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Djankov et al.(2006)은 지적하였다. 첫
째는 어떤 국가는 양질의 기업규제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높을 수 있다. 둘째, 더욱 빠르
게 경제가 성장하는 국가는 기업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다. 셋째 기업규제와 성장이 함께 움직이도록 하는 또 다른 변수가 있을 수
있다. 이 같은 관계는 종속변수로 사용하는 1인당 GDP와 기업규제 간에 내생성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다. 14)
따라서 기업규제지수와 경제성장 간의 내생성 존재 여부를 검토해 보기 위해 우리는
년부터 비교적 많은 국가자료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중등학교 등록률 자료는 1999
년도 자료를 사용하고 있으나, 학교등록률이 빠르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같은 기간
불일치가 추정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14) 도구변수는 독립변수와 상관관계를 갖지만, 오차항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외생변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변수를 찾는 일은 매우 힘들고, 많은 시간을 요한다. 도구변수가 만족할 만한 정도로 외생변수
이지만 내생 회귀변수와 약한 상관관계에 있는 경우 약한 도구변수(weak instrument)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치료가 오히려 병세를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를 초래하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Baum(2007)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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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를 사용하는 2단계최소자승법(TSLS)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세계은행 기업규제지수는 내생성 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
즉 경제성장이 빠른 국가의 경우 규제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설명변수가
내생변수면 그 내생변수를 종속변수로 두고 종속변수와 관련 있는 외생변수, 즉 도구변
수를 설명변수로 하는 또 다른 추정식을 고려할 수 있다. 두 추정식의 오차항 간에 상관
관계가 없다면 단순히 하나의 추정식만으로 추정하여도 일치 추정치를 구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추정치가 불일치한 추정치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설명변수의 내
생성을 검정하기 위해 Durbin-Wu-Hausman검정을 실시하였다. 내생성이 존재하는 경우
내생성을 교정하기 위한 계량경제학적인 방법의 하나로 도구변수를 사용하여 TSLS회
귀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La Porta et al.(1999)이 사용한 바 있는 국가의 법적
원천(legal origin), 절대위도(latitude), 초기 1인당 GDP 변수를 기업규제의 도구변수로 사용
하였다. 예컨대, 법적원천은 기업규제의 좋은 도구변수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변수
는 실질적이고 절차적인 법적인 측면을 정의하고 있고, 기업규제의 복잡성과 관련이 되
지만 과거에 만들어진 법적원천이 분석기간 중의 경제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고 볼 수 없다. 마찬가지의 논리가 지정학적인 변수에도 적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구변수를 사용하지 않은 단순최소자승법에 의한 추정결과(OLS)와
도구변수를 사용하여 2단계최소자승법에 의한 추정결과를 모두 제시하고 있으며 추정
결과는 <표 4>에 나타나 있다. 도구변수들을 이용하였을 때 기업규제지수가 실제로 내
생변수인지 여부를 Durbin-Wu-Hausman검정을 이용하여 검토한 결과, 기업규제지수는
내생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제지수는 1인당 GDP성장률에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추정
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OLS 분석결과이든 TSLS 분석결과이든 통계적으로 유의
할 뿐만 아니라 추정계수도 역시 음으로 일관성 있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기업규제가
강화될수록 1인당 GDP로 측정한 경제성장률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기 1인당 GDP 수준은 경제성장 식에서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0.01
의 추정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다른 설명변수가 일정하다면, 계수의 크기가 나타내는 율
로 장기 포지션으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15) 중등학교 등록률은 통계
적으로 유의한 양으로 나타나고 있다. GDP 대비 정부소비 비중은 통계적으로 매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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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1인당 GDP 성장률의 결정요인: 세계은행 기업규제지수
구 분
주요 변수

OLS 추정결과
식(1)

식(2)

식(3)

TSLS 추정결과
식(4)

식(1)

식(2)

식(3)

식(4)

상수항

0.1415*** 0.0860*** 0.1326*** 0.0818*** 0.1887*** 0.1305*** 0.2019*** 0.1393***
(6.40)
(3.78)
(5.45)
(-3.38)
(6.09)
(4.14)
(5.59)
(3.95)

기업규제지수

-0.0559** -0.0449** -0.0499** -0.0418** -0.0984*** -0.0783** -0.1078*** -0.0842**
(-3.20) (-2.84)
(-2.66) (-2.47)
(-3.41) (-2.96) (-3.38)
(-2.92)

1인당 GDP로그값

-0.0097*** -0.0087*** -0.0101*** -0.0089*** -0.0121*** -0.0107*** -0.0118*** -0.0103***
(-5.06) (-5.04)
(-5.13) (-5.00)
(-5.84) (-5.61) (-5.84)
(-5.62)

초등학교 등록률

-0.0110
(-1.06)

-0.0167*
(-1.77)

-0.0104
(-1.00)

-0.0163*
(-1.72)

-0.0152 -0.0180** -0.0163 -0.0189**
(-1.53) (-2.02) (-1.61)
(-2.10)

중등학교 등록률

0.0182
(1.62)

0.0263** 0.0192*
(2.58)
(1.70)

0.268**
(2.60)

0.0191* 0.0252**
(1.77)
(2.58)

0.0180
(1.64)

0.0246**
(2.47)

GDP 대비
정부소비비중

-0.0377
(-0.90)

-0.0528
(-1.40)

-0.0570
(-1.47)

-0.0656
(-1.60)

-0.0581
(-1.41)

-0.0614*
(-1.67)

GDP 대비
투자비중

-0.0459
(-1.06)

0.1963***
(4.95)

0.1944***
(4.86)
0.0019
(0.88)

법질서지수

-0.0686*
(-1.87)
0.1587***
(4.11)

0.0010
(0.52)

0.1604***
(4.15)
-0.0023
(-0.94)

-0.0019
(-0.90)

사하라사막 이남의 -0.0233*** -0.0122** -0.0220*** -0.0117* -0.0185*** -0.0104* -0.0197*** -0.0114**
아프리카지역더미
(-3.80) (-2.07)
(-3.50) (-1.94)
(-3.19) (-1.89) (-3.30)
(-2.02)
라틴아메리카
지역더미
아태지역더미

-0.0127** -0.0074
(-2.54) (-1.61)

-0.0102*
(-1.76)

-0.0061 -0.0122** -0.0080* -0.0151** -0.0104***
(-1.17)
(-2.61) (-1.87) (-2.67)
(-2.04)

-0.0108 -0.0188** -0.0105 -0.0185** -0.0168** -0.0216*** -0.0176** -0.0220***
(-1.64) (-3.06)
(-1.59) (-3.00)
(-2.44) (-3.45) (-2.50)
(3.95)



0.3662

0.4974

0.3714

0.4989

Durbin_Wu_Hausman

-

-

-

-

분석국가 수

104

104

104

104

0.3155

0.4508

0.2987

0.4453

0.02991** 0.07846* 0.01749** 0.06451*
102

102

102

102

주: ***는 1%, **는 5%, *는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의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일관성 있는 음으로 나타났고, 이 추정계수는 -0.06 내외로 나
15) Barro(19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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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정부소비지출의 증가는 생산성의 증가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며, 따
라서 비생산적인 정부소비지출의 증가는 경제성장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의미에서 큰 정부는 성장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 GDP 대비 투자비중은 1% 유의수준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추정계수를 일관성 있게 보여주고 있다. 투자비중은 경제성
장에 양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법질서 지수를 설명변수의 하나로 고려하여 추정하여 보았으나, 추정식에 따라
부호가 비일관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통계적 유의성도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
계지역별 더미변수로 사용된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더미 변수, 라틴 아메리
카 지역더미, 아시아-태평양 지역더미 등은 모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음으로 나
타났다.

(2) 경제자유와 1인당 GDP성장률
한편으로 경제자유를 독립변수로 사용한 식(2)를 추정한 결과는 <표 5>에 나타나 있
다. 이 표에 나타난 변수들은 기업규제지수를 사용한 분석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변수
이다. 단지 기업규제지수를 경제자유지수로 대체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자유지수의 내생성을 검정하기 위해 Durbin-Wu-Hausman검증을 실시하였다. 내생
성이 존재하는 경우 내생성을 교정하기 위한 계량경제학적인 방법의 하나로 도구변수
를 사용하여 TSLS회귀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경제자유지수 변수를 독립변수로 사용한 OLS 추정결과와 TSLS 추정결과를 보여주
는 것이 <표 5>이다. 이때 사용한 도구변수들도 이전의 모형에서 사용한 변수들을 도구
변수로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경제자유지수를 나타내는 변수가 실제로 내생변수인지
여부를 Durbin-Wu-Hausman검정을 이용하여 검토한 결과, 경제자유지수 변수는 내생변
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경제자유가 커지면 1인당 GDP로 측정한 경제성장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GDP 대비 총투자는 경제성장과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GDP 대비 정부소비 비중은 이전의 결과와 마찬
가지로 일관성 있는 음의 추정계수를 나타내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법질서 변수는 회귀식에 넣어 추정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부호도 추정식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계지역별 더미변수로 사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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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더미 변수, 라틴 아메리카 지역더미, 아시아-태평양 지
역더미 등은 모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음으로 나타났다.
<표 5> 1인당 GDP 성장률의 결정요인: 해리티지재단 경제자유지수
구 분
주요 변수
상수항

OLS추정결과
식(1)

식(2)

식(3)

TSLS 추정결과
식(4)

식(1)

식(2)

식(3)

식(4)

0.0614*** 0.0117 0.0601*** 0.0112
(3.86)
(0.69)
(3.74)
(0.65)

0.0225
(0.84)

-0.0178
(-0.70)

0.017
(0.64)

-0.0210
(-0.80)

경제자유지수

0.0932*** 0.0896*** 0.0890*** 0.0870*** 0.2069** 0.1800** 0.2311** 0.1978**
(3.96)
(4.29)
(3.64)
(4.00)
(3.00)
(3.03)
(2.90)
(2.92)

1인당 GDP로그값

-0.0110*** -0.0102*** -0.0113*** -0.010*** -0.0156*** -0.0140*** -0.0160*** -0.0141***
(-5.89) (-6.15)
(-5.87) (-6.08)4 (-4.78) (-4.93) (-4.80) (-4.96)

초등학교 등록률

-0.0066
(-0.63)

-0.0075
(-0.81)

-0.0060
(-0.57)

-0.0072
(-0.77)

0.0042
(0.34)

0.0011
(0.11)

0.0052
(0.41)

0.0016
(0.15)

중등학교 등록률

0.0196*
(1.84)

0.0240** 0.0199*
(2.52)
(1.86)

0.0242**
(2.53)

0.0121
(0.99)

0.0179
(1.69)*

0.0104
(0.81)

0.0167
(1.50)

GDP 대비
정부소비비중

-0.0252
(-0.64)

-0.0307
(-0.88)

-0.0345
(-0.95)

-0.0175
(-0.41)

-0.0244
(-0.66)

-0.0092
(-0.20)

-0.0169
(-0.43)

GDP 대비
투자비중

-0.0313
(-0.77)

0.1970***
(5.12)

0.1960***
(5.07)
0.0013
(0.65)

법질서지수

0.1918***
(4.76)

0.0008
(0.45)

0.1934***
(4.64)
-0.0016
(-0.62)

-0.0015
(-0.67)

사하라사막 이남의 -0.0278*** -0.0181** -0.0268*** -0.0175** -0.0336*** -0.0230*** -0.0360*** -0.0248***
아프리카지역더미
(-4.69) (-3.24)
(-4.37) (-3.05)
(-4.40) (-3.33) (-4.07) (-3.20)
라틴아메리카
지역더미

-0.0157*** -0.0106** -0.0138** -0.0094* -0.0191*** -0.0134** -0.0220** -0.0158**
(-3.33) (-2.46)
(-2.52) (-1.91)
(-3.53) (-2.79) (-2.99) (-2.51)

아태지역더미

-0.0087 -0.0173** -0.0088 -0.0173** -0.0138** -0.0212*** -0.0147** -0.0218***
(-1.50) (-3.18)
(-1.50) (-3.16)
(-1.99) (-3.38) (-2.01) (-3.34)



0.4146

0.5445

0.4173

0.5455

Durbin_Wu_Hausman

-

-

-

-

분석국가수

102

102

102

102

주: ***는 1%, **는 5%, *는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0.1935

0.3960

0.1246

0.3570

0.02030** 0.03517** 0.01194** 0.02424**
101

101

101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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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세계은행 기업환경 개선의 효과를 계량적으로 추정해 본 것이다. 기업규제
개선이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가져오며, 경제규제와 대칭되는 경제자유가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분석하였다.
기업규제의 강화는 경제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경제자유지수는 경제성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경제성장
증진을 위해서는 경제자유를 증진시키고, 기업에 가해지는 경제규제를 더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 준다. 기업규제지수와 높은 경제성장률 간의 음의 관계 및
경제자유지수와 경제성장률 간의 양의 관계는 표준적인 성장모델과 여려 변형된 모델
을 추정해 보아도 일관성 있게 유의한 결과를 가져다주었다. 경제자유의 증진이 경제성
장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특히 유의할 만한 실증분석 결과이다.
이 같은 결과는 중요한 정책적인 함축성이 있으며, 경제성장정책을 설계할 때 기업규
제의 개혁 내지 경제자유의 확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계
은행의 기업규제지수나 해리티지의 경제자유지수를 이용하여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
기 위한 특정한 개혁정책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분석
결과는 문제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교정할 것인지를 보여줌으
로써 제도개혁의 방향을 알려주는 좋은 지표가 된다. 구체적으로 세계은행 기업규제의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초점을 맞추어야 할 부문은 기업규제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규제
중 창업, 노동규제, 납세관련 행정규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창업규제의 경우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이지만 절차수와 최소자본금을 대폭 축소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노동규
제의 경우 고용경직성의 완화와 해고비용의 축소 등이 필요하다. 납세부문의 경우 납세
회수와 소요시간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
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기업규제를 기업친화적인 방식으로 개혁하는 것임을 실증
분석 결과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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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act of Business Regulation and Economic Freedom
on Economic Growth

Byoungki Lee

This paper studies questions regarding the effect of economic freedom and business
regulation on economic growth. A model is constructed with business regulations or
economic freedom as a critical factor for economic growth, to estimate their effect on
economic growth. The results indicate that economic freedom and government regulation
of business is an important determinant of economic growth. Estimated coefficients of
business regulation are negative with the growth rate of per capita GDP,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5% significance level. Greater economic freedom means higher growth rate
of the economy measured by per capita GDP. The results are obtained by controlling initial
per capita GDP, enrollment rate of secondary and primary schools, investment ratio,
governmental consumption rate, law & order index, dummy variables across regions of
the world. Tightened business regulations constrain economic growth while economic
freedom contributes to economic growth, according to empirical analysis. This implies that
increasing economic freedom or more active measure of eliminating economic regulations
affecting companies makes it possible to promote economic growth. In terms of business
regulations, the World Bank reports indicate that Korea should place emphasis on starting
a business, labor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regulations in tax payments. By improving
these conditions for doing business, economic growth is expected to accelerate.
Key words: Business Regulation, Economic Freedom, Economic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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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규제, 투자 그리고 경제성장
김 종 호*1)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높은 규제수준을 보이고 있는 진입규제에 초점을
맞추어 시장진입과 관련된 규제항목들이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함
으로써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으
로 세계은행(World Bank)의 기업환경보고서(Doing Business)를 바탕으로 창업절차, 창업
소요일, 창업비용, 창업최소자본금 등의 진입규제 항목들과 경제성장 간의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창업비용만이 경제성장과 음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1인당 소득 대비 창업비용 비율을 10%포인트 감소시키면 1인당 GDP 증
가율이 장기적으로 0.05%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규제완화가 총요소생
산성을 통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직접효과뿐만 아니라 투자촉진을 통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간접효과까지 고려했을 경우, 창업비용의 직접효과만
을 고려했을 때의 0.05%포인트보다 약 0.02%포인트 높게 창업비용이 경제성장률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시장진입 관련된 규제완화정책에
있어서 창업비용을 낮춤으로써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유도할 수 있고, 진입규제완화의
효과분석에 있어서 진입규제완화가 투자촉진을 통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핵심용어: 경제성장, 진입규제, 투자
* 산업연구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6-9(E-mail: jhkim@kiet.re.kr)
** 본 논문의 초고에 대해 귀중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자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접수일: 4/30, 게재확정일: 11/8

I. 서 론

민간부문이 확대되고 시장기능이 활성화될수록 정부규제가 민간부문의 효율성과 국
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세계적인 규제완화 추세와 발맞추어 우
리 정부는 1980년대 각종 규제완화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한 이후 규제완화의 정책기조
를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그러나 지속적인 규제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규제자인 기
업들이 느끼는 규제개선 체감도는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규제의 경제성장에 대한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기존의 연구들은 규제수준과 경
제성장간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혀냈다. 따라서 기존의 실증적 연구 결과를 바탕
으로 할 때, 규제수준을 완화시키면 장기적으로 더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들을 완화시켜야 하는가라는 질
문에 대해 기존의 연구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높은 규제수준을 보이고 있는 진입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시장진입과 관련된 규제항목들이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으
로써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세계은행(World Bank)의 기업환경보고서(Doing Business)를 바탕으로 창업절차, 창업소요
일, 창업비용, 창업최소자본금 등의 진입규제 항목들과 경제성장 간의 상관관계를 연구
하고자 한다. 특히 규제완화가 총요소생산성을 통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직접효과뿐만 아니라 투자촉진을 통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간접효과까지
도 분석하고자 한다.
진입규제의 경제성장에 대한 직・간접 효과를 분석하기 한 본 연구의 제II장에서는
규제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본다. 제III장에서는 규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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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간접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실증분석 모형을 세우고, 여기에 사용될 자료들을 설명
한다. 제IV장에서 추정결과를 분석하고, 도출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V장에서
는 결론을 맺는다.

II. 규제와 경제성장
경제성장의 결정 요인으로서 규제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정치․경제적 제도
(institutions)와 경제성장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Hall and Jones(1999)와 Acemoglu et al.
(2001)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Djankov et al. (2006)은 정치․경제적 제도적 질(quality)의 척

도로서 정부규제를 정의하고, 정부규제가 국가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국가별 자
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특히, Djankov et al. (2006)은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기
업활동 단계와 관련된 규제들의 국가별 수준을 측정하고, 이 규제수준과 경제성장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여기서 규제수준의 내생성(endogeneity)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수준의 도구변수(instrument variables)로서 국가의 법적 근원, 종교, 언어 등을 이용한
2SLS(Two Stage Least Squares) 방법을 사용하였다.
Djankov et al.(2006)은 Barro(1991)의 모형을 변형한 실증분석 모형을 사용했는데, 경
제성장의 설명변수로서 평균 경제성장률의 계산을 위해 사용된 시작 연도의 1인당
GDP, 초등학교 진학률, 중등학교 진학률 등을 이용하였다. Djankov et al.(2006)에 따르
면 경제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규제수준과 경제성장 간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Dawson(2006)은 정부규제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i)총요소생산성에의 영
향을 통한 직접효과와 (ii)규제의 영향을 받은 투자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
과로 구분해서 규제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규제수준의 측정을 위해
Gwartney and Lawson(2005)이 이용한 EFW(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지수를 사용했
고, 투자함수에서 정부규제가 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제거한 잔차(residual)를 이용해 상기
의 간접효과가 포함된 정부규제의 경제성장에 대한 효과를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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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분석 모형에 있어서 Dawson(2006)은 Solow(1956)의 성장모형을 확장시켜 경제성
장의 설명변수로서 평균경제성장률의 계산을 위해 사용된 시작 연도의 1인당 GDP,
GDP 대비 국내 총투자 비중 등을 사용하였다. 또한 투자부문을 공공 투자(public
investment)와 사적 투자(private investment)로 나누어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비교하였다.

Dawson(2006)에 따르면, 경제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정
부규제와 경제성장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정부규제 완화는 총요소생산성을 높여 경제성장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직접효과) 투
자를 증가시켜 증가된 투자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간접효과)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제적 성과의 지표로서 경제성장률 대신에 IMD 국가경쟁력 지표를 이용한 최
진욱(2006)은 국가경쟁력과 정부규제 수준 간에 양의 유의한 관계가 존재하고, 그 영향
정도가 다른 변수들에 비해 상당히 큼을 보였다. 그리고 안상훈(2007)은 우리나라 산업
별 자료를 이용해 한 산업에서의 진입률과 진입규제 간에 음의 유의한 관계가 존재하고,
한 산업에서 진입률의 증가는 그 산업에 속한 사업체들의 총요소생산성을 증가시킴을
밝혔다. 이는 Dawson(2006)이 정의한 규제의 직접효과를 우리나라 산업별 자료를 이용
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III. 실증분석 모형 및 자료
1. 실증분석 모형
(1) 규제의 직접효과
규제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은 다음의 성장모형을 기초
로 하고 있다.
        

여기서 Growth는 경제성장, L은 노동과 관련된 변수들, K는 자본과 관련된 변수들,
E는 노동과 자본을 제외한 기타 변수들을 의미한다. 이러한 성장모형을 기초로 규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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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한 기존의 연구들은 규제가 총요소생산성을 통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아래의 방정식을 국가별 거시 자료를 이용해서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Barro(1991)의 성장모형에 기초해 Djankov et al.(2006)이 사용한 추정방
정식을 따라서 다음의 기본 모형을 고려하였다.1)
            

(1)

여기서 Growthi는 1989년부터 2004년까지 1인당 GDP의 평균 증가율, Regulationi는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2004)에서 조사된 2003년 1월 기준 각국의 규제수준을 나타
낸다. 그리고 Xi는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통제변수들의 집합으로, 1989년 1인당 GDP의
로그값, 1989년의 초등학교 진학률, 1989년의 중등학교 진학률, 1989년부터 2004년까지
GDP 대비 정부소비의 평균 비율 등을 포함한다. 한편 규제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Dawson(2006)을 따라 1989년부터 2004년까지 GDP 대비 국내 총투
자의 평균 비중을 통제변수 집합인 Xi에 추가하였다.
기업의 시장진입과 관련된 규제들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
에서는 Barro(1991)의 모형을 기초로 시장진입 관련 규제들이 총요소생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하에 식(1)의 규제변수를 진입규제변수들로 대체한
다음의 경제성장 추정 방정식을 이용하여 진입규제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2)

여기서 Proci는 창업에 필요한 절차수, Daysi는 창업에 소요되는 날수, Costi는 창업비
용, MinCapi는 창업에 필요한 최소 자본, RegC03,i는 시장진입관련 규제를 제외한 나머지
규제들의 수준을 나타내고, Xi는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통제변수들의 집합이다.2)
1) Djankov et al.(2006)은 암묵적으로 1993~2003년 사이에 각 국가별로 규제수준의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
고, 2003년 1월 기준의 규제수준을 설명변수로 사용하고, 1993~2003년의 1인당 GDP 평균성장률을 종속
변수로 사용하여 규제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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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의 간접효과
규제의 경제성장에 대한 효과는 규제완화가 총요소생산성의 증가를 통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직접효과와 규제완화가 투자를 촉진시키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
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간접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 Dawson(2006)은 이러한 규제의 직
접효과와 간접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규제의 성장에 대한 효과분석에 있어서 총
요소생산성 변화를 통한 규제의 직접효과뿐만 아니라 투자 촉진을 통한 규제의 간접효
과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과 관련된 규제변수들이 투자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규제에 의해
영향을 받은 투자가 경제성장에 다시 영향을 미치는 진입규제의 성장에 대한 간접효과
도 측정하기 위해 Dawson(2006)을 따라 다음의 투자 추정 방정식을 이용하였다.
                             

     



(3)
여기서   는 진입규제변수들을 제외한 통제변수 집합이다. 상기 방정식에서 GDP
 )를 도출하고, 진입과 관련된 규제들에 영향을 받지
대비 국내 총투자의 추정치(

( )를 다음과 같이 투자방정식의 잔차항으로 정의한다.
않는 투자


  ≡    
  

(4)

()를 경제성장
여기에서 얻어진 진입과 관련된 규제들에 영향을 받지 않는 투자

방정식(2)의    대신 통제변수집합 Xi에 포함시키면, 식(2)는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5)
 는    대신
   를 포함한 경제성장의 통제변수 집합이다.
여기서 
2) 창업 절차수, 소요일, 비용, 최소자본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기업환경보고서의 Data Notes 가
운데 창업(Starting a Business) 부분의 Assumption about Procedures, Time Measure, Cost Measure,
Minimum Capital Requirement에 각각 정리되어 있다.

진입규제, 투자 그리고 경제성장 33

따라서 GDP 대비 국내 총투자()를 직접 사용한 추정 방정식(2)에서 진입규제변
수들의 계수        는 진입규제의 수준이 총요소생산성의 변화를 통해 경제성장
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직접효과만을 측정한다. 그러나 GDP 대비 국내 총투자 방정
(  )를 사용한 추정 방정식(5)에서 진입규제변수들의 계수    
식의 잔차

는 진입규제의 직접효과뿐만 아니라 투자를 변화시켜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는 진입규
제의 간접효과까지 모두 포함한다. 진입과 관련된 규제들에 영향을 받지 않는 투자

( )가

식(5)에 사용되어,    가 규제변화로 야기된 투자변화의 경제성장

에 대한 효과도 설명하기 때문이다.

2. 실증분석 자료
경제성장과 이의 설명변수인 국내투자, 정부소비, 진학률 등의 측정을 위해 세계은행
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WDI, 2007) 자료를 사용하였다. WDI에는 거시지표가
2005년까지 국가별로 정리되어 있는데, 일부 국가들에 대해서는 2004년까지만 거시지
표가 발표되어 있다. 따라서 횡단면 분석의 표본수를 늘리기 위해 1인당 GDP, GDP 대
비 국내 총투자, GDP 대비 정부소비 등의 평균값은 2004년까지의 수치를 이용하였다.
진입과 관련된 규제들에 대한 국가별 수준은 세계은행의 기업환경보고서 2004에서
창업(Starting a business)과 관련된 규제항목들로부터 측정하였다. 기업환경보고서는
2004년에 처음 발간되기 시작해서 매년 발간되고 있다. 그런데 국가별 평균 경제성장률
은 일정 기간 동안의 평균치이고, 규제수준을 측정하는 변수들은 일정 시점에서 측정되
었기 때문에 가장 이른 시점에서 측정된 2004년 보고서를 이용하였다.3)
진입규제와 관련된 항목들은 창업(Starting a business) 부문의 (i)창업에 필요한 절차 (ii)

3) 규제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분석한 기존 연구를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평균 경제성장률이 측정된 기간
동안 규제 수준에는 변화가 없다고 가정을 한다. 그러나 각국이 규제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
서, 중․장기적으로는—특히 모든 나라의 규제완화 노력 및 그 결과가 같지 않을 경우—이러한 가정의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현시점에서 접근 가능한
2004~2008년 보고서 가운데 가장 처음에 발간된 기업환경보고서 2004를 이용함으로써, 평균 경제성
장률이 계산된 기간인 1989~2004년과 규제수준의 소사 시점이 가능한 많이 겹치도록 하였다. 한편 기
업환경보고서 2004에 나타난 규제수준은 2003년 1월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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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에 소요되는 일수 (iii)창업에 소요되는 비용 (iv)창업에 필요한 최소자본금 규모 등
이 있다. 2003년 1월을 기준으로 작성된 2004년 보고서의 진입관련 규제항목들이 포함
된 <표 1>에 따르면, 창업의 경우 평균적으로 절차, 일수, 비용, 최소자본금 등이 각각
10.27개, 52.98일, 1인당 소득의 74.92%, 1인당 소득의 117.2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는 2003년 1월을 기준으로 창업의 경우 절차, 일수, 비용, 최소자본금 등이 각각
10개, 17일, 1인당 소득의 17.8%, 1인당 소득의 347.7%인 것으로 나타났다. 4) 한편 각
국가별로 모든 규제 항목들이 포함된 전반적인 규제수준과 진입규제 항목들을 제외한
규제수준은 해당되는 항목들의 퍼센트 순위(percent rank)의 평균값을 사용해 측정하였다.5)
<표 1> 거시변수와 진입규제변수
구 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989~2004년 1인당 GDP 평균 증가율

116

0.01

0.02

-0.1

0.1

1989년 1인당 GDP 로그값

118

7.4

1.6

4.8

10.4

1989년 초등학교 진학률

118

93.3

22.1

25.2

136.0

1989년 중등학교 진학률

116

56.1

32.6

4.5

118.7

1989~2004년 GDP 대비 정부소비 평균비율

120

15.3

5.4

4.7

33.1

1989~2004년 GDP 대비 국내총투자 평균비율

122

22.0

5.9

7.9

51.6

지역더미-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

133

0.2

0.4

0

1

지역더미-라틴아메리카

133

0.2

0.4

0

1

지역더미-동아시아・태평양

133

0.1

0.3

0

1

창업절차(2003년)

133

10.3

3.4

2

19

창업소요일(2003년)

133

53.0

38.6

2

202

창업비용(2003년)

131

74.9

119.2

0

763

창업최소자본금(2003년)

127

117.2

208.1

0

949.8

진입규제 이외 항목들의 규제지수(2003년)

133

0.5

0.2

0.08

0.89

모든 항목들의 규제지수(2003년)

133

0.5

0.2

0.07

0.86

4) 2004년 보고서에는 우리나라의 창업과 관련된 (절차, 일수, 비용, 최소자본금)=(12개, 33일, 1인당 소득
의 17.9%, 1인당 소득의 402.5%)로 보고되어 있다. 그러나 세계은행은 해마다 변경되는 규제수준 측정
기준에 맞춰 과거의 자료를 수정하고, 이를 www.doingbusiness.org에 공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새
로운 기준에 맞춰 수정된 2004년 자료를 해당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아서 이용하였다.
5) 세계은행의 기업환경보고서에서 국가별 규제 순위는 각 규제 항목들의 퍼센트 순위의 평균값을 기준
으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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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기업환경보고서 2004의 국가별 규제순위와 진입규제 항목들과의 상관관
계를 분석한 <표 2>에 따르면 진입규제 항목들 간에는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정도는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입규제 항목
을 제외한 규제순위와 모든 항목들의 규제순위와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0.98
의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표 2> 세계은행 규제지수와 진입규제 항목들과의 상관관계
(2003년 기준)

창업
절차

창업
소요일

창업
비용

창업
진입규제 세계은행
최소자본금 이외 규제 규제지수

창업절차

1

창업소요일

0.45**

1

창업비용

0.28**

0.33**

1

창업 최소자본금

0.21**

0.00

0.34**

1

진입규제 이외 규제

0.50**

0.40**

0.54**

0.37**

1

세계은행 규제지수

0.60**

0.47**

0.57**

0.42**

0.98**

1

주: **는 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IV. 실증분석 결과
1. 정부규제와 경제성장
(1) 정부규제의 직접효과
한 국가의 전반적인 규제수준의 변화가 총요소생산성의 변화를 통해 경제성장에 영
향을 미치는 규제의 직접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추정 방정식(1)을 이용하였다. <표 3>의
(A1)에 따르면, 2003년 1월의 규제수준이 1989~2004년까지의 1인당 GDP의 평균 성장
률과 1%의 유의수준에서 음의 유의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우리나라의
규제지수(0.29)가 OECD 평균수준(0.24)으로 떨어지면 경제성장률이 장기적으로 0.29%포
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순위 이외에, GDP 대비 국내 총투자는 경제성장
과 1%의 유의수준에서 양의 유의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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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규제와 경제성장
Panel A:
OLS

Panel B:
2SLS

(A1)

(B1)

(C1)

(C2)=(A1)

(C3)

-5.757

-4.810

-14.595

-5.757

-7.572

[4.51]**

[3.28]**

[2.76]**

[4.51]**

[5.91]**

-0.200

-0.490

-0.753

-0.200

-0.294

[1.12]

[2.28]*

[1.26]

[1.12]

[1.65]

0.003

-0.011

0.003

0.003

[0.32]

[1.77]+

[0.32]

[0.32]

-0.024

0.008

-0.024

-0.024

[2.81]**

[0.93]

[2.81]**

[2.81]**

정부소비
(% of GDP)

-0.046

-0.046

-0.046

-0.046

[1.28]

[1.34]

[1.28]

[1.28]

국내총투자
(% of GDP)

0.124

0.116

0.124

0.124

[4.61]**

[5.53]**

[4.61]**

[4.61]**

-1.612

-1.383

-1.612

-1.612

[3.20]**

[3.46]**

[3.20]**

[3.20]**

-0.601

-0.380

-0.601

-0.601

[1.24]

[0.99]

[1.24]

[1.24]

0.021

-0.420

0.021

0.021

[0.04]

[0.98]

[0.04]

[0.04]

5.450

6.979

34.493

5.450

9.739

[2.86]**

[3.42]**

[5.16]**

[2.86]**

[5.41]**

95

78

95

95

95

0.56

0.61

0.09

0.56

0.56

구 분

규제지수

1989 1인당 GDP의 로그값

1989 초등학교 진학률

1989 중등학교 진학률

지역더미-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더미-라틴아메리카

지역더미-동아시아・태평양

상수항
표본수
R-squared

Panel C: (In)Direct Effect

주: ( ) 안의 숫자는 t값의 절대치임. +, *, **는 각각 10%, 5%, 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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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규제수준과 경제성장 간에는 다음의 세 가지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첫째, 낮은
규제수준으로 인해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일 수 있다. 둘째, 경제성장률이 높은 나라가
규제수준을 낮추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셋째, 경제성장률과 규제수준
이 음의 상관관계를 갖게 해주는 다른 변수가 존재할 수 있다. 연구자가 첫 번째의 관계
를 실증적으로 찾고자 하였으나 실제로는 두 번째 또는 세 번째의 요인으로 인해 규제
수준과 경제성장이 음의 상관관계를 보일 수도 있다. 이러한 규제수준의 내생성
(endogeneity)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지역 더미, 법

체계 더미, 위도, 경도 등의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s)를 가지고 2SLS(Two Stage Least
Squares) 방법을 이용해 식(1)을 다시 추정하였다. 한편 과도식별제약(overidentifying
restrictions)에 대한 Sargan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위에서 사용된 도구변수들이 방정식 (1)의

와 상관관계가 없고, 이 도구변수들은 규제를 통해서만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표 3>의 (B1)에 따르면, 규제변수의 내생성 문제가 고려되었을 때, 2003년 1월의 규
제수준이 1989~2004년까지의 1인당 GDP의 평균 성장률과 1%의 유의수준에서 음의 유
의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도구변수를 이용한 2SLS의 결과에 따르면, 우
리나라의 규제지수(0.29)가 OECD 평균수준(0.24)으로 떨어지면 경제성장률이 장기적으
로 0.24%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정부규제의 직・간접효과
<표 3>의 (A1)과 (B1)에서는 다른 변수들이 통제되었을 때, 규제수준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만을 측정하고 있다. 그러나 Dawson(2006)이 밝힌 것처럼 규제수
준의 완화는 투자를 촉진하고, 증가된 투자가 경제성장률을 증가시키는 규제의 간접효
과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규제의 경제성장에 대한 직접효과뿐만 아니라 간접효과도 측정하기 위해
식(3)에서 창업과 관련된 규제변수 대신에 전반적인 규제수준을 나타내는 규제지수를
독립변수로서 고려하는 투자방정식을 먼저 추정하였다. 이의 추정결과인 <표 3>의 (C1)
에 따르면, 규제지표의 추정계수는 -14.595로 1%의 유의수준에서 GDP 대비 국내 총투
자율과 유의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냈다. 이는 다른 조건들에 변화가 없을 때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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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규제지수(0.29)가 OECD 평균수준(0.24)으로 떨어지면 장기적으로 GDP 대비 국내
총투자율이 0.73%포인트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은 투자부분을 식(4)와 같은 투자방정식의 잔차항을 통
해 얻고, 이를 식(1)의 투자와 대체해서 최소자승법(OLS)을 이용해 식(1)을 다시 추정하
였다. 이의 추정 결과인 <표 3>의 (C3)에 따르면, 투자를 통한 규제의 간접효과도 고려
했을 때, 2003년 1월의 규제수준이 1989~2004년까지의 1인당 GDP의 평균 성장률과
1%의 유의수준에서 음의 유의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우리나라의 규제지수(0.29)가 OECD 평균수준(0.24)으로 떨어지면 경제성장률이
장기적으로 0.38%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규제의 간접효과를 고려할
경우 규제의 직접효과만을 고려했을 때의 0.24%포인트보다 약 0.12%포인트 높게 규제
수준이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규제의 간접효과까지 고려했을
경우 규제의 직접효과만을 고려했을 때보다 규제수준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더
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진입규제와 경제성장
(1) 진입규제의 직접효과
앞에서 살펴본 전반적인 규제수준의 효과 대신에 진입규제의 구체적 항목들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식(1)의 규제수준 변수 대신에 창업단계, 창업소요
일, 창업비용, 최소창업자본금, 창업 관련 항목들을 제외한 규제수준 등을 포함시킨 추
정 방정식(2)를 이용하였다. 진입규제의 각 항목들을 모두 포함시켜 경제성장과의 관계
를 분석한 <표 4>의 (A5)에 따르면, 2003년 1월의 창업비용만이 1989~2004년까지의 1
인당 GDP의 평균 성장률과 1%의 유의수준에서 음의 유의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밝혀
졌다.6) 창업비용의 계수값은 -0.005인데, 이는 1인당 소득 대비 창업비용 비율이 10%포
인트 감소할 경우, 1인당 GDP 증가율은 장기적으로 0.05%포인트 상승한다는 것을 의
6) 창업비용의 계수만이 유의적인 것은 다른 항목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창업절차나 창업소요
일 등과 같은 단편적인 척도에 비해 창업비용이 진입규제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기에 유리한 척도
이기 때문으로 추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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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다. 한편 창업 관련 규제를 제외한 나머지 규제들로 계산된 규제순위를 1단계 하락
시키면, 경제성장률은 0.027%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입규제 관련 항목들을 포함한 추정식의 견고성(robustness)을 확인하기 위해 창업단
계, 창업소요일, 창업비용, 최소창업자본금을 하나씩만 포함시켜 최소자승법(OLS)으로
추정하였다. (A1)~(A4)에 따르면, 진입규제변수들을 모두 포함시켰을 경우와 각 변수들
을 하나씩만 포함시켰을 경우의 계수값이 그 유의성에 있어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진입관련 규제변수들의 내생성(endogeneity)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연구
에서 사용된 지역 더미, 법체계 더미, 위도, 경도 등의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s)를 사
용하여 2SLS (Two Stage Least Square) 방법에 의해 식(2)를 다시 추정하였다. 여기서 내생
성 문제를 가질 수 있는 각 설명변수에 가장 적합한 도구변수 집합을 따로 찾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진입관련 모든 규제변수들에 적합한 도구변수들을
찾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제성장과 유의한 음의 관계를 갖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창업비용과 진입규제 항목들을 제외한 여타 항목들의 규제수준
만이 내생적이라고 가정하였다.
<표 4>의 (B1)에 따르면, 규제변수의 내생성 문제가 고려되었을 때, 2003년 1월의 창
업비용이 1989~2004년까지의 1인당 GDP의 평균 성장률과 10%의 유의수준에서 음의
유의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규제변수의 내생성을 고려했을 경우 창업비용의
계수값은 -0.011로 내생성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인 (A3)의 -0.004보다 다소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여기서 -0.011의 계수값 추정치는 1인당 소득 대비 창업비용 비율이 10%
포인트 감소할 경우, 1인당 GDP 성장률은 장기적으로 0.11%포인트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과도식별제약(overidentifying restrictions)에 대한 Sargan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위에서 사용된 도구변수들이 성장률 추정방정식의 오차항과 상관관계가 없고, 이 도구
변수들은 규제를 통해서만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0 규제연구 제17권 제 2호 2008년 12월

<표 4> 진입규제와 경제성장: 규제의 직접효과
구 분

1989 1인당 GDP의 로그값
1989 초등학교 진학률
1989 중등학교 진학률
정부소비(% of GDP)
국내총투자(% of GDP)
지역더미-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더미-라틴아메리카
지역더미-동아시아・태평양
창업절차
창업소요일
창업비용

Panel B:
2SLS
(A4)
(A5)
(B1)
-0.290
-0.248
-0.651
[1.46]
[1.25]
[2.15]*
0.001
-0.001
-0.022
[0.16]
[0.11]
[2.03]*
-0.019
-0.018
0.015
[2.23]* [2.11]*
[1.23]
-0.061
-0.085
-0.056
[1.68]+ [2.34]*
[1.20]
0.104
0.087
0.086
[3.92]** [3.20]** [2.73]**
-1.466
-0.914
-0.384
[2.91]** [1.72]+
[0.47]
-0.581
-0.439
-0.136
[1.23]
[0.91]
[0.26]
-0.329
-0.165
-0.091
[0.65]
[0.33]
[0.16]
-0.035
[0.71]
0.002
[0.43]
-0.005
-0.011
[2.80]** [1.76]+

Panel A: OLS
(A1)
(A2)
-0.295
-0.259
[1.56]
[1.36]
0.003
0.005
[0.38]
[0.59]
-0.023
-0.024
[2.70]** [2.85]**
-0.042
-0.043
[1.17]
[1.21]
0.117
0.119
[4.30]** [4.39]**
-1.726
-1.660
[3.42]** [3.29]**
-0.675
-0.571
[1.35]
[1.14]
-0.055
-0.019
[0.11]
[0.04]
-0.013
[0.26]
-0.005
[1.03]

(A3)
-0.277
[1.52]
-0.001
[0.14]
-0.022
[2.63]*
-0.058
[1.63]
0.105
[3.86]**
-1.240
[2.34]*
-0.608
[1.29]
0.071
[0.14]

-0.004
[2.51]*

0.001
0.001
[0.80]
[1.20]
-5.997
-5.599
-5.491
-6.700
-5.644
-3.475
창업규제 이외
항목들의 규제수준
[4.27]** [4.02]** [4.24]** [4.82]** [3.69]** [1.50]
6.519
6.003
6.931
6.989
7.422
9.518
상수항
[3.21]** [2.91]** [3.53]** [3.37]** [3.52]** [3.10]**
표본수
95
95
94
91
90
77
R-squared
0.57
0.58
0.60
0.55
0.60
0.44
주: ( ) 안의 숫자는 t값의 절대치임. +, *, **는 각각 10%, 5%, 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창업최소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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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입규제의 직・간접효과
<표 5>의 (B1)에서는 다른 변수들이 통제되었을 때, 진입관련 규제 항목들이 경제성
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만을 측정하고 있다. 그러나 진입규제 수준의 완화가 시장에
새로운 기업들의 진입을 활성화시켜 투자를 촉진하고, 증가된 투자가 경제성장률을 증
가시키는 진입규제의 간접적인 효과도 존재한다.
진입규제가 총요소생산성에 영향을 미쳐 경제성장률을 변화시키는 진입규제의 직접
효과뿐만 아니라 투자에 영향을 미쳐 경제성장률을 변화시키는 규제의 간접효과를 동
시에 분석하기 위해 <표 5>의 (A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투자 방정식(3)을 먼저 추정하
였다. 그리고 이 투자 방정식에 의해 설명되지 않은 부분, 즉 식(4)에 의해 정의된 (A1)
의 잔차항을 (B1)의 투자변수와 대체하여 최소자승법(OLS)을 이용해 추정하였다.
<표 5>의 (A1)에 따르면, 진입관련 규제들 가운데 창업비용이 GDP 대비 국내 총투
자 비율과 1%의 유의수준에서 음의 유의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업비
용이 1인당 소득 대비 창업비용 비율이 10%포인트가 감소했을 경우 GDP 대비 국내 총
투자율은 장기적으로 0.24%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투자함수 추정치로부터 도출된 진입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국내 총투자
율을 이용해 진입규제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모두 고려해 분석한 결과가 <표 5>의
(C1)에 정리되어 있다. 진입규제의 투자를 통한 간접효과를 고려했을 때, 2003년 1월의
창업비용이 1989~2004년까지의 1인당 GDP의 평균 성장률과 1%의 유의수준에서 음의
유의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표 5>의 (C1)은 창업비용이 1인당 소득 대
비 창업비용 비율이 10%포인트가 감소했을 경우 경제성장률이 0.07%포인트 상승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규제의 간접효과까지 고려했을 때 창업비용의 직접효과만을 고려
했을 때의 0.05%포인트보다 약 0.02%포인트 높게 창업비용이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
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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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진입규제와 경제성장: 규제의 직・간접효과
구 분

Panel A: Investment
Panel C: Direct and
Panel B: Direct Effect
Regression
Indirect Effect
(A1)
-1.354
[2.13]*

(B1)
(C1)
-0.248
-0.366
1989 1인당 GDP의 로그값
[1.25]
[1.87]+
-0.001
-0.001
1989 초등학교 진학률
[0.11]
[0.11]
-0.018
-0.018
1989 중등학교 진학률
[2.11]*
[2.11]*
-0.085
-0.085
정부소비
(% of GDP)
[2.34]*
[2.34]*
0.087
0.087
국내총투자
(% of GDP)
[3.20]**
[3.20]**
-0.914
-0.914
지역더미-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
[1.72]+
[1.72]+
-0.439
-0.439
지역더미-라틴아메리카
[0.91]
[0.91]
-0.165
-0.165
지역더미-동아시아・태평양
[0.33]
[0.33]
-0.059
-0.035
-0.040
창업절차
[0.28]
[0.71]
[0.81]
0.039
0.002
0.006
창업소요일
[1.89]+
[0.43]
[1.11]
-0.024
-0.005
-0.007
창업비용
[3.72]**
[2.80]**
[4.15]**
0.002
0.001
0.001
창업최소자본금
[0.78]
[1.20]
[1.48]
-12.722
-5.644
-6.752
창업규제 이외
항목들의 규제수준
[2.09]*
[3.69]**
[4.45]**
38.272
7.422
10.756
상수항
[5.33]**
[3.52]**
[5.44]**
표본수
90
90
90
R-squared
0.23
0.6
0.6
주: ( ) 안의 숫자는 t값의 절대치임. +, *, **는 각각 10%, 5%, 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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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국가의 전반적인 규제수준을 측정해서 규제의 경제성장에 대한 효과를 분석했던 기
존의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기업의 시장진입과 관련된 규제항목들의 경제성장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진입과 관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세계은행의 기업환경보고서｝
련된 국가별 규제수준을 파악하였다. 기업환경보고서는 기업활동을 10가지로 구분해
각 부문별로 세부 규제항목들을 조사하고 있는데, 진입과 관련된 항목들에는 창업소요
일, 창업절차, 창업비용, 창업최소자본금 등이 있다. 앞에서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진입
규제 항목들인 창업절차, 창업소요일, 창업비용, 창업최소자본금 가운데는 창업비용이
경제성장률과 음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는 진입규제의 성장에 대한 효과분석에 있어서 총요소생산성 변화를 통한 규
제의 직접효과뿐만 아니라 투자 촉진을 통한 규제의 간접효과를 고려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1인당 소득대비 창업비용 비율을 10%포인트만큼 감소시킬 경우 직접효
과에 의해 경제성장률은 0.05%포인트 상승하고, 투자를 통한 간접효과에 의해 0.02%포
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쟁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진입규제
완화정책에 있어서 창업비용을 낮춤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성장률의 증가를 유
도할 수 있고, 진입규제완화의 효과분석에 있어서 진입규제 완화가 투자촉진을 통해 경
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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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ry Regulation, Investment and Economic Growth

Jong-Ho Kim

This study examines relationship between entry regulation, investment and economic
growth. Using objective measures of entry regulation such as startup procedure, cost,
duration, and minimum capital requirement, we find that only startup cost has negative
impact on long-run growth. Moreover, the effect of startup cost on invest which, in turn,
influences long-run growth turns out to be significant. This implies that

regulatory

reform on market entry should focus more on reducing startup cost and the effect of
regulatory reform through the investment channel should be considered in analyzing the
effect of regulatory reform.

Key words: Growth, Regulation,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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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와 대기업집단 규제의 정책효과에 대한 연구
-대리인비용의 추정을 중심으로이 원 흠*1)
본 연구에서는 대리인비용(agency costs) 의 크기를 추정함으로써 지주회사제도 및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정책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M&M모형(1958, 1961, 1963) 을 확장하여, 법인세,
도산확률, 무형자산의 자본화, 성장기회 및 대리인비용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서 개발된 기업가
치평가모형과 가중평균자본비용모형을 이용하였다. 동 모형은 법인세, 도산확률, 무형자산의 자
본화 및 성장기회뿐만 아니라, 대리인비용도 존재한다는 전제조건이 추가된 상황에서 기업가치
및 자본비용을 평가하는 모형이다. 동 모형은 기업의 내재가치는 실물자산가치, 무형자산가치,
성장기회가치 및 지급이자의 절세효과와 예상도산비용 및 대리인비용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수
익가치 등 모두 네 부분으로 구성되고, 또한, 세후 가중평균자본비용은 무부채기업의 자본비용,
지급이자의 절세효과 및 예상도산비용, 그리고 대리인비용의 조정항목 등 크게 4부분으로 구성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대리인비용 추정모형을 통해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지주회사의 대리인비용은 비지주회사에 비해 기업가치 대비 9% 가량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기업집단 소속기업에서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의 대리인비용도
비전환회사에 비해 9% 가량 절감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반면에, 대기업집단 소속기업의 대리인비용은 비집단 기업에 비해 기업가치 대비 약
10% 가량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대기업집단의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에 비해 단순화된 지주회사의 출자구조는 각
종 대리인문제를 해소하고, 대리인비용을 낮추면서 기업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
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주회사의 전환과 설립에 대한 규제완화정책은 기대했던 긍정적인 효
과가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핵심용어: 대리인비용, 기업가치평가모형, 지주회사, 대기업집단, 기업지배구조
*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수동 72-1(e-mail: whlee@hongik.ac.kr)
** 이 논문은 2008학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진흥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본 논문에 대해 유익한 논평을 해 주신 두 분의 심사자에게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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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 지주회사

본 연구의 목적은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완화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는가 여부
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기업집단에 대한 정책당국의 규제정
책 목적을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및 그에 따른 대리인문제 해소에 두는 것으로 상정한다.
지주회사(holding company)는 일반적으로 주식소유를 통해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
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의미하지만, 1) 협의로는 다른 회사의 지배를 주
사업으로 하되 공정거래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를 지주회사로 정의한다.2)
기업들이 지주회사를 설립 혹은 전환하여 기업집단의 출자구조를 수직적으로 단순화
하는 데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 1986년 공정거래법 1차 개정 때에 경제력 집중을 우려
하여 지주회사 설립을 금지한 바 있다. 그러나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지배구
조 개선 및 기업경쟁력 강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키 위해 1999년 2월 공정거래법 7차
개정 때에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이 허용되어 2000년부터 순수지주회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후 지주회사의 장단점에 대한 논의가 무성한 반면, 지주회사의 설립이나

1) 지주회사의 사업내용에 따라 순수지주회사(pure holding company)와 사업지주회사(operating holding
company)로 대별한다. 순수지주회사는 상품, 용역의 생산, 판매와 같은 일반사업을 전혀 하지 않고 순
전히 타 회사의 주식지분을 지배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지주회사인 반면, 사업지주회사는 일반사업도
영위하는 지주회사를 의미한다.
2) 공정거래법상에서는 지주회사를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로 구분한다. 일반지주회사는 자산총액이
1,000억 원 이상이고, 당해 회사가 소유하는 자회사의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이어야
하며(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의2, 시행령 제2조 제1, 2항), 금융 및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동시에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4, 5호). 금융지주회사는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금융
지주회사법의 규제를 받고 있다(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금융지주회사는 논의에
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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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이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하다가, 2006년 대규모기업집단 정책에 대한 로드맵이 발
표되고, 2006년 11월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회사제도 개선책을 제시한 이후, 2007년
4월 공정거래법의 개정을 통해 법적으로 지주회사 설립요건과 유지요건을 완화함으로
써 활발히 설립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3)
2007년 4월 현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총 38개, 지주회사에 속해 있는 자회사4)
249개, 손자회사5) 93개 등 총 380개에 달한다.
지주회사가 정부나 학계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인 현실 때문
이다.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출자구조가 복잡하고, 대리인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세계적
으로 유명하다. 6) 따라서 정책당국은 대기업집단으로 대표되는 한국기업의 복잡한 환상
형 순환출자구조를 정부가 법적, 제도적으로 규정하는 바대로 단순한 수직적 출자구조
를 갖는 형태로 변화시킴으로써 투명성과 책임성을 증대하고자 한다.
그러나 거시조직이론 측면에서 기업구조, 특히 정부가 바라는 대로 지주회사화, 수직
적 출자구조의 단순화를 통해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것인가에 대한 의
문이 제기된다. 거시조직이론에서는 기업구조는 거래비용(transaction cost)과 대리인비용
(agency cost)의 두 가지 측면에서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각 기업의 선택에 따라 결

정된다는 것이 정설로 알려지고 있다.7)
과연 지주회사의 설립 혹은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이나 관련규제 완화정책은 거래비
용(transaction cost)과 대리인비용(agency cost) 측면에서 비용의 절감효과가 있는 정책인가
에 대한 실증분석이 필요하다.
지주회사제도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주회사의 대리인비
용 측면에서 특히 장점을 부각하여 강조한다. 8)
3) 한철수(2007), 최충규(2006) 참조.
4) 자회사는 지주회사에 의하여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를 말하며(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의3), 시
행령에서 자회사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지주회사의 계열회사이고, 지주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이 최다
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과 같거나 많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시행령 제2조 제3항).
5) 사업관련손자회사는 자회사에 의하여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를 말하며(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
의4), 시행령에서 자회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내용을 열거하고 있다(시행령 제2조의2).
6) Baek et al.(2004), Claessens et al.(2000), Johnson et al.(2000)
7) 기업을 계약의 집합체로 이해하는 법경제학에서는 거래비용과 대리인비용을 포괄적으로 계약비용
(contract cost)라고도 부른다. Jensen-Meckling(1976), 신석훈(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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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지주회사제도하에서는 자회사, 손자회사 등 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각 개별기
업의 독립경영이 강화되어 각사는 자체사업에 전념하고, 타 회사의 지배권 확보 등 불
필요한 투자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
둘째, 지주회사의 지배주주가 지주회사의 주식을 대량 보유하게 되면 자회사의 사업
기회 유용, 이익 빼돌리기 등과 같은 대주주-경영자 간의 대리인문제가 해소될 것이다.
셋째, 지주회사는 주사업의 성격상 수입원을 자회사의 배당금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
에 주주에 대한 배당정책이 합리화될 것이고, 이는 대주주-경영자 간의 대리인문제 해
소에 기여할 것이다.
넷째, 지주회사제도하에서는 자회사, 손자회사 등 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각 개별기
업의 독립경영이 강화되면 부실기업이 발생할 경우, 더욱 합리적이고 신속한 퇴출결정
이 가능해지고, 따라서 부실기업에 대한 부당지원, 연쇄도산과 같은 불합리한 경영자-채
권자 간의 대리인문제가 해소될 것이다.
다섯째, 지주회사제도하에서는 자회사, 손자회사 등 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각 개별
기업의 출자구조가 단순화되고 독립경영이 강화되어 기업경영상 의사결정에 대한 법적
권리 및 책임소재가 명확하게 되면 투명성과 책임성이 제고되고, 대주주-경영자 간의
대리인문제가 해소될 것이다.
여섯째, 지주회사화는 복잡한 환상형 순환출자구조를 단순한 수직적 출자구조로 전
환시키기 때문에 가공자본에 의한 무리한 기업확장을 방지할 수 있고, 계열사 간 출자
혹은 상호출자를 통해 소수지분만으로 소유권과 괴리된 다수의 의결권을 갖는, 소위 가
공자본에 의한 폐해도 방지할 수 있으므로, 대주주-소액주주 간의 대리인문제가 해소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논거만으로는 거래비용과 대리인비용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지주회사가 전능한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첫째, 지주회사화 및 그에 따른 각 개별기업의 독립경영 강화는 거시조직이론 측면에
서는 기업조직의 외부화 현상으로 분류되고, 이는 독립적 거래상대방의 기회주의적 행
동을 유발시켜 거래비용을 증대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당연히 계약비용 등을 포함하여

8) 권오승(2007), 김상곤(2007), 전삼현(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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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비용의 증가를 야기할 것이다.
둘째, 지주회사제도하에서는 자회사, 손자회사 등 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각 개별기
업의 독립경영이 강화되면,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지주회사 주주와 자회사 주주 간의
대리인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지주회사의 주주 입장에서는 자회사의 사업 성과와
그에 따른 배당금 지급액이 이익의 주된 원천이 된다. 그러나 지주회사의 주주는 법적
으로 자회사의 주주총회의 의결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지주회사의 주주
는 자신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회사의 영업양도, 합병, 해산결정, 정관변경
등 자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사항에 대한 의결권이 없다. 이는 주주-주주 간의 대리인문
제가 야기될 소지가 많은 분야이다.9) 또 다른 유형의 대리인문제도 야기된다.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와 같은 출자구조에 의한 기업결합은 지배와 종속관계를 형성하게 됨으
로써 지주회사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혹은 권리남용에 의한 자회사 자신, 자회사의 소수
주주 및 자회사의 채권자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커진다.10)
셋째, 지주회사제도하에서는 자회사, 손자회사 등 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각 개별기
업의 독립경영이 강화되면 지주회사 이사회와 자회사 이사회 사이에, 그동안 없었던 새
로운 경영자-경영자 간의 대리인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 예를 들면, 자회사의 관리
를 기본업무내용으로 하는 지주회사의 이사회와 독립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회사의 이
사회에 지주회사의 이사가 겸임하는 경우, 자기거래 혹은 배당액 결정 등에서 대리인문
제가 유발될 소지가 많다.11)
넷째, 한국의 실정상, 대부분의 지주회사 설립이나 전환은 자회사가 이미 상장된 이
후에 추진되기 때문에 상장자회사에 대한 지주회사의 지분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이는
앞에서 지주회사의 장점으로 열거된 논거들이 현실화되기 어려운 이유가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0년도 이후 지주회사와 관련된 규제완화정책이 대리인비용
의 절감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지주회사의 대리인비용 문제에 대한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이 상정하고 실증분
9) 박경서(2007), 정준우(2006)
10) 예를 들면, 지주회사에 의한 자회사의 회사기회 유용이나 비자금 조성,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의 제3자 배정, 편법상속 등이 이 유형에 속하는 사례이다[유진희(2006), 권영애(2006)].
11) 김상곤(2007), 이동원(2005), 정준우(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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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시도한다.

가설 1: “지주회사와 소속자회사의 대리인비용은 비지주회사에 비해 낮을 것이다.”
가설 2: “대기업집단 소속기업의 대리인비용은 비집단기업에 비해 높을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법인세, 도산확률 및 대리인비용하에서
의 기업가치평가모형과 가중평균자본비용모형을 소개하고, 이를 이용한 대리인비용의
추정방법론을 정리한다. 제3장에서는 2000년 이후 2007년 4월까지 설립 혹은 전환된 지
주회사와 그 소속회사 및 출자총액제한기업으로 지정된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을
대상으로 대리인비용을 추정하고, 대리인이론의 가설검정 결과를 보고한다.

II. 법인세, 도산확률, 대리인비용하의
기업가치평가모형과 세후가중평균자본비용
1. 모형 전개상 기본가정
기업가치평가와 가중평균자본비용에 대한 모형도출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
은 두 가지 전제적인 가정이 필요하다.
첫째, 기업이 도산할 경우,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금액에 대해 일정비율  로 비례하여
도산비용을 감당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도산확률은 대리인비용과 내재적으로 내생적
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 채권자의 현금흐름에서
차감되는 도산비용이 발생하고, 그 도산비용의 크기는 부채잔액에 대해 외생적인 일정
비율  로 비례하여 발생하는 금액으로 가정한다.
둘째, 기업 내에 경영자, 주주, 채권자 등 다양한 경제주체가 존재하면 대리인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와 발생하지 않을 경우가 있는 것으로 상정한다. 따라서 대리인문제가 발
생할 경우에는 대리인비용은 영업이익에 대한 외생적인 일정비율  로 비례하여 초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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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비용이 영업이익에서 차감되는 것, 즉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력이 훼손되는 것으
로 가정하였다.

2. 현금흐름분석
도산하지 않을 경우와 도산할 경우에, 각 경우별 도산비용 및 대리인비용의 발생을
감안한 채권자와 주주의 예상현금흐름, 기업의 예상현금흐름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산 여부에 따른 경우별 채권자의 현금흐름은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한다. 우선,
도산하지 않은 경우, 시장실세금리로 지급받는 이자액  ×  인 것으로 상정한다. 다
음으로, 도산하는 경우, 기업이 도산하게 되면 주주는 현금흐름에 대한 청구권이 전혀
없어지고, 이때 채권자는 자신이 보유한 채권잔액에 비례하여 도산비용  ×  를 부담
하고 난 이후에 기업의 현금흐름에 대해 청구권을 갖는 것으로 상정하였다. 이 경우에
도 기업의 현금흐름은 대리인비용이 존재하면 영업이익에서 일정률 차감되어
    ×  만큼 될 것이고, 그에 대한 법인세도 납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식 2-1] 채권자의 현금흐름
도산하는 경우:      ×         
도산하지 않은 경우:      
여기서,  : 도산확률
 : 도산비용

 : 부채가치
K d : 타인자본비용

X: 영업이익
 : 대리인비용

AG: 대리인비용 발생 여부에 대한 더미변수
(대리인문제가 발생하면 AG = 1.0, 발생하지 않으면 AG = 0.0)

τ: 법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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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도산 여부에 따른 경우별 주주의 현금흐름은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한다. 우선,
도산한 경우, 주주는 기업의 현금흐름에 대해 청구권이 없는 것으로 상정하였고, 다음으
로,

도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업의

현금흐름에서

대리인비용을

차감하고

    ×  , 채권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법인세도 납부한 이후의 잔여금액이 주

주의 현금흐름이 될 것이다.

[식 2-2] 주주의 현금흐름
도산하는 경우: 0
도산하지 않은 경우:         ×            
여기서, X: 영업이익
 : 대리인비용

AG: 대리인비용 발생 여부에 대한 더미변수
(대리인문제가 발생하면 AG = 1.0, 발생하지 않으면 AG = 0.0)

τ: 법인세율
 : 도산확률

 : 부채가치
K d: 타인자본비용

셋째, 위와 같이 상정한 채권자의 현금흐름과 주주의 현금흐름으로부터 도산경우별
기대값을 구하여 합계하면 기업의 예상현금흐름(expected cash flow of the firm)이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식 2-3] 기업의 예상현금흐름
기업의 예상현금흐름
= 주주의 예상현금흐름 + 채권자의 예상현금흐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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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가치평가모형
M&M(1958, 1963)의 “기업가치 평가원리”를 앞 절에서 도출한 기업의 예상현금흐름에
적용하면 기업의 내재가치를 평가하는 모형이 도출된다.12)
기업의 내재가치를 평가하는 [식 2-4]를 살펴보면, 기업가치는 법인세가 있는 경우의
무부채기업의 수익가치 - 대리인비용 발생액 + 예상절세효과 - 예상도산비용 등 네 가
지 요소로 구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식 2-4] 법인세, 도산확률 및 대리인비용하의 기업의 내재가치

         

   



    ×     


      ×              
 
     ×              


여기서,   
 
  : 예상도산비용
 : 대리인비용

AG: 대리인비용 발생 여부에 대한 더미변수
(대리인문제가 발생하면 AG = 1.0, 발생하지 않으면 AG = 0.0)

 : 법인세율
ρ: 무부채기업의 총자본비용

  : 무부채기업의 기업가치

12) M&M(1958, 1963)의 가치평가원리에 의거하여 도출된 기업의 내재가치는 기본적으로 영업이익을 기
업의 현금흐름으로 상정하고 가치평가를 하는 전체 기업가치 접근법에 의해 도출된 기업의 수익가치
에 해당한다[이원흠(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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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식 2-4]와 같이 도출된 법인세, 도산확률 및 대리인비용하에서의 기업의 내재가
치 공식을 이원흠‧최수미(2004)의 가중평균 기업가치평가모형(WAV) 도출방법을 적용하
여 다시 풀어쓰면, 기업가치는 자산가치와 대리인비용을 차감한 수익가치, 예상 절세효
과와 예상 도산비용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세후 가중평균 기업가치평가모형
이 도출된다.
한편, M&M(1963) 모형의 정리 1에 의하면, 기업의 내재가치는 세후 영업이익을 세
  
후 가중평균자본비용으로 할인하여    와 같이 정의되므로, 다음의 [식

2-5]와 같은 등식이 성립한다.
[식 2-5] 세후 가중평균 기업가치 평가모형의 등가식


 

                    ×      


          
  

               
       

 

여기서, K *o : 법인세, 도산확률, 대리인비용하의 세후 가중평균자본비용
ρ : 무부채기업의 총자본비용
 : 도산확률
  : 예상도산비용
 : 대리인비용

AG: 대리인비용 발생 여부에 대한 더미변수
(대리인문제가 발생하면 AG = 1.0, 발생하지 않으면 AG = 0.0)

h: 기업가치에서 차지하는 수익가치비중
(1-h): 기업가치에서 차지하는 자산가치비중
A: 자산총액
Z: 무형자산축적에 기여하는 당기비용(예, 판매관리비 등)
X: 영업이익
 : 부채가치
 : 법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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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기업의 내재가치와 기업의 성장기회 간의 관계를 밝힌 M&M(1961)의 성장
기회 평가모형에 따라, [식 2-5]를 재정리하면, [식 2-6]이 도출된다.13)
이 식을 법인세, 도산확률, 대리인비용 및 성장기회하의 세후 가중평균 기업가치평가
모형(TAXY-AGENCY-WAV; after-tax-bankruptcy-agency-costs-weighted average valuation model)이
라고 부른다.

[식 2-6] 세후 가중평균 기업가치평가모형(TAXY-AGENCY-WAV)


  

     
                 








 




 



여기서, K *o : 법인세, 도산확률, 대리인비용 및 성장기회하의
세후 가중평균자본비용
h: 기업가치에서 차지하는 수익가치비중
(1-h): 기업가치에서 차지하는 자산가치비중
A: 자산총액
Z: 무형자산축적에 기여하는 당기비용(예, 판매관리비 등)
X: 영업이익
 : 법인세율
 : 미래 투자증가액에 대한 예상수익률
  : 미래 투자증가액

3. 가중평균자본비용모형
기업의 내재가치와 기업의 자본비용 간의 관계를 밝힌 M&M(1963) 정리 2에 따라, 앞
절의 [식 2-5]에 나타난 2개 공식의 등가 관계에서 와   간의 관계를 정리하면, 법인
세, 도산확률, 대리인비용 및 성장기회하의 세후 가중평균 자본비용모형(TAXYAGENCY-WACC; after-tax-bankruptcy-agency-costs-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model)인 [식

2-7]이 도출된다.
13) Copeland-Weston(1983), pp.480-482; 이원흠(2007a, b)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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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7]에서 법인세, 도산확률, 대리인비용 및 성장기회가 존재하는 경우를 상정한
경우 기업가치평가에 사용된 세후 가중평균자본비용 K *o 는 무부채기업의 총자본비용,
대리인비용(지본비용에 + 효과가 있음), 절세효과(자본비용에 - 효과가 있음) 및 도산효과(자본
비용에 + 효과가 있음)의 복합효과 등 네 가지 요인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식 2-7] 세후 가중평균 자본비용모형(TAXY-AGENCY-WACC)


        

  × 


여기서, K *o : 법인세, 도산확률, 대리인비용하의 세후 가중평균자본비용
ρ : 무부채기업의 총자본비용
 : 도산확률
      : 예상도산비용
 : 대리인비용

AG: 대리인비용 발생 여부에 대한 더미변수
 : 법인세율

B/V: 기업의 부채비율
[식 2-7]을 살펴보면, 대리인비용이 세후 가중평균자본비용을 높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법인세, 도산확률 및 대리인비용하에서의 기업의 세후가중평균자본비용 K *o
는 기업의 부채비율이 커질수록 작아지지만, 자본비용의 하락폭은 전적으로 부채비율에
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예상도산비용에 의한 자본비용 상승효과에 의해 상쇄되어 결
정되고, 또한 대리인비용이 클수록 자본비용도 커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대리인비용의 크기 추정통계량
법인세, 도산확률, 대리인비용 및 성장기회가 존재한다는 가정하에서 세후 가중평균
자본비용을 계산하는 [식 2-7] TAXY-AGENCY-WACC모형을 분해하여, 대리인비용의
존재가 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만을 추출해 내면 다음 [식 2-8]과 같이 대리인비용의 존
재만을 고려한 자본비용 계산식이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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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8] 대리인비용만을 감안한 기업의 자본비용

   
   × 
여기서,   : 대리인문제가 있는 경우, AG=1.0, 대리인비용을 고려한 자본비용
ρ : 무부채기업의 총자본비용
 : 대리인비용

AG: 대리인비용 발생 여부에 대한 더미변수

[식 2-8]을 살펴보면, 대리인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고, AG = 1.0인 경우이
기 때문에 무부채기업의 총자본비용보다 자본비용이 상승한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대리인비용의 존재 여부는 [식 2-7] TAXY-AGENCY- WACC모형의 추정과정에
서 대리인비용계수  추정값이 양(+)의 값을 가지면 대리인문제가 있는 것으로 검정할
수 있다. 14)
대리인비용이 존재하면 기업의 자본비용이 상승하고, 기업가치가 하락하므로, 대리인
문제가 없는 경우의 기업가치와 비교하여 그 차이를 구하면 대리인문제 때문에 훼손되
는 기업가치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고, 그에 차이에 의거하여 대리인비용의 크기를 추
정할 수 있다. 15) 다음의 [식 2-9]에 의해 추정된 대리인비용 크기는 자산총액으로 표준
화되었기 때문에 토빈 Q 혹은 내재가치 Q와 절대값 크기의 비교가 가능한 통계량이 될
것이다.

[식 2-9] 대리인비용의 크기: 자산총액의 크기로 표준화




        ×      




여기서, ACost: 대리인비용의 크기
14) TAXY-AGENCY-WAV모형의 횡단면 비선형회귀분석에서 추정된 대리인비용계수가 양수(+)로 나타나
면 대리인비용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고, 음수(-)는 대리인비용이 감소되는 것을 의미한다.
15) 대리인비용 크기는 대리인비용계수를 감안하여 도출한 기업의 자본비용의 변화가 초래하는 기업가치
의 변화액을 자산총액으로 나누어 줌으로써 계산된다. 대리인비용은 기업가치를 하락시키는 크기로 측
정되기 때문에 음수(-)값을 가진다. 그러나 대리인비용이 갖는 비용이라는 성격을 잘 표현하기 위해 양
수(+)값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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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인문제가 있는 경우 대리인비용을 고려한 자본비용
ρ : 무부채기업의 총자본비용

h: 기업가치에서 차지하는 수익가치비중
X: 영업이익
 : 법인세율

A: 자산총액

M&M(1958, 1961, 1963)을 기초 모형으로 상정하여 도출한 “법인세, 도산확률, 대리
인비용 및 성장기회하의 기업가치평가모형(TAXY-AGENCY- WAV)”에 따라 가치평가모형
의 모형계수값을 추정하고, 개별기업의 가치변수에 대한 측정치를 대입하면, 각 개별기
업의 내재가치를 추정할 수 있다. 이 내재가치 추정값을 자산총액으로 표준화하면 “내
재가치 Q”값을 계산할 수 있다. 16)
한편, 부채잔액과 주식의 시가총액을 자본시장에서 관찰하여 합산한 값을 기업의 시
장가치로 상정하기도 한다. 이 시장가치를 자산총액으로 표준화하면 “토빈 Q”값을 계산
할 수 있다.17)
내재가치 Q와 토빈 Q값은 모두 자산총액으로 표준화하여 계산한 추정치이기 때문에,
앞 절에서 소개한 대리인비용 및 절세/도산효과 크기와 절대값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
는 통계량이 될 것이다.

[식 2-10] 내재가치 Q와 토빈 Q
내재가치 



 



토빈 Q  


여기서, IV: 기업의 내재가치 = TAXY-AGENCY-WAV모형의 추정값
MV: 기업의 시장가치 = 부채 장부가총액 + 주식의 시가총액
A: 자산총액
16) 내재가치 Q의 도출과정에 대한 설명은 이원흠(2007a, b) 참조.
17) 토빈 Q의 계산방식과 유용성에 대한 논의는 Chung-Pruitt(199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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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형의 계수 추정방법론
개별기업의 법인세, 도산확률 및 대리인비용 및 성장기회하의 가중평균자본비용
K *o, i 는 가중평균 기업가치 평가모형(TAXY-AGENCY-WAV)의 추정계수를 가중평균 자

본비용모형(TAXY-AGENCY-WACC)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추정할 수 있다.18)
첫째, TAXY-AGENCY-WAV의 모형계수인 무부채기업의 자본비용 ρ , 도산효과계
수  및 대리인비용계수 를 횡단면 비선형회귀분석을 통해 우선 추정하고, 둘째, 추정
된 ρ 값에 예상도산효과의 추정계수값, 대리인비용의 추정계수값과 개별기업의 부채비
율을 적용하면 개별 기업별 법인세, 도산확률, 대리인비용 및 성장기회하의 가중평균자
본비용   를 계산할 수 있다.
즉 기업별 세후 가중평균자본비용 K *o, i 는 모델 파라미터  ,  ,  및 개별 기업의

부채비율   를 이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개별기업의 대리인비용을 감안한 자본비용의 추정이 가능하다는 것은 새
로 개발된 기업가치평가모형을 대리인문제에 관련한 다양한 실증적 연구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기업별 세후 가중평균자본비용 K *o, i 가 도출되면, 성장기회가치를 평가
하기 위해 요구되는 신규투자의 요구수익률  를 횡단면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할 수 있
다. 앞 절의 [식 2-6]에서 첫째 항의 실물자산가치와 둘째 항의 수익가치에 해당하는 값
을 차감한 잔차를 종속변수로 하고, 신규투자액    를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통해 신규투자의 요구수익률  를 추정한다.
즉 다음의 [식 2-11]과 같은 횡단면 회귀분석식을 통해 성장기회가치(  )를 창출하
는 원천인 신규투자수익률( )을 추정하게 된다. [식 2-11]을 살펴보면 MV, V AIP ,  ,
ΔI 등의 정보는 모두 개별회사별로 관찰되거나 추정이 가능한 변수이므로 신규투자로

부터의 신규투자수익률(성장기회 투자수익률) ρ * 를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8) 이원흠(2007a, b)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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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11] 성장기회가치와 신규투자수익률 추정식
             


     
       
   
 


여기서, MV: 기업의 시장가치 = 부채 장부가총액+ 주식의 시가총액
V AIP : 기존투자의 내재가치

= 실물자산가치 + 수익가치(상기 [식 2-6]에서 추정)
V GO : 신규투자의 성장기회가치
V MS =  : 시장의 평가오류(고평가 혹은 저평가 정도)
ρ * : 신규투자수익률(성장기회 투자수익률)

 : 세후 가중평균자본비용(상기 [식 2-7]에서 추정)
  : 미래 투자증가액

III. 분석대상과 가설검증의 결과
1. 표본의 선정
본 연구에서는 표본기업을 (1) 2000년에서 2006년까지 12월 말이 결산기인 거래소
상장기업, (2) 광업, 금융업을 제외한 상장기업, (3) FnGuide로부터 회계자료와 주가자료
를 입수할 수 있는 상장기업, (4) 영업이익이 양수(+)인 기업 등의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광업, 금융업의 경우 그 영업의 성격 및 정부규제의 정도가 타 산업과 구분되기 때문
에 실증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영업이익이 음수(-)인 기업은 기술적 도산기업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절세효과 및
도산비용, 대리인비용의 추정에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영업이익이 양수(+)인 기업만을
대상으로 대리인비용, 도산비용 및 절세효과를 추정한다.
본 연구의 초점인 지주회사와 대기업집단 소속기업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선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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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기업의 지배구조 개혁 및 대기업집단 규제정책의 개선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규제완화가 계속된 지주회사는 매년 4월 말을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
정한 지주회사 및 소속 자회사, 손자회사를 지주회사로 정의하였다. 한편, 대기업집단
소속기업은 매년 4월 말을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출자총액제한 기업 및 상
호출자/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연도별 지주회사 및 대기업집단 소속기
업과 그중 분석대상이 되는 샘플 수의 변화 추이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도별 지주회사 및 대기업집단 소속기업의 변화 추이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전체

지주회사
(일반지주)

6
(6)

13
(11)

17
(13)

19
(15)

24
(19)

25
(22)

31
(27)

40
(36)

분석 대상회사

3

8

8

13

18

22

32

104

대기업집단

30

17

19

17

18

11

14

상호출자/
채무보증 제한

30

30

43

49

51

55

59

분석 대상회사

111

104

110

124

127

127

111

814

주: 1) 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 제외함. 일반지주회사로 분류되는 지주회사, 자회사 및 손자회
사의 수효임. 매년 8월 말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함. 분석대상회사는 그중 거
래소상장, 12월 결산법인 기준으로 선정함.
주: 2) 대기업집단은 매년 4월 말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함 .2000년까지는 30대 대기
업집단을 지정하였음. 2001년 이후의 대기업집단은 상호출자/출자총액제한 기업군을 의미
함. 분석대상회사는 상호 출자/출자총액/채무보증제한 기업군에 소속한 기업 중 거래소 상
장, 12월 결산법인 기준으로 선정함.

2. 검정가설
지주회사는 출자구조가 단순화되고, 투명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업지배구조가 개선
되어 일반적으로 대리인비용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대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출자구조가 복잡하고 지배주주의 과도한 지배력 행사에 따라 기업지배구조가 열악하므
로 대리인비용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 <표 2>와 같
이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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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지주회사는 비지주 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리인비용이 작고, 따라서 지
주회사의 자본비용이 더 낮고, 기업가치가 더 크다.”
가설 2: “대기업집단은 비집단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리인비용이 크고, 따라서 대
기업집단의 자본비용이 더 높고, 기업가치가 더 낮다.”
<표 2> 샘플구분 기준과 대리인비용에 관한 가설
샘플구분 기준

제도적, 법적 기준

대리인비용에 관한 가설

공정거래법에 의거, 지주회사로 전
환, 설립한 지주회사 및 자회사: 공
정거래법상 자산총액 1,000억 원 이
지주회사, 자회사 상, 소유 자회사 주식가액이 당해
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회사
를 지주회사로 정의함(제2조 제1호
의2,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항).

단순한 수직적 출자구조는 투명성
이 제고되고, 부실 자회사에 대한
부당지원이 배제되며, 지주회사 주
식지분율이 높은 지배주주에 의한
자회사의 사업기회 편취, 이익 빼돌
리기 등 Tunnelling의 소지가 감소
되어 대리인문제의 발생소지가 억
제되는 것을 상정함.
가설 1: 지주회사는 비지주회사 기
업에 비해 대리인비용이 작다.

공정거래법에 의거, 자산규모 2조~6
조 원 이상인 기업은 상호출자(제9
조), 출자총액(제10조), 채무보증(제
10조의2), 내부거래의 이사회의결
및 공시(제11조의2) 등에 있어 규제
가 더 강화됨.

대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여타 상장
기업에 비해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대리인문제의 발
생소지가 억제되는 것을 상정함.
가설 2: 대기업집단은 비집단 소속
기업에 비해 대리인비용이 크다.

대기업집단
소속기업

3. 기초통계량
실증분석에 사용되는 전체 샘플 및 각 구분 샘플별 주요 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량은
<표 3>에 제시하였다.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한 것으로 상정한 지주회사의 특징과 기업지배구조가 열악한 것
으로 상정한 대기업집단 소속기업의 특징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19)
19) 기초통계량을 평균값 이외에 중앙값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본문에
서는 편의상 평균값의 특징만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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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특성
변수

기업규모(조 원)
ROIC(%)
매출액회전율(배)
부채비율(%)
이자보상비율(배)
배당성향(%)
투하자산증가율(%)
시설투자증가율(%)
매출액증가율(%)

<표 3> 샘플 기업의 기초통계량 비교
(상단: 평균값, 하단: 중앙값)
분석기간: 2000~2006년
지주회사,
대기업
전체 샘플
대기업집단
지주회사
집단
제외한 샘플
2955
2115
104
814
1.20
0.33
1.67
3.49
0.22
0.15
0.54
1.25
10.39
10.20
12.62
10.89
9.21
9.00
11.83
9.88
1.32
1.08
173
90
10.54
3.28
28.19
18.18
6.96
3.97
9.47
-0.07
13.89
6.86

1.26
1.09
158
82
10.49
3.39
27.50
17.66
7.21
4.07
11.78
-0.08
14.74
6.79

1.59
1.59
95
74
12.80
7.90
31.04
26.57
8.08
4.51
5.11
1.43
22.20
7.93

1.50
1.06
215
122
10.56
2.98
30.06
19.27
6.08
3.88
3.42
-0.05
11.40
7.07

주: 1) 변수의 정의 및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음.
ROIC = (세후영업이익+감가상각비)/투하자산
투하자산 = 순운전자금 + 유형고정자산 + 출자자산
매출액회전율 = 매출액/투하자산, 부채비율 = 이자성부채/자기자본
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지급이자, 배당성향 = 배당금/당기순이익
기업규모 = 총자산 장부가
투하자산증가율 = 투하자산 증가액/ 전년도 투하자산
시설투자증가율 = 유형고정자산 증가액/전년도 유형고정자산
매출액증가율 = 매출액 증가액/전년도 매출
2) 전체 샘플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함.
지주회사 = 공정거래법상 자산규모 1,000억 원 이상, 자회사 주식가액이 당해 회사 자산
총액의 50% 이상인 회사임.
대기업집단 = 공정거래법상 자산규모 2조 원 이상인 계열기업군. 상호출자, 출자총액, 채
무보증 등에서 제한 받음.

66 규제연구 제17권 제 2호 2008년 12월

첫째, 지주회사와 그 소속 자회사는 기업규모가 크고 수익성, 활동성 및 배당성향값
이 전체 평균을 상회하는 모습이고, 특히 부채비율에 대한 규제 때문에 부채비율이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투하자산의 증가율은 전체 평균을 상회하는 데 비해 시설투
자의 증가율이 전체 평균을 하회한다.
둘째,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기업규모가 크고 수익성, 활동성 및 배당성향값이 전체
평균을 상회하는 모습이지만, 특히 부채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투하자산이
나 시설투자의 증가율은 전체 평균을 하회한다. 한편, 지주회사와 비교해 보면, 기업규
모가 2배가량 크고 수익성, 활동성 및 배당성향은 유사한 값을 보이지만, 특히 부채비율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기업가치평가모형의 추정결과
전체 샘플 및 각 구분 샘플별 세후 가중평균 기업가치평가모형(TAXY- AGENCY-WAV)
에 대한 모형계수의 추정값은 <표 4>에 제시하였다. 추정계수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한 것으로 상정한 지주회사(즉 대리인비용의 존재를 상정하는
더미변수 AG를 지주회사이면 AG = 0.0으로 상정함)에 대한 대리인비용계수의 추정결과는 비

지주회사의 대리인비용계수값이 양(+)인 것으로 나타났다.20) 이는, 검정가설에서 예상하
는 바와 같이, 비지주회사의 자본비용이 지주회사에 비해 더 크다는 가설 1을 지지하는
검정결과이다.
둘째, 기업지배구조가 열악한 것으로 상정한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즉 대리인비용의 존재
를 상정하는 더미변수 AG를 대기업집단이면 AG = 1.0으로 상정함)에 대한 대리인비용계수의 추

정결과는, 예상한 바와 같이, AG = 1.0으로 상정한 대기업집단에서 양수(+)값을 나타냈
다. 이는 검정가설에서 예상과 같이 비집단 소속회사가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비해 대
리인문제가 더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가설 2를 지지하는 검정결과이다.
20) 추정계수의 t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전체 샘플의 추정계수값과 지주회사의 대리인비용을 고려한
모형의 추정계수값이 일치한다는 귀무가설에 대한  검정결과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기각되었기 때문에 동 추정계수값을 차후 분석에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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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기업가치평가모형의 가치관련성 계수 추정결과
가중평균 자본비용
설명
Ko(%)
계수
AG = 0.0인AG = 1.0인

경우
경우

샘플수
(구분
샘플수)

수익
가치
계수
h

투자 지식자산
대리인
도산효과
요구 전환계수
비용
계수
수익률
계수








전체

2955

0.330
(2.59)

0.061
(2.43)

2.501
(5.07)

3.330
(0.90)

해당
없음

0.941

지주회사:
AG = 0.0
으로 상정

2955
(104)

0.323
(2.54)

0.044
(2.26)

2.447
(4.94)

3.568
(0.93)

0.252
(2.03)

0.941

샘플
구분

2955
(814)

LR test

5.66

7.77

0.315
(2.47)

0.043
(2.25)

2.498
(5.19)

3.854
(0.95)

0.266
(2.18)

0.942

5.75

8.19

Ho: 전체 샘플의 추정계수 = 대기업집단 샘플의 추정계수
  18.68, p-value = 0.001

LR test
대기업집단 +
지주회사
(전환회사)
AG = 0.0
으로 상정

7.87

Ho: 전체 샘플의 추정계수 = 지주회사 샘플의 추정계수
  10.18, p-value = 0.001

LR test
대기업집단:
AG = 1.0
으로 상정



295
(77)

0.323
(2.54)

0.044
(2.25)

2.446
(4.94)

3.574
(0.93)

0.255
(2.06)

0.941

5.73

7.76

Ho: 전체 샘플의 추정계수 = 대기업집단 샘플의 추정계수
  10.48, p-value = 0.001

주: 1) 파라미터 추정값은 [식 2-6] TAXY-AGENCY-WAV모형에 대한 횡단면 회귀분석 결과임.
주: 1) 가중평균자본비용은 [식 2-7] TAXY-AGENCY-WACC모형에 의거하여 추정한 값의 횡단
면 평균임.
주: 1) 횡단면 회귀분석에는 비선형회귀분석 기법인 RATS의 NLLS를 사용함.
LR test = log likelihood test; 두 샘플 간의 추정계수가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을 검정하는
자유도 1의  검정을 의미함.
주: 2) ( ) 안의 수치는 추정값의 White's heteroscedasticity-adjusted t값임.
주: 2) 유의수준 10%, 5%, 1%의 t값은 각각 1.65, 1.96, 2.57임.
주: 3) 샘플 구분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였음.
주: 2) 지주회사 = 공정거래법상 자산규모 1,000억 원 이상, 자회사 주식가액이 당해 회사 자산
총액의 50% 이상인 회사 및 그 자회사
주: 2) 대기업집단 = 공정거래법상 자산규모 2조 원 이상인 계열기업군. 상호출자, 출자총액, 채
무보증 등에서 제한받음.
주: 2) 전환회사 =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지주회사로 전환한 샘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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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에 의거하면, 지주회사는 출자구조의 단순화 때문에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고,
따라서 대리인비용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대기업집단 중 지주회사로 전
환한 샘플은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한 것으로 상정할 수 있다(즉 대리인비용의 존재를 상정하
는 더미변수 AG를 지주회사로 전환한 회사이면 AG = 0.0으로 상정함). 이에 대한 대리인비용계

수의 추정결과는 비전환회사의 대리인비용계수값이 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검
정가설에서 예상하는 바와 같이, 비전환회사의 자본비용이 지주회사에 비해 더 크다는
가설 1을 지지하는 검정결과이다.
위의 검정결과를 종합해 보면, 대기업집단에는 대리인비용이 존재하여 자본비용이
더 크고, 지주회사는 대리인비용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5. 가설 검증결과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구분샘플별 세후 가중평균 기업가치평가모형(TAXY-AGENCY
-WAV)의 추정계수값에 각 개별기업의 기업가치 결정변수값을 적용하여 계산한 대리인

비용 및 내재가치 Q의 추정값은 <표 5>에 제시하였다. 추정결과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첫째,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한 것으로 상정한 지주회사(즉 대리인비용의 존재를 상정하는
더미변수 AG를 지주회사이면 AG = 0.0으로 상정함)의 대리인비용은 0.0으로 주어진 것이고,

이에 비해 AG = 1.0으로 상정한 비지주회사에서 대리인비용은 양수(+)값인 0.091로 추
정된다. 이는 가설에서 예상한 것과 같이 비지주회사가 지주회사에 비해 대리인비용의
크기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리인비용의 크기가 0.091이라는 것은 비지주회사
샘플의 대리인비용 크기가 지주회사 샘플에 비해 약 9% 가량 더 큰 것으로 해석한다.21)
또한 내재가치 Q값도 지주회사가 비지주회사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
다. 이 결과들은 모두 가설 1을 지지하는 검정결과이다. 22)

21) 내재가치 Q 혹은 토빈 Q값은 1.0을 기본값으로 하기 때문에 대리인비용 0.090은 내재가치 Q 혹은 토
빈 Q값의 약 9%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22) 지주회사와 비지주회사의 대리인비용 및 내재가치 Q에 대한 차이분석에서 t값이 1% 이하 수준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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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대리인비용 크기의 추정결과
샘플구분
기준
(샘플 수)
지주회사:
AG = 0.0
으로 상정
(104)

대리인비용
크기
ACost

내재가치 Q
= IV/A

토빈 Q
= MV/A

지주

0.0

1.397

1.091

비지주

0.091

1.067

0.870

-75.45

2.10

5.36

집단

0.100

1.031

0.973

비집단

0.0

1.388

0.842

44.00

-13.00

8.25

전환회사

0.0

1.451

1.126

비전환회사

0.093

1.068

0.871

-75.89

3.37

5.15

지주 - 비지주
차이분석 t값
대기업집단:
AG = 1.0
으로 상정
(814)

집단 - 비집단
차이분석 t값
대기업집단 +
지주회사
(전환회사):
AG = 0.0
으로 상정
(77)

전환 - 비전환
차이분석 t값

주: 1) 대리인비용 크기는 대리인비용계수를 적용하여 도출한 기업의 자본비용의 변화가 초래하
는 기업가치의 하락액을 자산총액으로 나눈 결과임. 양수(+)는 대리인비용이 존재하는 것
을 의미함.
2) 샘플 구분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였음.
지주회사 = 공정거래법상 자산규모 1,000억 원 이상, 자회사 주식가액이 당해 회사 자산
총액의 50% 이상인 회사 및 그 자회사
대기업집단 = 공정거래법상 자산규모 2조 원 이상인 계열기업군, 상호출자, 출자총액, 채
무보증 등 제한받음.
전환회사 =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지주회사로 전환한 샘플을 의미함.
3) 차이분석 통계량은 평균차이분석 t-test값임. 유의수준 10%, 5%, 1%의 t값은 각각 1.65,
1.96, 2.57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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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기업지배구조가 열악한 것으로 상정한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즉 대리인비용의 존재
를 상정하는 더미변수 AG를 대기업집단이면 AG = 1.0으로 상정함)의 대리인비용은, 예상한 바

와 같이, AG = 1.0으로 상정한 대기업집단에서 양수(+)값인 0.100을 나타냈다. 이는 예
상과 같이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대리인문제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리인비용
의 크기가 0.100이라는 것은 대기업집단 샘플의 대리인비용 크기가 비집단 샘플에 비해
약 10% 가량 더 큰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내재가치 Q값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비
집단 회사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들은 모두 가설 2를 지지
하는 검정결과이다.
셋째, 대기업집단 중 지주회사로 전환한 샘플은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
한다. 따라서 대리인비용의 존재를 상정하는 더미변수 AG를 대기업집단에서 지주회사
로 전환한 회사이면 AG = 0.0으로 상정한다. 이 경우, 지주회사로 전환한 샘플 이외의
샘플에 대한 대리인비용은, 예상한 바와 같이, 양수(+)값인 0.093으로 추정된다. 즉 지주
회사 전환샘플에 비해 대리인비용이 약 9% 더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내재가치 Q
값도 전환회사가 비전환회사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들은
모두 가설 1을 지지하는 검정결과이다.
연도별로 각 샘플별 대리인비용의 변화 추이를 <표 6>에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들어서 대리인비용의 크기가 전 기간 평균보다 약
간 작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첫째, 지주회사의 경우, 지주회사 설립과 전환이 시작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초기
보다 2002년 이후에 대리인비용이 점차 작아지는 모습이 나타났다.
둘째, 대기업집단의 경우, 2002~2004년까지 전 기간 평균보다 높은 대리인비용이 나
타났으나 2004년 이후에는 평균보다 작아지는 모습이 보인다.
셋째, 전환회사는 지주회사와 거의 유사한 연도별 대리인비용의 변화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지주회사 및 대기업집단에서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의 대리인비용이 비지주회
사 혹은 비전환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대리인비
용의 변화는 IMF 외환위기 이후 시행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관련된 법규 및 제도변
화가 2001년도 이후에 본격적으로 효과를 나타냈다는 학계의 보고와 성격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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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대리인비용 크기의 연도별 변화
구 분

대리인비용

전체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지주회사:
AG = 0.0
으로 상정

비지주회사

0.090 0.091 0.093 0.100 0.088 0.092 0.088 0.084

대기업집단:
AG = 1.0
으로 상정

대기업집단

0.100 0.095 0.096 0.107 0.102 0.106 0.099 0.096

대기업집단+
지주회사
(전환회사):
AG = 0.0
으로 상정

비전환회사

0.093 0.093 0.095 0.102 0.090 0.094 0.089 0.086

주: 1) 대리인비용 크기는 대리인비용계수를 적용하여 도출한 기업의 자본비용의 변화가 초래하
는 기업가치의 하락액을 자산총액으로 나눈 결과임. 양수(+)는 대리인비용이 존재하는 것
을 의미함.
2) 지주회사 = 공정거래법상 자산규모 1,000억 원 이상, 자회사 주식가액이 당해 회사 자산총
액의 50% 이상인 회사 및 그 자회사
대기업집단 = 공정거래법상 자산규모 2조 원 이상인 계열기업군, 상호출자, 출자총액, 채
무보증 등 제한받음.
전환회사 =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지주회사로 전환한 샘플을 의미함.

6. 회귀분석을 통한 가설 검증: 종속변수 ACost
앞 절에서 추정한 대리인비용의 추정치에 대한 강건성 분석이 필요하다.
대리인문제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대리인비용의 대용변수를 독
립변수로 선정하고, 대리인비용의 추정치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시행함으로써
강건성 분석을 시도하였다.
대리인비용(이하 “ACost”로 표기함)을 종속변수로 하는 횡단면 다중 회귀분석식은 다음
의 [식 3-1]과 같은 횡단면 회귀식으로 표현된다.

23) IMF 외환위기 시기에 정부 주도로 “5+3원칙”하에 추진된 재무구조,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 회계제도
등 개혁조치들이 2001년도 이후에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었다는 학계의 연구결과를 신동령(2003), 정균
화(2004), 진태홍(2003) 등에서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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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1]
여기서, 종속변수 대리인비용 “ACost”는 <표 5>에서 대리인문제가 있을 것으로 상정
하고 추정한 “비지주회사” 샘플의 대리인비용 추정치 사용함.
독립변수 중 기업특성변수 “Character”는 각각 잉여현금흐름(FCF), 기업규모(SIZE), 판
매비관리비(ZOA), 부채비율(DER), 배당성향(DIV) 등 5개 변수를 의미함.
독립변수 중 지분율 “Ownership”은 각각 기관투자자, 외국인투자자, 대주주, 소액주
주 등 4개 변수를 의미함. 24)
통제변수 “Dummy”는 연도별, 업종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각 연도별, 각 업종별
더미변수를 선정하였음. 업종별 더미변수의 구분은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상의 업종분
류를 기준으로 저기술, 중기술, 고기술제조업 및 서비스유통업 등 4개로 구분함.
다음과 같은 대리인이론의 검정가설에 의거하여 상기 다중 회귀분석식의 추정계수 b,
c에 대한 부호를 각각 예상할 수 있다.25)
가설 1: 잉여현금흐름이 많을수록 대리인비용이 크다(경영자참호 가설): +부호
가설 2: 기업규모가 클수록 대리인비용이 크다(경영자참호 가설): +부호
가설 3: 판매관리비가 클수록 대리인비용이 크다(경영자참호 가설): +부호
가설 4: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대리인비용이 작다(채권자감시 가설): -부호
가설 5: 배당성향이 높을수록 대리인비용이 작다(주주감시 가설): -부호
가설 6: 기관투자자지분율이 높을수록 대리인비용이 작다(주주감시 가설): -부호
가설 7: 외국인지분율이 높을수록 대리인비용이 작다(주주감시 가설): -부호
가설 8: 대주주지분율이 높을수록 대리인비용이 작다(주주감시 가설): -부호
가설 9: 소액주주지분율이 높을수록 대리인비용이 작다(주주감시 가설): -부호
24) 각 변수들의 정의 및 계산방식은 <표 7>의 각주에 명기함.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존재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VIF(variance inflation factor)을 계산하였는데 모든 변수에 대해 VIF값이
약 1.0으로 작게 나타남으로써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함.
25) 대리인비용의 대용변수 선정 및 예상부호에 관한 선행연구 내용은 Jensen-Meckling(1976), Jensen
(1986, 2005), Myers(1983)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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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대리인비용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대용변수의 강건성 분석
설명
변수

추정
계수
예상
부호

FCF

+

SIZE

+

ZOA

+

DER

-

DIV

-

기관투자자
지분율
외국인
지분율
대주주
지분율
소액주주
지분율
상수항
연도더미
업종더미
샘플 수
설명계수

다중
회귀
분석

FCF

SIZE

ZOA

단순 회귀분석
기관 외국인 대주주 소액
DER DIV 투자자 지분율 지분율 주주
지분율
지분율

0.055 0.069
(4.65) (5.64)
-0.002
0.003
(-1.63)
(2.97)
0.143
0.143
(12.19)
(9.95)
-0.003
-0.004
(-1.85)
(-2.51)
-0.003
-0.002
(-1.96)
(-1.92)
-0.002
-0.006
(-0.24)
(-0.69)
0.117
0.125
(10.21)
(11.53)
-0.013
-0.007
(-1.74)
(-0.99)
-0.027
-0.022
(-3.10)
(-3.00)
포함
포함; 2003, 2004, 2005, 2006년도에 유의한 - 추정계수값
포함; 중기술 제조업에서 유의한 + 추정계수값
2468 2846 2852 2851 2852 2852 2474 2474 2474 2474
0.183 0.040 0.013 0.085 0.011 0.012 0.010 0.093 0.010 0.013

주: 1) 파라미터 추정값은 [식 3-1] 모형에 대한 횡단면 다중 혹은 단순회귀분석 결과임.
종속변수는 <표 5>의 비지주회사 샘플의 대리인비용(ACost) 추정치임.
2) ( ) 안의 수치는 추정값의 White's heteroscedasticity-adjusted t값임.
유의수준 10%, 5%, 1%의 t 값은 각각 1.65, 1.96, 2.57임.
3) 설명변수의 정의와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음.
FCF(잉여현금흐름) = (세후영업이익+감가상각비-투하자산증가액)/총자산
SIZE(기업규모) = 총자산
ZOA(판매비와관리비 비중) = 판매비와 관리비/총자산
DER(부채비율) = 총부채/자기자본
DIV(배당성향) = 배당금/당기순이익
기관투자자 지분율 = 정부기관, 금융기관 주식소유 비중
외국인 지분율 = 외국인 개인 및 법인 주식소유 비중
대주주 지분율 = 최대주주 주식소유 비중
소액주주 지분율 = 소액주주 개인 및 법인 주식소유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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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대리인이론의 가설에 대한 검정결과 종합
설명
변수

대리인비용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 추정계수
예상부호

다중회귀분석 단순회귀분석

대리인이론 가설의 지지
여부에 대한 해석

FCF

+

+

+

경영자참호 가설 지지

SIZE

+

유의하지
않음

+

경영자참호 가설
지지하지 않음

ZOA

+

+

+

경영자참호 가설 지지

DER

-

-

-

채권자감시 가설 지지

DIV

-

-

-

주주감시 가설 지지

기관투자자
지분율

-

유의하지
않음

유의하지
않음

주주감시 가설
지지하지 않음

외국인
지분율

-

+

+

주주감시 가설
지지하지 않음

대주주
지분율

-

-

유의하지
않음

주주감시 가설
지지하지 않음

소액주주
지분율

-

-

-

주주감시 가설 지지

그러므로 대용변수 중 FCF, SIZE, ZOA의 추정계수값은 양수(+)로 예상되며, DER,
DIV의 추정계수값은 음수(-)로 예상된다. 한편, 지분율 변수들은 모두 음수(-)의 추정계
수값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한다.
<표 7>에는 회귀분석 결과를 정리하였고, 다음 <표 8>에는 대리인비용에 대한 검정
가설에 대한 분석결과를 정리하였다. 회귀분석 결과의 특징을 요약한다.
첫째, 경영자참호 가설을 대변하는 대용변수 FCF, ZOA와 관련된 대리인비용의 다중
및 단순 회귀분석 추정계수값은 모두 검정가설을 지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SIZE는 검정가설을 지지하지 않는 엇갈리는 결과를 보였다.
둘째, 채권자감시 가설을 대변하는 대용변수 DER 및 주주감시 가설을 대변하는 대용
변수 DIV와 관련된 대리인비용의 단순 및 다중 회귀분석 추정계수값은 모두 가설을 지
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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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주주감시 가설을 대변하는 지분율 변수 중 기관투자자지분율의 추정계수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대주주지분율은 엇갈리는 추정계수를 보임으
로써 검정가설을 지지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외국인지분율의 회귀분석 추
정계수는 가설과 반대의 부호,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추정값을 나타냈다. 이는 대
리인문제에 대한 외국인 주주의 감시기능을 의심하게 하는 검정결과이다.
넷째, 그러나 주주감시 가설을 대변하는 소액주주 지분율과 관련된 대리인비용의 회
귀분석 추정계수값은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소액주주의 지분율이 증
가할수록 소액주주에 의한 경영자감시 기능이 작동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섯째, 2003년 이후 연도더미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추정계수로 나타났
다. 이는 앞 절의 연도별 대리인비용 변화 추이와 일치하는 현상이다.
여섯째, 업종별로는 중기술 제조업종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추정계수로 나타
났다. 이는 저기술, 고기술 제조업종 및 서비스유통업종에 비해 대리인비용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I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대리인비용하의 기업가치평가 모형과 세후 가중평균자본비용의 추정
모형을 적용하여, 지주회사, 대기업집단 및 대기업집단에서 지주회사로 전환한 전환회
사의 대리인비용의 크기를 추정하였다.
새롭게 개발한 법인세, 도산확률, 대리인비용 및 성장기회하의 세후 가중평균 기업가
치평가모형의 모형 파라미터 추정 및 대리인비용의 추정결과, 정책당국의 대기업집단
규제정책과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지원정책의 정책적 효과를 대리인비용의 변화를 통
해 평가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세후 기업가치 가중평균 평가모형과 세후 가중평균자본비용 추
정모형의 추정결과에 의하면 대기업집단 규제정책의 효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지주회사는 출자구조의 단순화와 투명성 제고를 통해 대리인비용의 저하가 기
대된다. 가설에서 예상하는 바와 같이, 지주회사의 대리인비용은 비지주회사에 비해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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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약 9%)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기업집단의 대리인비용은 가설에서 예상한 바대로 비집단기업에 비해 높은
것(약 10%)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기업집단 소속기업 중에서 지주회사로 전환된 회사는 대리인비용, 자본비용
및 기업가치 측면에서 대기업집단 샘플의 성격보다는 지주회사 성격에 더 가까운 것으
로 나타났다. 지주회사로 전환된 기업의 대리인비용이 비전환회사에 비해 더 낮은 것(약
9%)으로 나타난 결과는 지주회사화가 대리인문제의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뒷받침

해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넷째, 연도별로 살펴보면 기업지배구조 개선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정착되는
시기인 2003년도 이후에 추정된 대리인비용이 작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대리인비용 측면에서 평가해 본 지주회사 전환을 지원하는 대기업정책
은 지주회사의 대리인비용 크기가 작아진 것으로 비추어 보면,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정책 중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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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Agency Costs of Holding Companies and
Big Business Groups

Won Heum Lee

We examine the effects of the corporate governance regulations by estimating the size
of the agency costs of the firm. To test the effects, first of all, we develop a firm
valuation model under the assumptions of the existence of corporate taxes, bankruptcy
costs, and agency costs. The model is an extension of M&M models (1958, 1961, 1963).
The model shows that the intrinsic firm values are sum of the four components such
as the value of assets-in-place, the value of intangible assets, the value of growth
opportunities and the compounding effects of tax benefits, bankruptcy costs and agency
costs on the firm value.
And also the model naturally tells us that the after-tax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is determined by the four components such as the unlevered cost of capital, the expected
tax-benefits, bankruptcy costs and agency costs on the cost of capital.
The empirical results in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agency costs of holding companies are about 9% less than non-holding
companies.
Second, the agency costs of big business groups are about 10% higher than
non-business groups.
In sum, the simplified ownership structure of holding companies helps to elimi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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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 agency problems, and, it contributes, in turn, to reduce the size of agency costs and
then to increase the intrinsic values of holding companies.

Key words: Agency Costs, Valuation Model, Holding Companies, Big Business
Groups, Corporate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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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삼익과 영창이 결합하였을 경우 실현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추정하였
다. Cobb-Douglas 생산함수 추정결과 피아노산업에서 규모의 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노동과 자본이 1% 증가할 때 생산량이 약 1.2%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따라서 삼익과 영창이 기업결합 시 120~143억 원 정도의 생산비용이 절감되
는 것으로 추정됐다.

핵심용어: 규모의 경제, 기업결합, 비용절감, 생산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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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004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익과 영창 간의 기업결합을 불허하였다. 삼익은 공
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시정명령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2006년 3월
서울고등법원은 공정거래위원위의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항소하였으나
2008년 5월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불허결정이 타당하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삼익
이 영창을 인수할 경우 국내피아노 시장에서의 인수기업의 시장점유율이 92%에 달해
독과점에 의한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양 기관의 판단이었다.
이론적으로 시장점유율 = 시장지배력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경우는 제한적이다. 그
리고 합병으로 규모경제가 실현되면 비용절감에 의한 긍정적인 효과가 시장지배력 증
대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를 능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익-영창 간의 기업결
합이 성사되지 못한 이유는 법원과 공정위가 기업결합으로 인한 독점의 폐해가 비용절
감효과보다 크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영창과 삼익이 결합했을 경우 규모의 경제의 크기를 추정하고 있다.
규모의 경제는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평균비용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규모에 대
한 보수가 증가할 때 나타난다. 규모에 대한 보수는 모든 생산요소를 비례적으로 증가
시켰을 때 생산량에 나타나는 효과를 의미한다. 예컨대 노동 1% 증가, 자본 1% 증가에
대해서 생산량이 1%(이하, 이상) 증가하면 규모에 대한 보수가 불변(감소, 증가)이라고 한
다. 따라서 규모에 대한 보수가 증가하면 평균비용은 떨어진다.
규모의 경제 존재 여부와 크기를 추정하기 위해서 계량경제학의 기법이 사용되었다.
Cobb-Douglas 생산함수 추정결과 피아노산업에서 규모의 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구체적으로 노동과 자본이 1% 증가할 때 생산량이 약 1.2% 증가하는 것으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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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됐다. 이에 따라 기업결합 시 120~143억 원 정도의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경제효과 이외의 다른 시너지효과(synergy effect)를 고려할 경우 합병에 의한 비용절
감 효과는 더 클 수 있다.
규모의 경제 존재 여부는 국내의 선행연구에서 대부분 비용함수를 통해서 추정되고
있다. 본 연구와 같이 생산함수를 사용해서 규모의 경제를 추정하는 연구는 흔치 않다.
생산함수를 사용한 최근 연구는 김종일․왕규호․정수연(1999)의 연구다. 그들은 생산함
수를 이용하여 9개 업종을 분석하였는데 제1차 금속,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산업에서 규모의 경제를 발견했다.

II. 생산함수의 추정
생산함수는 투입물과 산출물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생산함수의 형태는 생산기술에
의존한다. 일반적으로 생산함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Q=f(L, K) Q: 생산량 L: 노동, K: 자본
α β

구체화된 생산함수로는 Cobb-Douglas 생산함수가 있다.1) 이 함수는 f(L, K) = AL K

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장점은 함수형태를 구체화함으로써 계량경제학적인 추정이 용
이하다는 점이며, 단점은 함수의 형태가 구체화됨으로써 다양한 생산관계를 포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함수를 특정화하지 않을 경우 생산함수는 Translog 함수에 의해서 추정된다. Translog
함수의 추정은 생산함수를 특정화함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으나, 추정할 변수가 많
아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통계적인 유의성이 약화된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 함수를 모두 사용하여 피아노산업에서의 규모의 경제를 추정
하였다. 그러나 Translog 함수의 추정결과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없어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1) Cobb-Doublas 함수는 Douglas 교수와 그의 동료인 Cobb가 제안한 생산함수로 1899~1922년
미국의 제조업의 생산관계에서 유추된 이후 널리 지금까지 사용되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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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에 사용된 Cobb-Douglas 함수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α β T

Q=f(L, K, T)=AL K e

(1)

A는 상수, Q는 생산량, L은 노동, K는 자본, T는 시간
α + β = 1일 경우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
α + β > 1일 경우 규모에 대한 보수 증가
α + β < 1일 경우 규모에 대한 보수 감소
식(1)에 양변에 로그함수를 취하면 (2)가 된다.
Log Q = μ + α log L + β log K +  T

(2)

식(2)의 추정에서 생산량(Q)은 부가가치로 하였다. 국내 피아노산업의 경우 반제품을
수입 조립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생산활동으로 한정하기 위
해 부가가치를 생산량으로 삼았다. 부가가치는 매출액에서 원재료비를 감해서 산출했
다. 불변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매출액은 피아노가격지수, 원재료비는 생산재재료용가격
지수로 나누었다. 자본(K)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공구와기구, 차량운반구를 합산한
것을 해당 가격지수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노동(L)은 종업원 수로 하였다. 시간(T)는 기
술적인 변화를 포함한 변수이다.2) 추정기간은 자료 입수가 가능한 기간인 1986~2004년
으로 하였다. 기업별로 구분된 횡단면 시계열 자료가 사용되었고, 기업자료는 각 회사의
사업보고서에서, 가격지수자료는 통계청 사이트에서 구하였다.
<표 1> 변수별 평균, 평균, 표준편차, 최대, 최소
(단위: 천 원, 명)
구 분

부가가치(Q)

종업원 수(L)

자본(K)

평균

86,513,840

3,137

47,053,266

표준편차

34,962,670

1,799

13,327,458

최대

144,842,757

6,453

65,810,748

최소

17,812,411

201

9,848,473

2) Binswanger(197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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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변수에 대한 설명
변수

내

용

Q

매출액
원재료비
―――――――― — ―――――――――――
피아노가격지수
생산재재료용가격지수

L

종업원 수

K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공구와기구
차량운반구
―――――― + ――――――― + ―――――― + ―――――― + ――――――
건물가격지수 구축물가격지수 기계가격지수 기계가격지수 운수장비가격

주: 영창은 별도로 건물부속설비항목을 두고 있지 않고 있지만, 삼익의 경우 대차대조표에 건물
부속설비항목이 있어 이를 건물에 포함하였다. 1997년 이후로 영창은 공구와기구, 비품이 합
산 기표되어 있어 1996년의 비율로 안분, 공구와기구의 액수를 산출하였다

III. 추정결과
<표 4>는 OLS(Ordinary Least Square method)에 의한 추정치를 보여주고 있다. R-squared
는 0.9로 높은 적합도를 보여주고 있다. 노동과 자본의 계수들도 1보다 작아 한계생산물
체감법칙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규모의 경제 존재의 판단이 되는 α + β는
약 1.25 정도로 1보다 크다. 1.25의 의미는 자본과 노동이 각각 1% 증가할 때 생산량이
1.25%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용 증가보다 생산량 증가가 훨씬 크다는 것으로 규
모의 경제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피아노산업에 상당한 정도의 규모의 경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통계적인 검증 결과도 α + β = 1이라는 가설을 1% 유의수준에서 기각하고 있어
α + β > 1은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3> 참조).
<표 3> H0: α+ β= 1, H1: α + β ≠1 에 대한 Test 결과
분자의 자유도

분모의 자유도

F-값

Pr > F

1

34

8.02

0.007

통계적 추정치가 교란항에 대한 부적절한 가정으로 편이 될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서 이분산(Heteroskedasticity)과 자기상관(autocorrelation)의 문제를 교정한 GLS(Gener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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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st Square method) 방법으로도 추정하였다. 추정결과는 OLS의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

지 않고 있다. 모든 추정방법에서 일관되게 α + β > 1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α + β
의 합도 OLS의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표 4>, <표 5> 참조).

<표 4> OLS에 의한 Cobb-Douglas 생산함수의 계수 추정, 1986~2004년 DATA
μ

-0.480
(-0.30)

α

0.5307
(6.22)

β

0.7283
(6.84)



0.1651
(14.27)

R-squared

0.9046

Adjust
R-squared

0.8967

주: ( ) 안은 t값
<표 5> Cobb-Douglas 생산함수의 계수 추정, 1986~2004년 DATA
등분산(Homoskedasticity)

이분산(Heteroskedasticity)

자기상관(autocorrelation)

자기상관(autocorrelation)

μ

0.7145
(0.43)

0.6423
(0.38)

α

0.5481
(6.31)

0.5381
(6.44)

β

0.6525
(6.04)

0.6615
(6.17)



0.1653
(13.03)

0.1647
(13.17)

Log
likelihood

16.971

17.121

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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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기업결합으로 인한 한계비용 변화
Cobb-Douglas 생산함수 Q=ALα Kβ에 대응하는 비용함수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TC = aQ
AC = aQ

1/(α+β)
(1-α-β)/(α +β)

MC = AC/(α+β),

α β

α β 1/(α+β)

a= (α+β)b, b=(w r /Aα β )

여기서 TC: 총비용, AC: 평균비용, MC: 한계비용, W: 임금, r: 자본비용이다. 위의 관
계를 이용해서 기업결합으로 인한 한계비용 변화를 추정하였다.
합병 이전의 한계비용과 생산량을 각각 MCb, Qb, 합병 이후의 한계비용과 생산량을
a

a

a

b

a

b (1-α-

각각 MC , Q 라 하면 합병 이전과 합병 이후의 한계비용의 변화는 MC /MC =(Q /Q )
β)/(α+ β)

이다.

<표 4>와 <표 5>에 따르면 최대값이 α + β = 1.258, 최소값 α + β = 1.199이다.
<그림 1>은 α + β = 1.258, α + β = 1.199일 경우 각각의 경우 생산량 증대에 따른
각각의 한계비용 감소를 보여준다. 상위선은 α + β = 1.199일 경우 하위선은 α + β =
1.258일 경우의 MC a/MCb의 변화를 나타낸다.
<그림 1> 생산량 증가에 따른 한계비용 변화
1.02

한계비용 변화

1
0.98
0.96
0.94
0.92
0.9
0.88
0.86
1

1.2

1.4

1.6

생산량 변화

1.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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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에 따르면 α + β = 1.258일 경우 생산량이 20% 증가하면 한계비용은 4%, 생
산량이 50% 증가하면 한계비용이 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α + β = 1.199일 경우
생산량이 20% 증가하면 한계비용이 3% 감소, 50% 증가하면 한계비용이 7% 정도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량이 100% 증가하면 α + β = 1.258일 경우 한계비용이 13%
감소, α + β = 1.199일 경우 한계비용이 1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결합으로 탄생된 단일기업이 삼익과 영창의 생산량을 합한 만큼 생산한다면, α
+ β = 1.258, α + β = 1.199일 경우 한계비용은 각각 7.1%, 5.8%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3)
<표 6> 생산량 증가에 따른 한계비용 변화
생산량 변화
=MCa /MCb

α + β = 1.258

α + β = 1.199

1

1

1

1.1

0.980643

0.984306

1.2

0.963299

0.970193

1.3

0.947614

0.957389

1.43

0.929271

0.942364

1.5

0.920208

0.934919

1.6

0.908108

0.924958

1.7

0.896887

0.915697

1.8

0.886435

0.907052

1.9

0.87666

0.898948

2

0.867486

0.891328

3) 2004년 삼익의 생산량은 813억5,415만2천 원(불변부가가치), 영창의 생산량은 355억9,546만5
천 원(불변부가가치)이다. 따라서 합병할 경우 삼익을 기준으로 하면 생산량은 43% 증가한
1,169억4,961만8천 원(불변부가가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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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기업결합에 의한 비용감소 규모
기업결합에 따른 비용감소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 TC=aQ1/(α +β)의 관계를 이용하였다.
b1

b1

b2

b2

기업1의 총비용과 생산량을 각각 TC , q , 기업2의 총비용과 생산량을 각각 TC , q ,
합병 전 두 기업의 비용 합을 TCb, 기업1과 기업2가 합병하여 단일기업이 됐을 경우 총
a

a

b

1/(α+ β)

비용을 TC 라 하면, 총비용의 변화는 TC /TC =(δ+1)

1/(α+β)

/ (δ

b1

b2

+1)이다. δ=q /q 이다.

<표 4>과 <표 5>에 따르면 최대값이 α+β =1.258, 최소값 α+β=1.199이다. 2004년 삼
익의 생산량은 813억5,415만2천 원(불변부가가치), 영창의 생산량은 355억9,546만5천 원
(불변부가가치)이다. 2004년도 영창을 기준으로 하면 δ=2.285이다. α+β =1.258일 경우 약

12%, α+β=1.199일 경우 약 10%의 비용절감이 추정된다.
2004년의 영창과 삼익 생산량(부가가치)의 합은 1,169억4,961만8천 원(불변가격)이다.
2004년 이를 생산하기 위해서 영창은 309명, 자본(불변가격)은 98억4,847만3천 원, 삼익
은 201명을 고용하였고 자본(불변가격)은 331억1,007만9천 원을 투입했다. 그런데 이 경
우 시장수요를 영창과 삼익이 양분함으로써 규모의 경제효과가 반감된다. 두 기업이 결
합하였을 경우 시장수요는 단일 기업에 의해서 충족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규모의 경
제로 인해 노동과 자본은 합병 이전보다 적게 투입될 것이다(<표 7> 참조).
<그림 2>는 이러한 관계를 평균비용으로 나타낸 것이다. Q1, Q2를 각각 영창과 삼익
의 기업결합 이전의 생산량이라 하고, Q1+Q2= Q1+2를 기업결합 이후의 단일기업의 생산
량이라 하자.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평균비용은 Q1 , Q2를 두 개의 독립된 기
업이 생산할 때보다 단일기업이 Q1+Q2를 생산할 때 낮아진다. 따라서 규모의 경제가 존
재할 경우 단일기업이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비용측면에서 효율적이다.
생산비 절감은 비교 우위가 있는 생산공정을 공유하고, 중복부문을 정리함으로써 달
성될 수 있다. 삼익은 케이스 도장에서 영창은 건반생산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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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기업결합 전후의 평균비용 변화
평
균
비
용

O

Q1

Q2

Q1 +2

생산량

추정은 2004년의 자본과 노동 간의 비율을 합병 이후에도 유지한다는 가정에 근거한
다. 기업결합 후 α + β = 1.258 경우 노동과 자본이 과거보다 약 12% 줄어든 종업원 440
명, 자본 377억5,197만6천 원, α + β = 1.19 경우 종업원 451명, 자본 387억1,434만7천
원을 가지고 2004년도의 삼익과 영창을 합한 생산량을 생산할 수 있다. 2004년의 영창
과 삼익의 매출원가에서 원재료비를 제외한 비용의 합이 1,189억1,200만 원인 점을 고
려한다면 규모경제 실현에 의한 비용절감은120∼143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표 7> 기업결합 전후의 생산요소 투입량의 변화(2004년 기준)
구 분

합병 전

합병 후(단일기업)

삼익

영창

삼익+영창

α + β=1.258

α + β=1.199

종업원 수(명)

201

309

510

440

451

자본(불변, 천 원)

33,110,079

9,848,473

42,958,553

37,751,976

38,714,347

주: 자본=건물/건물가격지수+구축물/구축물가격지수+기계장치/기계가격지수+공구와기구/기계
+가격지수+차량운반구/운수장비가격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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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 론
추정결과에 피아노산업에서는 상당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 즉 생산량이 증대됨
에 따라 평균비용이 하락한다. 그런데 피아노 수요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한 생산량 증대는 과당경쟁을 초래한다. 과당경쟁은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
켜 기업 도산을 야기한다. 도산기업의 자산은 인수나 청산의 대상이 된다. 도산기업이
동종기업이 아닌 제3의 기업에 의해 인수될 경우 인수기업은 다시 과당경쟁에 직면 다
시 도산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에서 도산의 악순환을 방지하면서 기업의 경쟁
력을 제고 하는 데는 기업합병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의 한계는 데이터의 제약으로 Cobb-Douglas생산함수 이외의 다른 형태의 유
의한 생산함수를 추정하지 못하는 데 있다. 따라서 생산관계를 Cobb-Douglas 형태로 특
정화함으로써 발생하는 추정오류의 위험이 있다. 그러나 높은 R-square값이 의미하는
모형의 뛰어난 적합성은 추정오류가 그다지 크지 않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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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Savings in Mergers between Piano Manufactures

SangKwon Kim

I estimated the expected cost-savings that might result from the merger of two piano
manufacturers, Samick and YoungChang. This estimation was based upon duality
between cost and production function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cost-savings would
amount to about 12.0∼14.3 billon won if the merger between Samick and YounChang
were allowed.

Key words: economies of scale, merger, cost-saving, production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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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전환이 자회사의
경영성과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곽수환*, 최석봉**1)
지주회사 도입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제도도입에 따른 한계점과 대응방안을 단편적으
로 기술한 데 반하여, 본 연구는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이 자회사의 경영성과 및 기업가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 제도의 유용성을 검증하였다. 지주회사는 그룹 전
반에 대한 전략적·기술적 방향을 결정하지만, 이러한 방향에 따른 실행은 자회사를 통해서 나타
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지주회사제도의 가장 큰 혜택은 자회사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실증분
석은 2007년 현재 지주회사로 분류된 233개 자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전환 전후의
효과비교이므로 paired t-검정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ROA와 당기순이익이 전환 전에 비해 전
환 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서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자산과 순자산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기업가치를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 추가적으로 전반적인 업황이나 경기호전으로 인한 집단적 효과를 제거한 후 순수한 지주
회사 전환으로 인한 기업개별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2007년도 기준 최대 718개의 대응집단을 구
성하여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일부 경영성과(ROA) 의 증가가 재증명되었다.
한편, 지주회사로 전환 시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얼마나 소유할 것인지는 전환 시의 중
요한 의사결정 사항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주비율이 경영성과 및
기업가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지주비율을
독립변수로 하고 경영성과와 기업가치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그 결과
자회사에 대한 지주비율은 자회사의 경영성과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데, 2차함수 형태의
비선형적인 관계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주회사로의 전환은 자회사의 경영성과 및 기업가치에 비선형적인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
였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성과 및 가치의 감소를 초래하나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집단의 경우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경영성과 및 기업가치 증가에 힘써야 할 것이고, 정부는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용이하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용어: 지주회사, 기업지배구조, 자회사의 경영성과, 자회사의 기업가치
*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대구시 북구 산격동 1370(e-mail: shkwak@knu.ac.kr)
** 교신저자,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대구시 북구 산격동 1370(e-mail: sbchoi@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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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기업경영감시체제가
미흡했던 우리나라의 경우 재벌의 경제력 집중, 독점 등을 우려해 지주회사제도를 법률
로 금지해 왔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촉발된 기업의 구조조정과 더불어 1999
년 4월에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이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다. 이는 지주회사제도를 통하
여,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뿐만 아니라, 지배구조의 투명성 및 기업내
부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비교우위가 있는 사업을 특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지주회사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
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1,000억 원 이상이며 당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회
사의 주식가액이 해당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회사를 의미한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 2000년 1월 1일 SK E&S가 처음으로

지주회사로 설립된 후 2007년 8월 말 현재 일반지주회사 36개와 금융지주회사 4개로
그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향후 CJ(주)와 (주)두산 등도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예상되며 이러한 증가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 2007).
2007년 말 8월 현재 우리나라의 지주회사는 총 262개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6개의 일반지주회사가 233개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4개
의 금융지주회사가 29개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
2007). 금융지주회사란 지주회사이기는 하지만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일반지주회

사와는 다른 특별한 행정적 규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융지주회사법에서 별도로 규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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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주회사로 설립 또는 전환된 경우, 이들 지주회사는 부채비율의 제한(부채 ≤
2 × 자본), 자회사지분율의 제한(40% 이상), 자회사 외의 국내회사 주식취득 제한, 금융업

또는 보험업과의 분리 등의 행위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는 시정조치, 과징금, 벌금 등이 부과된다.

최근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대체로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복잡한 순환출자 형태로 얽힌 기업집단보다는 지주회사 체계가 기업지배구
조의 투명성과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지주회사 전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등 정부의 지주회사설립 요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기업지배구조의 투명
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투자와 영업부분이 분리됨으로써 경영효율성이 향상되고 이로
인하여 기업가치가 극대화되는 등 궁극적으로 주주의 부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
문이다(정도진, 2008).
이처럼 지주회사 체계로의 전환이 기업경영성과 및 기업가치를 높일 것으로 인식하
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증적 검증은 거의 제시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
주회사제도가 과연 실제로 기업의 경영성과와 가치증가에 기여했는지, 그 유용성을 실
증적으로 검증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발표된 선행연구의 경우, 지주회사와
지주회사에 대응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비교하여 지주회사제도의 유용성을 검
증하는 접근을 시도하였으나 이는 단편적이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그 결과가 매우 제한
적이다(정도진, 2008).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기존연구의 한계점과 정책전환에 따른 실증연구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지주회사제도의 유용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
고자 한다.
첫째, 본 논문에서는 지주회사 체계로의 전환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전환 전과 전
환 후의 일정기간 동안의 경영성과와 기업가치 등을 직접 비교한다.
둘째, 지주회사 체계로의 전환효과 또는 유용성을 더욱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지
주회사보다는 자회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왜냐하면 지주회사제도가 도입됨으
로써 지주회사는 신사업의 전략적 전개 등 그룹 전체를 총괄하는 전략적 경영을 주도하
고, 자회사는 이러한 전략적 방향성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경영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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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즉 지주회사제도로 인한 사업의 효율성 증가, 조직구조의 개선 등 1차적인 수혜자
는 자회사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환효과로서의 경영성과 및 기업가치를 비
교하기 위해 지주회사 자체가 아닌 자회사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셋째,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주비율이 자회사의 경영성과 및 기업가치에 어떻
게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한다. 지주비율을 결정하는 것은 지주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
일 뿐만 아니라, 자회사 측면에서도 경영성과와 기업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판
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중요한 세 가지 측면에서 지주회사 전환의 타당성과 유
용성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기존연구의 확장과 함께 현재 활발히 추진
되고 있는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에 대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과 기업 전략적 함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연구가설
1 지주회사의 주요 현황
<표 1>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의 주
요 요건이 있으며, 지주회사로 설립되거나 전환되는 경우 그 행위에 제한사항을 두고
있다. 이러한 요건들의 주요 취지는 지주회사가 실질적으로 주식의 소유를 통해 자회사
의 사업내용을 지배하게 하는 것으로서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하지 않으면 지주회사로
인정받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지주회사의 지배범위를 국내회사로 한정하였는데,
이는 국외자본으로 설립한 지주회사라 하더라도 자회사가 국내에 소재하고 있고 활동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범위로 본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또한
지주회사의 경영활동에 제한 사항들을 두어 회사 내부의 재무적 건실성과 실질적 지배
를 통한 본래의 역할이 최대화되도록 규제하고 있다.
지주회사로의 전환은 최근 들어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1>에서 보듯
이, 2004년 8월 말 22개에서 2007년 8월 말 40개사로 불과 3년 사이 두 배에 가까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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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추세를 보였다. 특히 2006년 9월에서 2007년 8월 기간 중 SK(주), (주)금호산업 등 13
개사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신규전환한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지주회사에서 제외
된 회사는 4개로 나타났다. 이러한 꾸준한 증가는 지주회사체제가 시장에서 긍정적 평
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현상이며, 이에 맞추어 정부도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
된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여 왔다(공정거래위원회, 2007). 예를 들면 2007년 4월과 7월
에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지주회사설립 요건을 완화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주회사의 부
채비율 한도를 종전 100%에서 200%로 완화하고, 자회사지분율 요건도 종전 상장회사
30%에서 20%로, 비상장회사 50%에서 40%로 완화하였다. 더 나아가,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촉진책으로, 재정적인 인센티브도 마련하였는데, 예를 들면 2006년 12월 개정된
법인세법에 의하면, 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수익에 대한 법인세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공정거래위원회, 2007).
<표 1> 지주회사의 주요 요건 및 행위의 제한사항
구 분

주요 요건

1)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
식이나 지분을 소유하여야 한다.
2)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
하여야 한다.
지주회사
3)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이
설립 및
1,00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전환 시
4) 당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가액이 해당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이
어야 한다.

제한사항
1) 지주회사는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여 부채를
보유할 수 없다.
2) 지주회사(또는 자회사)는 자회사(또는 손자회사)
의 발행주식 총수 중 40% 미만으로 소유할 수 없
다(상장법인 등의 경우에는 20%).
3)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을 당해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또한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4)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
위하는 회사 외의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
으며, 반대로 일반지주회사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
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
다.

자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조

102 규제연구 제 17권 제2호 2008년 12월

<그림 1>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수 증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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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07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분석, 2007, p.3.

한편, 지주회사의 재정 상태나 내부 운영실태도 건전한 상태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2007년 8월 기준 40개 지주회사의 경우, 부채비율이 기준조건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
며,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지분율도 비교적 높게 유지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예를 들
면 <표 2>에서 보듯이, 2007년 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34.1%로 지주회사 부채비
율요건(200%)을 크게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도 공정거래위원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262개 자회사 및 96개의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평균이 각각 76.1%, 76.8%로
법적 요건 수준인 상장회사의 경우 20%, 비상장회사 경우 40%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공정거래위원회, 2007). 또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도 기준 일반지주회사
는 평균 6.5개의 자회사와 2.3개의 손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최
근 3년간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따라서 앞으로도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
및 신규설립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도 이에 맞추어 각종 규제완화 조치
및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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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일반지주회사의 부채비율 및 자회사보유 현황(2004~2007년)
구 분

2004

2005

2006

2007

부채비율

54.4%

28.6%

24.7%

34.1%*

자회사 수 (평균)

137 (7.4)

137 (6.2)

167 (6.2)

233 (6.5)

손자회사 수 (평균)

36 (2.0)

48 (2.2)

46 (1.7)

81 (2.3)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07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분석, 2007, p.3.

2. 선행연구
대리인 이론을 중심으로 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초기 선행연구들은 어떻게 하면 경
영자(대리인)의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Berle and Means, 1932; Jensen and Meckling, 1976). 기업지배구조란 기업이 기업활동에 필요

한 각종 자원을 효과적으로 할당하고 이에 대한 이익을 공평히 분배하게 하는 일련의
내부 통제 메커니즘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기
업의 지배구조와 기업의 각종 성과, 예를 들면 혁신이나 재무성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기업의 다양한 전략적 행동들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중요한 이론적 틀을 제공하였다
(Wright et al., 2005). 또한, 이러한 이론은 왜 나라마다 다른 독특한 기업지배구조를 가지

게 되며, 이를 운영하는 통제 시스템이나 그 속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소유지분자들
(shareholders)의 역할들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연구로 발전되어 왔다(Claessens et al.,
2000; Hoskisson et al., 2004).

한편, 실증연구들은 주로 기업의 지배구조를 이루고 있는 각종 개별변수들이 어떻게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최고 경영자의 특성(Allgood
and Farrell, 2000; 김민수 외, 2006), 이사회의 역할(Klein, 2002; Baek et al., 2004), 기업설립자와

그 가족, 경영자 및 고용인 등 내부자들의 소유지분(Chang and Hong, 2000; Tseo et al., 2004),
외국인 투자자 역할(Khanna and Palepu, 2000; Douma et al., 2006), 그리고 기관투자자의 역할
(David et al., 2001; Tihanyi et al., 2003) 등이 있다. 한편, 한국에서도 최근 부각된 건전한 기

업지배구조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기업의 형식적 특성들과 더불어 이사회나 감사위원회
등의 역할과 기업성과와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노력들이 활발해지고 있다(손성규 등, 2004;

104 규제연구 제 17권 제2호 2008년 12월

전규완, 2004; 윤봉한․오재영 2005; 정도진, 2008).

우리나라 지주회사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제도 도입에 따른 한계점과 대응방안 등을
기술한 제한적인 연구가 실행되었으며, 사례분석이나 계량적인 분석은 극히 드문 상태
이다. 선행연구들을 요약하면 세 가지의 연구경향을 보이는데, 첫째는 지주회사의 도입
에 따른 부작용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제도의 도입이 시기상조임을 주장한 내용들이
다(현경숙, 1998; 이화성, 1999; 신현대, 2002). 이들 연구는 지주회사의 도입이 원래 금지 취
지였던 경제력 집중현상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며, 또한 현재 우리나라 기업
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지주회사 행위의 과도한 제한 조건들은 이 제도도입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였다. 둘째는, 지주회사 도입에 따른 세제
법상의 여러 정책이슈들에 집중하고 있다(이우택, 2000; 강도현, 2001). 예를 들면, 지주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의 통합과세 방법 등에 대한 조
세체제의 균형 있는 정비가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제제도의
국제화를 통한 외국인투자 유치방안을 조세측면에서 연구하였으며(강도현, 2001), 황인옥
(2001)은 지주회사 설립절차를 세분화 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증

권거래법상의 문제점에 대해 밝히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일부 기업경영측면
에서의 연구들은 지주회사 도입이 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외자유치의 수단이라는 측면
이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지주회사만 가지는 고유의 기능이라고 보는 것은 이론적
타당성이 매우 제한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신현대, 2002). 일부 또 다른 연구들의 경우
지주회사의 설립이 주가상승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음을 사례로 분석하거나(김동찬,
2003), 지주회사와 그렇지 않은 출자제중심의 회사 간의 비교를 통해 지주회사 도입에

따른 성과 여부를 간접적으로 증명하려고 노력하였다(정도진, 2008).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지주회사제도가 직접적으로 기업의 경영성과나 가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라기보다는 제도도입의 찬반과 관련된
이슈를 규제제도적인 측면에서 기술하는 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지
주회사제도의 타당성과 유용성을 자회사의 성과를 통해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기업이 지주회사로 전환하게 되면 투자와 영업활동이 분리됨에 따라 경영성
과가 어떻게 변하게 되어 기업가치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를 제도도입의 전후를 중심
으로 자세히 살펴보고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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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설설정
지주회사로 전환됨에 따라 가장 큰 변화를 받는 것은 자회사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투자와 영업활동이 분리되면서 경영효율성 향상으로 인한 효과를 가장 빨리 체득하는
것이 자회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자회사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욱 적합할 것이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여, 이를 검정해 보기로 한다.
먼저, 본 연구는 지주회사제도가 자회사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가
정한다. 이는 세 가지 측면에서 그 논리를 뒷받침할 수 있다.
첫째, 지주회사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전략적 그룹경영과 사업의 분리를 가능케 한다.
이는 경영자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제시해 줌으로써 효율적으로 사업을 경영할 수 있
게 한다. 따라서 자회사의 경영자는 사업에만 열중할 수 있으므로 경영의 효율성을 높
일 수 있게 되며, 이는 경영성과의 증가로 이어진다. 예를 들면 지주회사는 그 특성을
살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자회사가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힘든 부문들,
특히 경영전략, 연구개발, 재무관리 등에 집중하면 되고, 자회사는 본래의 사업에만 전
력하면 된다.
둘째, 지주회사는 자회사들 간의 경쟁촉진방안,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성과 평가는
자회사 간 협력과 경쟁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여 자회사에 경영노하우나 서비
스를 제공한다. 즉 자회사는 본래 수행하였던 여러 가지 본사의 기능을 지주회사가 적
절히 수행하므로 본사기능의 축소로 인한 비용절감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셋째, 지주
회사의 수익은 자회사의 경영성과로 인한 배당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자회사의 경영성
과가 최대화되도록 하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세 가지의 중요한 측면을 볼 때, 본 연구는 지주회사제도가
자회사의 경영성과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가설을 설정할 수 있겠다.
가설 1a: 지주회사제도는 자회사의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우리나라 경우 지주회사제도로의 전환 및 설립에 영향을 주게 된 직접적인 촉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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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외환위기 당시 계열기업 간의 상호출자나 상호보증으
로 인한 한 기업의 부실이 기업집단 전체의 연쇄도산으로 이어지는 기이한 현상을 경험
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집단인 재벌의 특징적인 지배구조에 기인한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대기업의 구조조정 및 지배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지주회사제
도를 추진하게 되었다. 즉 지주회사제도로의 전환은 이러한 기업지배구조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증가시키므로 투자자들로부터 다른 기업집단보다 그 기업의 가치를 높게 평
가 받을 수 있는 것이다(이우광, 1997).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자회사의 사업실패에 대하여 지주회사는 자신의 출자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면 되므로 연쇄도산으로부터 회사 전체의 위험을 회피할 수 있
다. 반면 기존 대기업의 계열회사 지배형태인 사업부제의 경우에는 한 사업부의 실패가
회사 전체의 부실로 이어지곤 하였다. 따라서 지주회사제도는 자회사가 더 안정적인 기
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기업가치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기업구조조정을 더욱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체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비핵심 사
업부분을 매각하고 핵심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장기적으로 경영성과는 물론 기업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비경쟁적인 사업을 매각하거나, 인수합병
시, 사업부제나 순환출자방식에 비해 그 방법이 훨씬 용이하며 거래비용도 줄일 수 있
는 장점이 있다(이우광, 1997). 따라서 이러한 구조조정의 노력은 투자자들로부터 기업가
치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지주회사로의 전환은 상품과 자본거래 관계의 명료화로 기업지배구조와 경영
의 투명성을 증가시켜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는 국제적인 경영규
범인 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기업지배구조 개선뿐 아니라 기업의 회계시스템도 개선되
어 더욱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지주회사제도의 전환은
연결재무제표제가 도입되므로,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회계절차의 투명성, 정보의 공개
등이 실현되며, 이를 통하여 경영의 투명성 및 회계제도의 개선을 가져와 기업가치를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정도진(2008)의 연구에 의하면, 지주회사 전환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주회사를 가
지고 있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보다 훨씬 기업가치가 높게 평가
받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주회사의 도입이 자회사의 기업가치에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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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1b: 지주회사제도는 자회사의 기업가치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설 1과 더불어 지주회사의 지주비율이 자회사의 경영성과 및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고 있을 것으로 가정한다. 일반적으로 대리인이론을 중심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 인정하고 있듯이, 기관투자자는 충분한 주식의 보유를 통해 대리인비용을 감
소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여왔으므로 기업의 성과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기관투자자는,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감시․견제할 충분한 능
력과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관투자자들은 자신이 투자한 기업들에게
자본의 투자뿐만 아니라 경영노하우를 자문하고 기업경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모니터
함으로 기업성과에 긍정적으로 기여했음을 선행연구들은 밝히고 있다(Grossman and Hart,
1980; McConnell and Servaes, 1990; Del Guercio and Hawkins, 1999). 또한 이러한 대량의 주식

을 소유하고 있는 기관투자자들은 기업의 단기 순이익뿐만 아니라 건실성을 높이는 중
요한 의사결정, 예를 들면 연구개발투자나 다각화 전략추진 등에도 기여하여 기업의 가
치를 증가시킨 것으로 입증되었다(David et al., 2001; Tihanyi et al., 2003).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았던 시기에는 은행과 이들과 관련된 투자회사들이 위
험성이 높은 대규모의 기업 연구개발 과제 등에 안정적인 자금을 제공하여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여 왔다(Opler and Sokobin, 1997; Bushee, 1998; Chang et al.,
2006). 또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내부(예: 이사회)나 외부(예: 주식시장, 금융 감독기관) 감시

기능이 미비한 제도적 환경하에서, 기관투자들은 일반투자자에 비해 외부감시기능과 정
보제공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따라서 기관투자들이 주식을 많이 보유한 기
업일수록 기업의 지배구조나 건실성을 높이 평가받아 기업성과와 가치를 상승시키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지주회사는 기업의 전략적인 본사기능을 보유하고 있고, 자회사에 대해 단일
대규모 주식보유자로서 기관투자자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본 연구에서는 가정한다. 따
라서 지주회사의 지주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성과 및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
로 기대하며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며, 이를 검증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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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a: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주비율은 자회사의 경영성과와 정(+)의 관계에 있
을 것이다.

가설 2b: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주비율은 자회사의 기업가치와 정(+)의 관계에 있
을 것이다.

III. 표본선정과 연구모형
1. 표본선정
본 연구에 이용된 자료는 2007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
사 현황분석을 활용하였다. 금융지주회사와 일반지주회사는 그 성격이 다름에 따라 36
개의 일반지주회사만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한편, 일반지주회사는 233개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일반지주회사 및 이들의 모든 자회사에 대해 전수조
사를 시도하였다. 이 기업들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는 아래의 <표 3>에서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달성을 위해 분석에 사용된 표본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첫 번
째 가설인 가설1a와 1b의 검정과 관련된 지주회사 전환 전후의 효과 비교에 대한 표본
의 경우, 지주회사제도가 도입되기 이전 3년인 1997년부터 최근 2007년까지의 총11년
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각 기업별 지주회사 설립 또는 전환일이 서로 상이하므로,
각각의 설립 또는 전환일을 기준으로 전환 전 3년 자료와 전환 후 3년 자료를 각각 추
출하여 분석에 활용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각 기업마다 분석에 이용된 자료의 수와 기
간이 전환일에 따라 상이하게 되었다.
비교기간을 전환 전과 전환 후의 3개년으로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주회
사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안 되어서 많은 자료를 활용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둘째, 비
교기간이 길어질수록 지주회사제도 변경으로 인한 순수한 효과보다는 법․제도적 요인,
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배제하기 위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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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지주회사 현황, 2007년 8월 말 현재(자산총액 순)
(단위: 개, %, 백만 원)
지주
부채
자회사수
구분
지주회사명
설립/전환일 자산총액
비율(%) 비율(%) (상장사수)
에스케이㈜
2007-07-03 6,478,840
88.3
86.3
7 (4)
㈜엘지
2001-04-03 4,604,367
103.3
8.6
14 (6)
금호산업(주)
2007-01-01 3,886,836
65.8
240.9
11 (2)
(주)지에스홀딩스
2004-07-07 3,272,941
95.0
24.7
5 (1)
(주)태평양
2007-01-01 1,370,473
68.2
12.3
4 (2)
에스케이이엔에스(주)
2000-01-01 952,997
94.5
14.8
10 (3)
(주)씨제이홈쇼핑
2007-01-01 856,166
71.0
86.4
5 (0)
삼성종합화학㈜
2004-01-01 793,678
96.7
2.7
1 (0)
(주)세아홀딩스
2001-07-03 729,109
91.2
23.7
14 (1)
(주)대교홀딩스
2001-05-04 687,974
94.2
4.2
7 (1)
(주)한진중공업홀딩스
2007-08-01 587,178
54.1
52.3
4 (1)
(주)드림파마
2007-04-02 527,963
63.8
104.1
5 (0)
(주)농심홀딩스
2003-07-10 449,373
97.8
24.4
6 (2)
일
(주)넥슨홀딩스
2007-01-01 439,149
61.0
10.2
2 (0)
(주)온미디어
2000-06-15 412,069
60.1
4.0
8 (0)
반
(주)동원엔터프라이즈
2001-04-16 373,455
90.5
66.4
11 (3)
대상홀딩스(주)
2005-08-01 311,448
73.4
1.0
4 (2)
지
(주)화성사
2000-04-01 309,936
99.9
0.0
1 (0)
티에이에스자동차손해사정서비스(주) 2007-04-01 302,810
94.8
1 (0)
주
동화홀딩스(주)
2003-10-01 281,656
56.4
20.1
11 (0)
(주)에이치씨엔
2006-01-01 279,744
87.1
0.9
9 (2)
회
2003-03-11 262,370
58.0
65.9
14 (0)
(주)풀무원
에이오엔이십일(유)
2007-01-01 237,854
67.3
32.9
9 (0)
사
㈜케이피씨홀딩스
2006-09-01 224,577
59.6
6.6
7 (4)
(주)이수
2003-08-01 202,612
69.3
80.0
4 (2)
(주)디피아이홀딩스
2006-06-02 188,803
67.6
43.4
8 (1)
(주)다함이텍
2004-01-01 169,974
63.5
2.7
4 (0)
(주)대웅
2002-10-02 169,289
83.5
5.9
13 (1)
(주)엘아이지홀딩스
2006-01-01 153,643
83.2
1.7
4 (0)
(주)케이이씨홀딩스
2007-01-01 137,593
56.6
6.8
4 (1)
바이더웨이씨브이에스홀딩스(주)
2007-01-01 129,651
96.0
45.5
1 (0)
평화홀딩스(주)
2006-05-02 122,304
81.1
14.4
6 (1)
(주)네오위즈
2007-04-26 120,957
58.2
56.5
6 (0)
한국컴퓨터지주(주)
2002-05-27 118,502
98.5
6.4
10 (3)
(주)비에스이홀딩스
2006-01-01 110,194
92.7
3.6
2 (0)
(주)차산골프장지주회사
2006-01-01 100,238
70.8
1 (0)
소계
36개
233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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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금융
지주
회사
소계
총계

지주회사명

설립/전환일 자산총액

(주)신한금융지주회사
우리금융지주(주)
(주)하나금융지주
한국투자금융지주(주)
4개
40개사

2001-09-01 15,003,632
2001-03-27 13,793,521
2005-12-01 7,803,440
2003-05-30 2,462,924

지주
비율(%)
85.2
98.5
98.2
81.3

부채
비율(%)
32.1
15.6
0.1
33.7

자회사수
(상장사수)
11 (1)
9 (1)
5 (0)
4 (0)
29 (2)
262 (45)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07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분석, 2007, p.9.

한편, 자회사에 대한 지주비율이 자회사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표본으로는 2004
년부터 2007년까지의 총 4년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가설 검정 2a와 2b). 본 연구에서
활용한 지주비율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기로 하였는데, 지주비율
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2004년부터 제공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의 자료부터 2007
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었다.

2. 연구모형
(1) 주요 변수
먼저, 경영성과의 지표로 총자산수익률(ROA)과 당기순이익을 이용하기로 하였다. 총
자산수익률(ROA)은 총자산 대비 당기순이익의 비율1)로 계산되었다. ROA는 주주와 채
권자를 포함한 전체 투자자의 관점에서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측정하게 된다. 즉 경영자
가 자본의 원천과는 무관하게 확보된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하였는가를 측정
하는 척도인 것이다.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서 법인세 등의 세금을 차
감한 세후순이익으로 계산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 기업가치의 지표로는 총자산, 순자산, 경제적 부가가치(EVA)모형
세 가지를 이용하기로 하였다. 총자산은 대차대조표상의 기말 총자산으로서 총부채와
총자본의 합과 같으며,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하여 측정하였다. 특히, 경제
당기순이익
총자산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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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부가가치(EVA) 모형은 회계학적 모형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1982년 Stern Stewart
& Co.에서 개발한 것이다. EVA는 회계항목들을 조정하여 더 정교화된 가치창조 성과
를 측정하는 개념이며, 기업이 고유의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순가치 증가분을 의미한
다.
EVA = 세후 영업이익 - (투하자본×가중평균자본비용)
위의 산식에서 알 수 있듯이 EVA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투하자본으로 인한 수익은
증가하면서 자본비용은 감소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EVA의 창출 여부는 투하자본에
대한 수익률이 투하자본에 대한 비용을 상회하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다. Biddle
et al.(1997)의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성과지표와 EVA 간에 차이가 존재하지 않음을 밝혔
고, Milunovich and Tsuei(1996)는 전통적인 성과지표 및 EVA 중 주가를 가장 잘 설명하
는 것은 EVA라는 것을 분석하였다. 또한 변종국 등(2004)은 기업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EVA의 유용성을 제시하였다. EVA모형의 경우 가중평균자본비용 계산 시 자본자산 가
격결정모형을 사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이때 무위험이자율은 3년 만기 국고채 연평균수
익률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주비율은 자회사의 총 소유지분 대비 지주회사가 차지하는 지분을 비
율로 측정하였다. 그 외 기업의 경영성과 및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통제
하기 위해, 매출액, 부채비율, 전환연수 등을 포함하였다. 매출액은 손익계산서상의 총
매출액을 자연로그로 취한 값을 이용하였으며, 부채비율은 총자산 대비 총부채의 비율
로 계산하였으며, 전환연수는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전환된 이후의 지주회사체제 경험연
도수로 측정하였다.

(2) 연구모형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효과를 검정하기 위해서는 전환 전과 전환 후의 경영성과와
기업가치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로 하였는데,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는 paired t-검정법
이 적합하다. Paired t-검정은 두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는 분석방법이지만, 두 집단의 표
본이 독립적으로 추출된 것이 아닌 짝지어진 표본 데이터, 즉 개별대상으로부터 어떤
처리에 대한 전후 두 개의 짝진 관찰치를 데이터로 추출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김종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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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2008).

또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주비율이 자회사의 경영성과 및 기업가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회귀분석법을 이용하여 분석하기로 하였는데, 이때
지주비율을 독립변수로 하고 경영성과와 기업가치를 종속변수로 이용하였으며, 연구모
형을 위한 산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경영성과(ROA, 당기순이익),
  : 지주비율,

  : ln매출액,

  : 기업가치(총자산, 순자산, EVA)
  : 부채비율,

  : 전환연수

IV. 실증분석
본 장에서는 분석에 활용된 변수들의 기초통계량 분석 및 연구가설 검정을 통해 지주
회사로의 전환이 자회사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지주비율이 경영성과 또
는 기업가치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게 된다.

1. 기술통계량 분석
분석 대상인 36개 일반지주회사의 지주회사 변경 전 3개년과 변경 후 3개년의 자회
사 경영성과 및 기업가치를 비교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표들의 기초통계량 분석을 해보
았다. 총 233개의 자회사 중 전환 전 또는 전환 후의 성과자료의 확보가 가능한 기업의
수는 171개였다. 이들 기업의 ROA, 당기순이익, 총자산, 순자산, EVA를 전환 전과 전
환 후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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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기초통계량 분석결과
(단위: 천 원)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전환 전

150

.01744

.15378

-.95408

.33348

전환 후

171

.04681

.08554

-.27697

.52255

당기 전환 전
순이익 전환 후

150

29,255,635

149,461,332

-253,003,181

1,604,276,568

171

40,436,654

168,682,252

-96,774,760

1,642,451,318

전환 전

150

502,194,258

1,562,594,883

393,541 14,785,478,146

전환 후

170

690,990,826

2,270,864,079

1,362,527 18,143,048,865

전환 전

150

213,857,831 779,086,383.856

-39,677,076

전환 후

171

304,442,586

1,120,169,254

-28,782,977 11,437,485,222

전환 전

109

18,068,503

129,186,367

-293,393,604

1,188,960,096

전환 후

141

18,732,186

105,520,834

-137,694,383

1,005,597,871

233

.74212

.266539

.100

1.000

ROA

총자산

순자산

EVA

지주비율

8,230,466,609

ROA의 경우, 지주회사 전환 전의 평균은 1.7%였으나, 전환 후의 평균은 4.6%로 약
3%가 증가하였다. 당기순이익의 경우, 지주회사 전환 전의 평균은 292억 원이었으나,
전환 후의 평균은 404억 원으로 약 112억 원이 증가하였다. 총자산의 경우, 지주회사 전
환 전의 평균은 5,021억 원이었으나, 전환 후의 평균은 6,909억 원으로 약 1,888억 원이
증가하였다. 순자산의 경우, 지주회사 전환 전의 평균은 2,138억 원이었으나, 전환 후의
평균은 3,044억 원으로 약 906억 원이 증가하였다. EVA의 경우, 지주회사 전환 전의 평
균은 180억 원이었으나, 전환 후의 평균은 187억 원으로 약 7억 원이 증가하였다. 이상
에서 보는 바와 같이 5개 경영성과 및 기업가치를 나타내는 지표 모두에 있어서 지주회
사로 전환된 이후의 성과가 이전에 비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33개 자회사
에 대한 지주비율은 평균 74% 정도로 나타났고, 최소 10%에서 최대 100%로 조사되었
다.
본 연구에서는 지주회사 전환 전과 후의 차이에 대한 성과분석이 주목적이다. 따라서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의 차이(=지주회사 변환 후의 값 - 지주회사 변환 전의 값)가 중요한 변
수가 되는 것이고, 이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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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주요 변수의 Pearson 상관관계
구 분

ROA차이

순이익차이 총자산차이 순자산차이

EVA차이

지주비율

ROA차이

1

.180*

-.012

-.019

.217*

.026

순이익차이

.180*

1

.483**

.343**

.554**

-.179*

총자산차이

-.012

.483**

1

.932**

.079

-.272**

순자산차이

-.019

.343**

.932**

1

-.069

-.229**

EVA차이

.217*

.554**

.079

-.069

1

.017

지주비율

.026

-.179*

-.272**

-.229**

.017

1

주: **, *는 유의수준 0.05, 0.1에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함.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ROA차이는 당기순이익차이 및 EVA차이와 양(+)의 상관관계
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순이익이 증가하면 ROA도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일
반적인 상식과 일맥상통하게 ROA차이와 순이익차이는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EVA차이와도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총자산차이, 순자산차이,
지주비율과는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기순이익차이는 ROA차이 이외에 총자산차이, 순자산차이 및 EVA차이와는 양(+)
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지주비율과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총
자산, 순자산 및 EVA가 증가하면 당기순이익도 증가하게 되지만, 지주비율의 증가는
순이익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총자산차이는 당기순이익차이 이외에 순자산차이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지주비율과는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총자산과 순자산은 같
은 방향성을 보일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와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당기순이익차이 및
지주비율과의 상관성은 있는 반면, ROA차이 및 EVA차이와의 상관관계는 존재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자산차이는 당기순이익차이 및 총자산차이와는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지주
비율과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ROA차이 및 EVA차이와는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VA차이의 경우 ROA차이 및 당기순이익차이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즉 EVA차이는 순이익차이와 상관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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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 순자산차이, 지주비율과는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주비율의 경우 당기순이익차이, 총자산차이, 순자산차이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2. 지주회사 전환 전후의 자회사 성과 및 기업가치 비교(가설 1a 1b 검정)
먼저, 가설1a와 1b를 검정하기 위해 지주회사제도가 자회사의 경영성과 및 기업가치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회사 경영성과 및 기업가치에
대한 지표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ROA, 당기순이익, 총자산, 순자산, EVA를 변수
로 선택하였다. 한편, 이들 변수를 지주회사 도입 전과 후로 비교하기 위해 도입 전 3개
년 평균값과 도입 후 3개년 평균값을 구한 다음, 이들 값들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
기 위해 paired t-검정을 이용하였다. Paired t-검정의 특성상 도입 전과 도입 후의 자료
가 모두 있어야 하므로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없는 자회사의 경우는 분석대상에서 제외
되어 총 147개 회사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표 6> 전환효과 차이에 대한 paired t-검정 결과
(단위: 천 원)
구 분
ROA차이

평균

표준편차

d.f.(자유도)

t

유의확률

.02403

.11666

146

2.498

.014**

당기순이익 차이

10,654,632

74,586,965

146

1.732

.085*

총자산 차이

93,184,258

372,917,286

146

3.030

.003***

순자산 차이

62,522,722

298,968,178

146

2.536

.012**

EVA차이

3,256,557

65,485,633

102

.505

.615

주: ***, **, *는 유의수준 0.01, 0.05, 0.1에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함.

분석결과 ROA차이, 당기순이익차이, 총자산차이, 순자산차이에서 통계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ROA의 경우 평균 2% 정도의
증가가 이루어졌고, 당기순이익의 경우 평균 106억 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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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총자산의 경우 평균 931억 원 정도 증가했으며, 순자산의 경우 평균 625억 원 정
도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EVA의 경우도 평균 32억 원 정도의 증가가 이루어
졌으나 통계적인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경영성과 및 기업가치 측정변수로 선정된 5가지 지표 중
4가지에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서 지주회사제도로의 변화가 자회사의 성과에 긍정적
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즉 가설 1a와 1b는 지지된 것이다.

3. 지주회사와 대응집단의 비교분석
지주회사로의 전환에 따른 순수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지주회사 전환 전후의 시
장상황에 따른 변화 요소가 제거되어야만 할 것이다. 특히, 긍정적인 시장상황이라면 지
주회사로 전환하지 않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기업의 성과는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이후부터 매년 지주회사로의 전환 또는 설립이 이루어지고 있
는 실정이다. 지주회사의 경우는 전환 또는 설립연도의 특정시점이 중요한 변수이므로
이것이 시장상황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대응집단의 경우는 중요한 특정시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교분석을 위해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이 가장 많이 발생
한 연도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2)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조사결과 총 36개 지주회사 중
2007년에 12개의 지주회사가 설립 또는 전환되었다. 따라서 2007년을 기준으로 지주회
사의 기업성과와 대응집단의 기업성과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또한, 2007년의 경우 코
스피지수가 1897.13포인트로 마감되어 전년대비 32.3%나 상승하여 경기가 크게 개선되
는 기간이므로 시장상황을 고려하기에 적합한 시점이라 하겠다. 즉 동일한 시장상황하
에서 전환기업의 기업성과와 대응집단의 기업성과를 비교하기 위해, 2007년을 기준으
로 이전과 이후의 지주회사 전환기업과 대응집단을 비교함으로써 시장요인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2) 2003년도와 2006년도를 기준으로 동일한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분석가능 샘플수의 부족과 유의미한 통
계결과가 확인되지 않아서 본 연구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를 연구의 한계로 밝히며, 분석의 시점 고려
시 시장상황의 호전시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코스피지수의 변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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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대응집단으로는 일부 기존의 연구들이 사용했듯이(정도진, 2008), 공정거래위원
회가 규정하고 있는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출자총액 제한 기업집단, 채무보증 제한
기업집단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기업집단은 주식의 소유를 통해 기업을 지배하는 지주
회사와 그 성격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기업집단 중 이미 지주회사로
전환된 기업을 제외하고 총 900개의 기업을 분석대상으로 결정하였다. 12개의 지주회사
는 총 59개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재무제표가 제공되지 않는 기업을 제외하고
분석에는 최대 38개 기업이 이용되었다. 900개의 대응집단의 경우에도 재무제표를 확보
할 수 없는 기업을 제외하고 최대 778개 기업이 분석에 활용되었다.
<표 7> 지주회사와 대응집단의 2007년 기준 성과비교
(단위: 천 원)
비교 기준

총자산차이

순자산차이
당기순이익
차이
EVA차이

매출액차이

ROA차이

Group

N

평균

지주회사

38

121,658,967

대응집단

778

80,372,491

지주회사

38

84,913,109

대응집단

776

40,237,281

지주회사

38

24,010,019

대응집단

777

5,884,652

지주회사

26

-22,550,504

대응집단

159

-32,481,901

지주회사

35

94,292,209

대응집단

731

76,936,503

지주회사

38

0.0491

대응집단

777

-0.0110

Levene 등분산 Group 차이 평균차이검정
F(p-value)
(지주-대응)
t(p-value)
0.670
(0.413)

41,286,476

0.667
(0.505)

6.131
(0.013)

44,675,827

1.409
(1.159)

1.600
(0.206)

18,125,367

0.955
(0.340)

1.218
(0.271)

9,931,397

0.247
(0.805)

1.978
(0.160)

17,355,705

0.312
(0.755)

0.089
(0.765)

0.0601

2.514
(0.012**)

주: **는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총자산차이를 살펴보면, Levene의 등분산 조건이 충족되고 있으므로 지주회사와 대
응집단은 분산이 유사한 것으로 가정하고 분석하였다. 두 그룹 간의 차이는 412억8,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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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천 원으로 나타났으나,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지주회사의 총자산 증분이 대응집단의 총자산 증분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순자산차이, 당기순이익차이, EVA차이, 매출액차이 모두에서도 지주회사와 대응집단
이 등분산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때의 Group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이러한 기준에 따른 Group 간 차이를 살펴보면 지주회사의 차
이가 대응집단의 차이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ROA차이를 살펴보면, 지주회사와 대응집단이 등분산임을 알 수 있고, 두 그룹 간의
차이가 0.0601로 나타나서 통계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일한 시점
을 기준으로 지주회사의 2006년 ROA와 2007년 ROA의 증분차이는 대응집단의 2006년
ROA와 2007년 ROA의 차이증분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동일시점
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이러한 접근은 같은 기간 내에 발생한 시장요인을 제거한 순수한
효과를 반영하는 것이다.
한편, <표 6>에서 시장요인을 통제하지 않았을 경우의 지주회사 전환효과는 ROA차
이, 총자산차이, 순자산차이의 세 가지 평가기준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표 7>의 시장요인을 통제한 경우에서는 ROA차이에 있어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또한 총자산차이와 순자산차이의 경우 통계적인 효과가 존재하지는 않았지만,
양(+)의 차이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시간이 더 흐른 후 누적의 효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
로 차이가 존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용할 수 있는 샘플의 한계로 분석
할 수 없었지만, 지주회사제도가 더욱 활성화되어 더 많은 기업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때가 되면 이러한 누적된 순수효과를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지주비율이 자회사의 경영성과 및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가설 2a 2b 검정)
지금까지의 분석결과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자회사의 경영성과 및 기업가치의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렇게 지주회사로 전환될 때 가장 큰 어려
움 중의 하나는 자회사에 대한 지주비율을 얼마로 가져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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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거래법상 지주비율에 대한 규정은 상장사에 대해서는 30% 이상, 비상장사에 대해서
는 50% 이상 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최대 100%까지 보유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지
주비율이 자회사의 경영성과 및 기업가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회사에 대한 지주비율이 자회사의 경영성과 및 기업가치에
정(+)의 영향을 주고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여 이를 검정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
해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자료를 통합하여 하나의 표본으로 간주하여 분석하기로
하였다.
우선, 지주비율이 경영성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여기서 종속변수인 경영성과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ROA와 당기순이익을 사
용하였다.
먼저 지주비율이 ROA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지주비율로 회귀분
석을 시도하였다(<표 8-1> 참조).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이 나오지 않거나(ROA),
부(-)의 값이 도출되어(당기순이익) 가설에서 예상한 결과와 상이하였다. 따라서 추가적으
로 지주비율과 지주비율의 제곱값을 독립변수로 재구성하여 지주비율과 경영성과 사이
에 비선형관계가 있는지 회귀분석을 재실시해 보았다. 그 결과, <표 8-2>에서처럼 지주
비율, 지주비율의 제곱, 매출액, 부채비율이 ROA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주비율과 매출액은 ROA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지주비율의 제
곱과 부채비율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지주비율은 정(+)의 관
계에 있고, 지주비율의 제곱값은 부(-)의 관계에 있으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난 것으로 보아 지주비율은 경영성과와 2차함수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겠다. 결국 지주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ROA가 증가하다가, 지분이 일정수준을 초과하게
되면 오히려 ROA가 감소하는 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주비율이 당기순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지주비율과
지주비율의 제곱값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그 결과, <표 8-2>에
서처럼 지주비율은 부(-)의 관계에 있고, 지주비율의 제곱값은 정(+)의 관계에 있으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두 변수는 2차함수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결국 지주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당기순이익은 감소하다가, 지분이 일정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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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 지주비율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선형회귀분석 결과
경영성과

ROA

당기순이익

지주비율

-0.012

0.041

-0.301***

-0.059**

매출액

-

0.067

-

0.818***

부채비율

-

-0.330***

-

-0.033

전환연수

-

0.060

-

-0.034

2

Adj R

0.000

0.105

0.090

0.692

F value

0.070

14.464***

46.933***

259.544***

N

474

462

474

462

주: ***, **는 유의수준 0.01, 0.05에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함.
<표 8-2> 지주비율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비선형회귀분석 결과
경영성과

ROA

당기순이익

지주비율

.898**

.831***

-1.872***

-1.232***

지주비율2

-.919**

-.691**

1.587***

1.178***

매출액

-

.264***

-

.493***

부채비율

-

-.384***

-

-.105**

전환연수

-

.004

-

-.062

Adj R2

.012

.148

.135

.290

F value

3.895**

17.060***

37.866***

38.569***

N

474

462

474

462

주: ***, **는 유의수준 0.01, 0.05에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함.

초과하게 되면 오히려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는 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지주비율과 경영성과의 관계분석 결과, 지주비율과 ROA의 관계는 지
주비율이 증가하면 ROA도 증가하다가 나중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지주비율
과 당기순이익의 관계는 지주비율이 증가하면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다가 나중에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반대의 결과가 아니라 지주비율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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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성과가 비선형적인 관계에 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내용이다(McConnell
and Servaes 1990; Morck et al., 1988; Stulz, 1988; 박기성, 2001; 김주현, 1992).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는 지주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경영성과가 초기에 증가하다가
일정수준이 지난 이후 감소하는 위로 볼록한 관계를 보이기도 하고(McConnell and Servaes,
1990; Stulz, 1988), 초기에 감소하다가 일정수준 이후 오히려 증가하는 아래로 볼록한 관

계를 보이기도 한다는 기존연구와 일치한다(Morck et al., 1988; 박기성, 2001; 김주현, 1992).
지금까지는 지주비율이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고, 이제부터
는 지주비율이 기업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여기서 종속변수
인 기업가치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총자산, 순자산, EVA를 사용하였다.
먼저 지주비율이 기업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9-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주비율과 기업가치변수들 사이에 부(-)의
값을 나타내거나 유의미한 통계값을 얻지 못하였다. 따라서 비선형관계에 있음을 가정
하고 2차 함수를 가정하여 회귀분석을 재실시 하였다. 즉 지주비율과 지주비율의 제곱
값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9-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출액, 부
채비율, 지주회사로 전환된 후의 연수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주비율과 부채비율 및 전환연수는 부(-)의 영향을 미치고, 지주비율의 제곱과 매출액
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앞선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지주비율과
총자산은 2차함수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지주비율이 증가함에 따
라 총자산은 감소하다가, 지주비율이 일정수준을 초과하게 되면 오히려 총자산이 증가
하는 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주비율과 순자산 및 EVA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지주비율은 부(-)의 관계를
보이고, 지주비율의 제곱은 정(+)의 관계를 보이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지주비율과 총자산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지주비율과 순자산 및 EVA는 2
차함수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지주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순자산
및 EVA는 감소하다가, 지주비율이 일정수준을 초과하게 되면 오히려 증가하는 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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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 지주비율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선형회귀분석 결과
기업가치

총자산

순자산

EVA

지주비율

-0.333***

-0.065***

-7.632***

-0.075***

-0.252***

-0.045

매출액

-

0.922***

-

0.869***

-

0.677***

부채비율

-

0.004

-

-0.042*

-

-0.047

전환연수

-

-0.055***

-

-0.051**

-

-0.017

0.111

0.885

0.110

0.788

0.063

0.469

2

Adj R

F value

58.960*** 885.177*** 58.245*** 428.824*** 24.223***

N

474

462

474

462

78.873***

360

354

주: ***, **는 유의수준 0.01, 0.05에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함.
<표 9-2> 지주비율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비선형회귀분석 결과
기업가치

총자산

순자산

EVA

지주비율

-2.119***

-1.369***

-2.048***

-1.364***

-1.004***

-.465

지주비율2

1.804***

1.296***

1.733***

1.297***

.761**

.452

매출액

-

.528***

-

.527***

-

.475***

부채비율

-

-.069*

-

-.121***

-

-.072

전환연수

-

-.081**

-

-.080**

-

-.058

Adj R2

.170

.352

.164

.340

.070

.221

F value

49.320***

51.110***

47.289***

48.452***

14.567***

21.009***

N

474

462

474

462

360

354

주: ***, **, *는 유의수준 0.01, 0.05, 0.1에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함.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지주회사로의 전환은 자회사의 경영성과뿐만 아니라 기업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자회사에 대한 지주비율은 자회사의 경영
성과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데, 2차함수 형태의 비선형적인 관계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회사 전환이 자회사의 경영성과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123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최근 활발히 증가하고 있는 기업들의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에 대한
타당성과 유용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특히 기존연구가 제도도입의 찬반이슈에 집
중한 단편적인 분석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일부 실증연구에서 지주회사 전환기업과 그
렇지 않은 기업집단의 비교를 통한 지주회사제도의 유용성을 간접 비교한 한계성을 보
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지주회사 전환 이전 3개년과 전환 이후 3개년을 직접 비
교하여 기업성과와 가치변화를 분석하였다. 더 나아가, 지주회사로의 전환에 따른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기업은 지주회사 자체보다는 자회사라는 인식의 바탕 아래, 자
회사의 기업성과와 가치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36개 지주회사의 233개 자회사표본을 실증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주회사제도의 도입이 자회사의 경영성과 및 기업가치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였음을 보
여주었다. 이는 다양한 방법의 성과 지표, 즉 ROA차이, 당기순이익차이, 총자산차이, 순
자산차이에서 동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718개의 대응집단을
구성하여 실시한 추가적인 실증분석에서도 일부 경영성과(ROA)에 긍정적 영향이 있음
이 재증명되었다.
한편, 지주기업의 지분비율은 자회사의 경영성과 및 기업가치에 2차함수의 형태로 영
향을 주고 있었으며, 지주비율이 증가할수록 단기적으로는 감소하나 장기적으로 경영성
과와 기업가치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주회사제도 전환의 타당성과
유용성이 입증되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주비율이 증가할수록 당기순이익,
총자산, 순자산은 감소하다가, 지분이 일정수준을 초과하게 되면 오히려 증가하는 관계
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ROA의 경우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반대의 관계를 가지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주회사제도의 유용성을 입증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중
요한 정책적 시사점 및 경영 전략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첫째, 지주회사는 우리나라에서 금지하기 이전에도 기업조직의 한 형태로서 존재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유일무이하게 경제력 집중 등의 목적으로 금지하여
왔다. 따라서 지주회사제도의 설립 및 전환을 허용하는 정책전환은 법과 현실의 괴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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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은 것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기업은 그 규모가 커짐에 따라 대기업, 사업
부제로 발전하고 다시 사내 분사제, 사업지주회사, 그리고 순수지주회사로 성숙해 간다
고 인식되고 있다(이우광, 1997). 따라서 엄연히 존재하는 기업의 형태를 경제력 집중방지
라는 특정한 이유로 금지하기보다는, 지주회사제도가 우리나라 재벌의 역기능에 대한
보완책을 제공하므로 이러한 순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본다.
둘째,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산업화과정에서 몇몇의 대기업 위주의 경제력 집중으
로 인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산업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는 국가경쟁력 확
보 차원에서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기존의 공
정거래법을 비롯한 각종 대기업 규제정책이 도입된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대
안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주회사제도는 정부의 산업정책에 중요한 대안으로 모
색될 수 있다. 지주회사제도하에서는 대기업의 자본력, 연구개발능력, 그리고 마케팅능
력 등 중소기업 차원에서 가지기 힘든 능력들을 그대로 발휘하게 하면서도 중소기업이
갖는 유연성, 고객과 시장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력을 확보하는 대안으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대기업 그룹의 구조하에서는 불가능했던 자회사의 독립경영이 보장
되므로, 중소기업이 활성화되고 신규시장이나 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회사설립이 용이
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균형적인 발전과
원만한 공존관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지주회사제도의 도입은 기업경영관점에서 개방화, 국제화, 무한경쟁 등 급변하
는 기업환경에 신속히 대응하여 기업경쟁력을 제공하는 수단 또는 새로운 기업의 틀로
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글로벌 경쟁 환경은 기업으로 하여금 환경변화에
따라 적절한 조직의 개편과 신규 사업의 진출이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고도의 유연성과
자립성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지주회사제도는 불필요한 사업을 신속히 재편하고, 비교
우위가 있는 사업에 특화하는 끊임없는 구조조정, 경영혁신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
을 시사한다. 동시에, 대기업의 기존 사업부제하에서 보장받지 못했던 자회사의 독립성
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경영을 통한 신규 사업의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기업집단의 경우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경영성과
및 기업가치 증가에 힘써야 하는 동시에 지주회사의 역기능을 막기 위한 내부 감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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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강화된 기업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용이
하도록 관련법률 개정 및 세제혜택 등 제도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는 동시에, 구미선진
국과 다른 산업화과정을 경험한 우리나라의 특수성에 맞는 지주회사제도의 틀을 모색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자회사의 경영성과와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고 있음을 개별기업의 재무제표 등 회계․재무적인 데이터만을 활용하여 계량
적으로 분석하였지만, 향후에는 지주회사의 전환을 유발하게 하는 직접적인 결정요인에
대한 경영자나 전문가집단에 대한 설문 등을 통한 정성적인 분석이 추가됨으로써 연구
가 더욱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부족으로 인하여, 연도별
지주비율의 변화가 경영성과 및 기업가치에 어떤 변화를 주게 되는지를 전환시점의 모
든 연도를 대상으로 각각 대응집단을 구성하여 분석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
한, 지주비율에 대한 자료를 최근 4년밖에 확보할 수 없었던 관계로 더욱 장기적인 분석
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나면 이런 분석도 가능해질 것으
로 믿는다. 아울러, 본 연구가 지주회사의 전환이 자회사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
었지만, 지주회사 전환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주회사를 포함한 전체 그룹의 효율적 경영
에 대한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지주회사를 제외한 분석을 함으로서 자체적
인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반영하고, 본 연구의 성과를 활용한다면, 지주회
사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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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Holding Company on the Performance and
Value of Its Affiliations: An Empirical Analysis

Soo Hwan Kwak, Suk Bong Choi

This paper examines the usefulness of introduction and transformation of holding
company by empirically investigating its effect on affiliated firms' performance and
value. The holding company serves as a key venue to make firms' strategic decisions as
well as a mechanism to reform corporate governance, especially in Korea after 1997
financial crisis. With unique longitudinal databases on 233 Korean holding company
affiliations during 1997-2007, we compare the changes of firm performance and value at
the holding company affiliations level to examine to what extent the holding company
and its ownership structure contribute to affiliates' performance and value. Our empirical
results suggest that the transformation of the holding company and its ownership play an
important role in increasing affiliated firms' performance and value.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have significant relevance to firms' strategy and financial policy, particularly in
Korea which are in the process of seeking good corporate governance model as well as
building indigenous capabilities for competing in global market.

Key words: Holding company, Corporate governance, Firm performance, Firm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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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의 규제영향분석서의 수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기존 연
구들은 분석기법이나 제도적 측면을 강조한 연구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일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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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의 개요 및 방법

1. 연구의 의의
규제영향분석은 규제개혁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이다(Arrow et. al., 1996; Kirkpatrick &
Parker, 2003). 규제영향분석의 과정이 행정부의 규제남발을 제어하고 더욱 합리적인 규제

대안을 모색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1)
규제영향분석과 관련된 기존 문헌은 애초에는 규제영향분석에 있어 경제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토론하는 문헌이 주종을 이루었다(Arrow et. al., 1996; Kniesner &
Viscusi, 2003; Lutter, 1999; Hahn & Hird, 1990; Gary, 1999). 그 후에는, 당연한 일이겠으나 주

로 규제영향분석기법, 특히 비용편익분석기법의 개발 및 적용에 문헌들의 초점이 맞추
어져 있다(Kirkpatrick & Parker, 2003; Kopp, et. al., 1997; Morall, 1986; Guasch & Hahn, 1999; 김태
윤, 1998; 이성우, 2004; 홍성종, 1995). 한편 규제영향분석이 갖추어야 할 덕목과 관련된 제

안이나 비판을 주제로 한 문헌도 상당수 존재한다(Hahn, 1999; Hahn & Litan, 1998; OECD,
1997). 또한 제도적 차원에서 규제영향분석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도

일부 존재한다(Jacobs, 2007; 김정렬․김태윤․노현종, 1998; 김태윤, 2001; 이남우, 2000; 유충렬,
2000). 한편 Hahn & Litan(1998)과 Hahn(1999a)은 미국 연방정부의 규제영향분석서에 대

한 분석과 비평을 통하여 규제의 경제적 비용의 규모를 산정해 보고자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실무에서 작성되는 특정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수준을 분석적으로 평가하여 규
제영향분석의 현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는 문헌은 최근까지 비교적 미흡한 것으로 보인
1) 정부가 규제의 신설 및 강화와 관련되어 어떤 구조의 인센티브에 노출되어 있는가에 대한 일반적인 논
의를 위해서는 김종석․김태윤․이성우(19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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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규제영향분석의 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규제입안 당사자인 행정부처가 규제의 실질
적인 비용을 더 겸손하게 파악하고 규제를 대체할 수 있는 갖가지 정책대안들에 대하여
더 철저하게 파악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주요한 계기가 된다는 측면에서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성패와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다만 평가를 위해 요구되는 자료가 방대하
고 또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판단을 위해서는 상당한 학문적 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규제영향분석서의 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쉽사리 시도할 수는 없는 작업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의 NAO(2006)나 미국의 CBO(1997)가 제한적으로나마 각 부처들
이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수준을 토론한 바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이경진(2005)이
규제영향분석 과정을 중심으로 규제영향분석서의 수준을 평가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평가항목의 체계성이나 평가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신뢰성은 확보하지 못하였다. 최근
들어 한국의 국회예산정책처(2007, 2008)가 지난 몇 년간의 한국 행정부의 규제영향분석
서를 보편적인 평가틀에 비추어 평가한 사례가 있어 매우 괄목할 만하다. 다만 공기관
의 평가보고서의 성격을 갖고 있어, 평가의 틀의 도출과 관련된 이론적 토대에 대하여
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2)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규제영향분석을 평가하기 위한 보편적인 평가의 틀을 논
리적으로 도출하고, 그 평가틀에 따라 정부의 규제영향분석서를 평가하고자 한다. 따라
서 본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2007)를 이론적으로 보강하고, 또 그 평가결과를 더욱 체
계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본 연구를 통하여 한국 정부의 규제영향분석의 수준
을 파악하고, 부처별로 취약한 부분을 가려내어 규제영향분석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
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규제영향분석서를 평가하기 위한 틀을 개발하기 위하여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주요 국가의 규제영향분석 작성지침을 망라하였다. 이렇게 망라된 작성지침을 논리
적으로 재구성하여 평가틀을 구성하였다. 더 이론적이며 학술적인 규제영향분석서의 요
2)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수행한 두 차례에 걸친 규제영향분석의 평가를 기획 내지는
조정하였으며, 특히 2007년도 보고서의 집필을 책임지고 수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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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중심으로 평가의 틀을 구성할 수도 있었겠으나(Francesco & Radaelli, 2007)3) 실무적으
로 작성된 규제영향분석서에 적용하기에는 조작적 정의의 어려움 및 실무적 함의의 부
족 등 일정한 한계가 있어, 실무적인 지향성을 갖고 있는 작성지침들을 중심으로 평가
의 틀을 구축하였다.
평가대상은 2001년 4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16개 부처에서 작성한 239개 법률 심사
(안) 중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 중요규제로 등록된 287건의 신설 및 강화규제에 대한 규

제영향분석서들로 삼았다. 평가는 세부 분석항목에 대하여 3점 척도를 적용하여 점수화
하였다.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의 주관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연구자들 간의 내부토론과
수차례에 걸친 교차검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1차 평가결과를 더욱 심층적으로 음미하
기 위하여 연도별, 부처별, 그리고 주요 세부 분석항목 간에 유의미한 수준 차이가 있는
가를 살펴보기 위한 간단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II. 규제영향분석 평가의 틀
본 장에서는 OECD, 영국, 미국, 캐나다 그리고 한국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규제영
3) 참고를 위하여 호주의 경우를 살펴보면 호주 OSB(Office of Small Business)는 6개의 규제목표에 대하여
9개의 ‘규제성과지표’(regulatory performance indicators: RPIs)를 개발하였다. 각 목표에 대하여 성과지표
가 명료하게 연결된 점이 강점이라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요 목표

규제성과지표

신설 및 강화규제로 인하여 지역사
- 규제영향보고서(RIS)가 순편익을 적절히 제시하였는가
회에 순편익 증대
기업에의 부당한 제약 없이 규제목 - 규제영향보고서가 기업의 순응부담을 정당화하였는가
표 달성
- 기업 및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하게 유연성을 제공하였는가
규제결정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 외부검토를 통해 규제결정의 변화를 가져왔는가
확보
- 내부검토가 서비스정신 구현 원리에 충족되는가
규제에 대한 정보획득 및 순응방법
- 커뮤니케이션 전략 및 공식적 협의채널을 보유하고 있는가
용이
규제환경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기
- 규제 도입 및 검토 계획을 적절히 전달하였는가
업의 의사결정에 유익
협의과정의 접근가능성 및 대응성 - 규제영향보고서가 협의에 대해 적절히 진술하였는가
강화
- 협의과정, 절차 및 기준에 대한 체계적인 지침을 갖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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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분석 작성지침의 세부 분석항목들을 각각 살펴봄으로써, 각 국가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항목들을 토대로 규제영향분석의 평가틀을 구성해 보고자 한다.

1. 주요 국가들의 규제영향분석 작성지침
(1) OECD의 규제영향분석 세부 분석항목 권고
OECD는 1997년 합리적인 규제의 형성과 규제품질의 제고를 위하여 회원국들에게
규제영향분석의 도입을 권고하였으며, 2005년에는 규제영향분석서가 포함해야 할 항목
및 분석기준으로 다음의 <표 1>과 같이 10가지를 제안한 바 있다.
<표 1> OECD 규제영향분석의 세부 분석항목
항

목

내

용

문제의 정의

문제가 정확하게 정의되었는가?: 문제발생의 원인, 속성 및 그 정도 등 문제
가 정확하게 정의되고 그 원인이 설명되어야 함.

정부개입의
정당성

정부개입이 정당한가?: 문제의 속성, 비용 및 편익,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적
메커니즘의 존재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부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함.

규제대안

규제가 정부개입의 최선의 수단인가?: 비용 및 편익, 배분적 효과, 집행상 요
구 등의 차원에서 규제 및 무규제 대안 등 다양한 정책대안에 대한 비교가 수
행되어야 함.

법적근거

규제의 법적근거가 있는가?: 규제의 법적 근거가 확고해야 하며, 국제조약 등
과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확실성 비례성 및 절차적 요건 등 법의 일반적 원
리에 합당해야 함.

적합한
정부수준

적절한 정부수준으로 대응하는가?: 규제에 대응하는 정부의 수준이 가장 적
절해야 하며, 만일 다층적 수준일 경우 정부 간 효과적인 공동협력이 갖추어
져야 함.

비용 및 편익

규제의 편익이 비용을 정당화하는가?: 기대되는 규제대안의 비용 및 편익을
추정하여 의사결정자가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규제비용이 편익을 정당
화해야 함.

배분적 정의

규제가 사회계층 간 분배적 효과가 있는가?: 정부개입을 통해 분배 및 형평성
과 관련된 변화가 있는 경우, 규제비용 및 편익의 사회계층 간 분포가 명료하
게 나타나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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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내용

규제의 명료성

규제가 명확하고 일관성이 있으며, 이해가능한가?: 규제가 당사자에게 이해되
고, 규제의 조문과 구성이 가능한 명확하게 기술되어야 함.

외부 자문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자신의 견해를 제시할 기회를 갖는가?: 규제의 영향을
받게 될 기업이나 노동조합 등 여러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의견수렴이 효과적
이고 적시성이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확보하여 투명성을 높여야 함.

준수방안

규제의 준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규제가 가장 잘 효과를 발휘하도록 유
인 및 제도설계, 대응성 있는 집행전략을 수립해야 함.

자료: The OECD reference checklist for regulatory decision-making, OECD, 2005.
(http://www.oecd.org/dataoecd/20/10/35220214.pdf)

(2) 영국의 규제영향분석의 세부 분석항목
영국의 규제영향분석은 1985년 ‘기업비용평가’(Business Cost Assessment)에서 유래하였
다고 한다. 1998년 모든 신설 및 개정 규제안에 대한 규제영향평가를 의무화하였고,
2006년에는 종전의 지침을 보완하여 새로운 규제영향평가지침을 공표하였다(박영도․장
병일, 2007).

한편 규제안이 중소기업에 부담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센터
(Small Business Service)’가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입장이 규제영향평

가과정에 반영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4) 내각사무처가 2007년에 마련한 규제영향평가
지침서에 제시되어 있는 중요한 원칙들은 <표 2>와 같다. 5)
4) 미국과 영국에서 시행중인 중소기업에의 영향과 관련된 규제영향의 평가와 관련하여서는 주현(2008)을
참조.
5) 영국은 2007년부터 ‘규제영향평가’(Regulatory Impact Assessment)라는 용어 대신에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영향평가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정책입안자들로 하여금 대안
적인 접근을 고려하도록 하고, 비용 및 편익에 대한 모니터를 지속하도록 하는 것인데, ‘규
제’(Regulatory)라는 용어의 사용은 그러한 의도와 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하는(counter-productive)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새로운 영향평가는 규제가 민간·공공 및 제3부문에 불필요한 부담을 가져
오는가의 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다양한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에 소요되는 분석의 정
도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잠재적인 영향에 대한 평가가 모든 정책결정과정에서 더 균형 있게 수행되도
록 하기 위해서 정책결정의 다양한 단계에 영향평가의 결과가 반영되도록 제도화하고자 하였다. 영향평
가의 더욱 구체적인 내용은 BERR, “Impact Assessment Guidance”를 참조하고, 영향평가의 배경 등은
BRE, “The Tools to Deliver Better Regulation - Revising the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A
Consultation(2006. 7)”을 참조하면 된다. 본 논문의 심사위원 중 한 분이 이러한 영국의 제도 변화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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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영국 규제영향분석의 세부 분석항목
항

목

내

용

∘규제 목표 및 시간계획을 명확, 간략, 상세하게 밝힘.
규제의 목표 ∘규제의 영향의 범위를 밝힘.
(나라 전체, 혹은 일부 지역에만 해당하는지)

규제의
목적과
의도하는
효과

∘규제와 관련된 현 상황에 대한 설명
(사회적, 환경적, 공정성 및 경제적 이슈 등)
규제의 배경 ∘백서나 입법에서 제시된 기존의 규제 및 정책
∘기존의 규제 및 정책을 다루는 주체, 그 규제나 정책의 기존의 효과
의 정도, 이러한 기존 정책에 새로운 규제가 미칠 영향 등을 확인함.

정부
개입의
근거

협의

대안

∘정부개입이 없는 경우, 현 상황에 미칠 영향(‘무대안’)을 상정
∘현 상황이 그 상태로는 해결되지 못해서 정부개입이 불가피한 이유
를 기술
∘정부개입이 없을 경우 발생 가능한 문제와 그 문제의 영향 정도 예측
∘정부개입이 없을 경우 누가 영향 받을지, 어떤 특정 집단이 더 큰 영
향을 받게 될지 여부를 추정
∘일정기간, 일반적으로 1년 내에 어떤 상황 변화가 있을지 예측하여,
문제의 지속 혹은 악화가능성 여부를 설명
∘매우 심각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야기할 수도 있는 불확실성
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예방적 차원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개입의
근거를 기술할 수 있음.
∘제안자의 부서 및 그 밖에 부서에 있는 다른 정책입안자들, 부서별
경제학자, 통계학자, 사회학자 및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긴밀한 협의
∘협의된 모든 평가내용은 기록되어야 하고, 그 요약을 웹사이트에 공
식 발표
∘협의 결과로 초래된 대안들의 변경내용은 반드시 전체 규제영향분석
서에 기록

ⅰ) 리스크
∘리스크 및 그것이 어떻게 발생할 것인지를 기술
정책
∘리스크가 정책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는지
목적을
∘각 대안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리스크 작성
달성하기
∘이전과 유사한 정책이나 다른 나라의 경험으로부터 증거자료를 수집
위한 대안
∘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 어떻게 대안을 변경할 것인가를 모색
ⅱ) 규제의 준수와 집행

적해 주어서 추가적인 연구가 가능하였음을 밝히며 그 심사위원에게 감사드린다. 다만 이러한 제도의
변화가 세부 분석항목의 구성에는 특별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내각사무청에
의해 2007년에 발표된 규제영향평가 지침서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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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내

용

∘준수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여, 준수율이 낮을 가능성의 원인 분석
및 그 해결 방안 모색
∘준수를 해서 피규제자가 부담하게 되는 비용이 준수하지 않았을 때
의 손해보다 커서는 안 됨.
정책
∘대안의 집행을 위한 다양한 수단의 검토
목적을
∘행정비용을 감소시키면서 규제준수가 이루어질 방안 연구
달성하기
ⅲ) 의도하지 않은 결과
위한 대안
∘각 대안들에 의도하지 않은 발생 가능한 결과를 고려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가능한 많이 논의
∘의도하지 않은 발생 가능한 효과검토를 위해 공식적/비공식 협의 이
용
대안

집행 및
집행
계획

∘책임소재: 누가 집행에 책임지고 결정할 것인가?
∘집행의 목적
∘집행을 위한 시간계획: 중요한 결정과 시점의 계획. 유연성 확보
∘이해당사자 확인: 누가 이해관계자인지, 누가 더 영향을 크게 받는지
∘의사소통 전략: 누가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리스크분석: 각 대안에 있어 집행에 관한 리스크관리
∘집행과 감시: 행정적 부담 최소화하면서 준수 가능 방안을 모색하며,
준수비용을 고려하고, 특히 피규제 집단에 편중된 영향 여부를 파악
∘게이트웨이 평가(Gateway reviews):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프로그램
등의 구조, 모니터링, 자원조달 등이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 검토
∘기존 발의안: 다른 정부기관 및 조사기관이 제안한 발의안 등 기존
제안과의 조화 고려

영향 받는 ∘직․간접적으로 비용 및 편익을 얻는 집단을 포함
부문 및 ∘대안이 집단 내부 및 집단 간 분배를 변화시키지 않는가 여부 검토
∘영향을 받을만한 집단의 파악을 위해 조기에 비공식 협의 활용
집단
비용과
편익

∘‘무대안’을 포함하여 각 대안에 대한 모든 비용과 편익을 서술
∘의도되지 않은 결과의 가능성이 비용과 편익에 미칠 영향
비용 및
－정량화, 편익 및 비용 분석, 행정비용, 장기간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
편익 분석
과 편익(할인고려), 가설에 대한 검증, 그 외 규제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가져오는가의 고려

∘정책대안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견 사전 수렴
중소기업 영향심사 ∘비규제적 대안의 가능성, 의도치 않은 결과의 발생 가능성, 중소기업
에 대한 규제의 부담경감 등 다른 특별한 접근방법을 고려
경쟁에의 영향 평가 ∘규제가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사전에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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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집행
제재
및 감시

목

내

용

집행

∘영향 받는 집단들의 준수 정도에 대한 예측
∘각 집행 방법에 따라 비용과 영향의 정도 산정
∘각 집행대안의 유연성 파악
∘제안된 정책이 기존의 집행수단들을 단순화할 수 있는가 고려
∘위험정도를 근거로 한 접근방식(risk-based approach)

제재

∘제재와 벌금제도 대안들은 공식적 협의절차의 부분으로서 의견수렴
∘비형벌적 제재를 우선적으로 선택

∘정책이 초기 목적과 부합하는지, 규제준수 정도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모니터링체계를 확보
모니터링 ∘모니터링의 구체성, 측정가능성, 성취가능성, 관련성, 시간단위계획성
기준
∘기존의 모니터링 메커니즘 고려
단속

∘다른 기관과의 공조를 통하여 단속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가의 여부
∘이해관계자에게 더 적은 부담을 줄 수 있도록 탄력적 단속이 가능한
지 여부 파악

이행 및 집행계획

∘이행목적과 성과를 분명히 함.
∘성공기준: 측정기준 및 감시기준 명확히
∘정책담당자와 영향받게 될 사람들과의 협의
∘리스크평가와 관리: 발생 가능한 장애요소 및 위험들을 분석, 평가
∘필요한 자원과 비용 산정

집행 이후의 심사

∘이행된 규제안이 의도한 효과가 있는지, 정책목적을 효율적으로 이행
했는지
∘어떻게 심사할 것인지 언급: 일몰조항 포함 가능성 등 고려

자료: Department for Business, 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BERR),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Guidance,” 2007. 1(http://www.co-web.co.uk/regulation/ria/ria_guidance)

(3) 미국의 규제영향분석의 세부 분석항목
미국의 규제영향분석은 1974년 ‘인플레영향평가(Inflation Impact Assessment)’에서 사용
된 비용편익분석이 계기가 되었고, 이 기법이 보완․개정되면서 현재의 규제영향분석제
도로 발전하였다. 대통령부의 관리예산처(OMB)는 연방정부 규제기관을 돕기 위하여, 규
제의 신설 및 강화와 관련된 편익 및 비용의 측정방법과 보고방법을 표준화한 지침
(circular)을 제공하고 있다(박영도․한귀현,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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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미국 규제영향분석의 세부 분석항목
항 목

내

용

시장의 실패 또는 그 밖의 사회적 목적: 외부성․공유자원․공공재, 시장력, 불
충분한 정보 혹은 비대칭적 정보, 그 밖의 사회적 목적
규제조치의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규제가 최선의 문제해결의 방법인가: 주 및 지역정부 수준
필요성
에서 대처 가능한지 검토
경제규제는 하여서는 안 된다는 전제: 유용한 규제라도 시장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음.
법에 의해 정의되는 다른 대체안: 법상의 요건을 포함하는 합리적인 대체안의
편익 및 비용 고찰
규제준수시기의 고려: 규제실시 지체에 의해 규제준수비용이 다르게 되는 경우
낮은 비용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 고려
다른 강제수단: 가장 적절한 유인을 주는 연방·주·지역당국의 모니터링 및 보고
체계 고려
대체적인
규제접근

규제강도의 다양한 수준: 다른 집단에 있어서의 편익 및 비용의 규모, 분배와 엄
격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대체적인 엄격도 고려
기업규모마다 다른 요건: 대기업과 소기업에서는 다른 요건을 마련
지역마다 다른 요건: 지역에 따라 편익 및 비용의 격차가 큰 경우 다른 요건을
마련
설계기준보다 성과기준
직접관리보다 시장지향접근
규제보다 정보이용
비용편익분석: 규제강도가 높은 규제대체안의 편익 및 비용의 증가분을 측정함
으로써 순편익을 최대화하는 대안을 확인

분석적 접근

비용효과분석: 동일한 주요 결과 혹은 단일의 수치지표에 통합할 수 있는 복수
의 결과를 가져오는 일련의 규제조치 비교
분배효과: 의사결정자가 경제효율에 주는 영향과 함께 분배효과를 적절히 고려
할 수 있도록 분배적 효과를 별도 기술

편익 및 비용의 분류: 편익 및 비용의 추계치로서, 금전가치화된 것, 수량화되어
있지만 금전가치화 되어 있지 않은 것, 정성적이지만 수량화 또는 금전가치화
편익 및 비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분류
용의 산출과
측정
편익 및 비용의 수량화 및 금전가치화: 정량적 추계
정성적인 편익 및 비용: 정성적 효과를 중요성에 의해 분류 또는 랭크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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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내

용

장기적 편익 및 비용: 분석대상기간의 각 연도에 대해서 할인 전의 일련의 편익
편익 및 비 및 비용의 추계치 제시 및 3%, 7%의 실질 할인율을 사용하여 연간으로 계산된
용의 산출과 (할인된) 편익 및 비용 제시
측정
리스크 및 불확실성의 취급: 중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 그럴듯한 대체적인
전제조건에 기초하여 편익 및 비용을 설명해야 함.
중소기업 및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영향: 상당수 소규모 사업체에 중대한 영향
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규제유연성 분석’(RFA) 작성 및 이전에 중소기업과
의 협의
재원을 수반하지 않는 위임의 분석: 주·지방 및 기타 지방정부와 민간부문의 총
지출이 1억 달러 이상 되는 연방규제는 발표 전에 편익과 비용에 관한 설명서
작성
정보수집, 문서업무 및 기록관리의 부하: 규칙제정이 추가적 정보수집, 문서업
전문적인 분 무 및 기록관리의 부하를 만들어내는지 검토
석의 요건
정보의 품질에 관한 가이드라인: 데이터 및 분석은 기관 및 OMB의 품질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환경영향평가서: 환경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관해 환경영향평가
서를 작성해야 함.
어린이들에 대한 영향: 어린이들에 대해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환
경건강 및 안전리스크와 관련되는 경우 규제의 정당성 및 규제로 인한 영향평
가 제시
에너지 효과: 중대한 에너지 조치에 관한 에너지 효과설명서 작성
자료: Circular No.A-4, “Regulatory Analysis,” OMB, 2003.

(4) 캐나다의 규제영향분석의 세부 분석항목
캐나다의 규제영향분석은 1978년 ‘사회경제영향분석(Socio-economic Impact Analysis)’에
서 유래한다고 할 수 있으며, 1999년 내각지침에 의해 소위 ‘규제영향분석서(Regulatory
Impact Analysis Statement)’로 발전하였다(최기조, 2002; 217). 특히 보건이나 공공안전 및 환

경과 관련된 규제에 대해서는 위험을 상대적, 혹은 절대적인 개념으로 분석하여, 해당
위험이 규제를 필요로 할 정도로 크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한다. 재무성이 개발하
여 제시하고 있는 표준적인 규제영향분석서의 주요 항목은 아래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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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캐나다 규제영향분석의 세부 분석항목
항 목
문제의
정의

내
-

용

파악된 모든 문제가 정의되어 기술
문제가 완전히 분석되어 문제의 특성과 시사점에 대한 이해를 높임.
건강, 안전, 환경적 위험 분석
정부개입의 정당성

- 신설 및 강화된 규제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인지 기술
규제대안의
- 성과요구에 기초한 해결책 고려
검토
- 규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능한 동등한 수단 이용

비용과
편익

- 직․간접적 편익과 비용, 환경․정부․기업․근로자․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영
향 기술
- 지속가능한 개발, 사회적 균형 및 경제적 목적에 미치는 영향 기술
- 모든 대안에 있어서 규제로 인해 요구되는 책임 분석
- 기업영향테스트를 통하여 요구되는 중소기업에의 특정 영향
- 권장되는 해결책이 최소한의 정보 및 행정적 비용이 소모되는지 기술
- 모든 요소가 완전히 고려되었는지 확인

집행

-

정부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계
규제 순응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과 집행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
이행목표가 운영계획 및 예산에 반영되도록 함.
확립된 체계를 재확인

협의

- 협의 결과를 밝힘.
- 규제제안은 적시성이 요구되며 이해집단과의 철저한 협의 필요
- 당국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장치 마련 및 이해관계자 식별

기타

- 국제협약의 구속력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결정하는가의 검토
- 환경적 평가

자료: 캐나다 재무성(TBS)의 자료와 Shortall(2006)을 종합

(5) 한국의 규제영향분석의 세부 분석항목
한국의 규제영향분석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근거하며, 동법시행령 제6조에서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규제영향분석서의 항목은 1998년 당시 8
개 항목 20개 요소였으나, 2006년 7월부터 3개 항목 8개 요소로 통합 및 단순화되었다.6)
6) 3개 항목은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규제의 비용․편익분석 및 비교’ 그리고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으로 구성되는데,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에서는 이전의 8개 항목에 해당하는 ‘규제의 신설 또
는 강화의 필요성’,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에 ‘규제의 목표 및 기대효과’
를 더하여 구성하였다.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에서는 이전 평가요소였던 ‘경쟁제한적 요소의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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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 지침에 의하면 가급적 계량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하며, 기존규제의 분석
에 있어서도 제로베이스(신설규제) 차원에서 각 평가요소별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표 5> 한국 규제영향분석의 세부 분석항목
항목 및 요소

내

용

- 규제신설/강화가 필요하게 된 문제 정의 및 구체화
규제의 신설/
- 문제발생 원인을 직·간접적 원인으로 구분
강화의 필요성
-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가 개입하여 조치가 필요한 이유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규제의 목표
및 기대효과
규제 외 대체수단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관계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및 비교

- 정부개입의 목표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기술
- 목표기간을 제시하고 계량화하여 설정
- 규제의 궁극적 기대효과(장기적 성과 또는 정책목표) 제시
-

무규제 및 비규제 대안을 통한 대체가능성 검토
기존규제 및 유사규제와의 중복 여부 및 도입규제와의 비교
규제 간의 체계가 도식화되어 제시되었는지
규제의 확대재생산 가능성 검토

-

간접적 및 직접적 비용과 편익의 요인
비용의 부담자와 편익의 수혜자 결정
각각의 영향요인들에 대한 측정지표 결정
무규제 및 비규제대안의 검토의 가치변화 측정
영향요인들을 공통단위로 수렴하는 측정수단 결정
불확실성을 고려하는 적절한 신뢰구간 부여
계량화하지 못한 영향요인들의 존재 여부 및 처리방안
편익 및 비용을 할인율을 이용하여 비교 및 검토했는지 여부
복원 불가능한 상황을 규제가 초래하는 경우의 고려

- 규제대안의 검토가 시장 전체 및 개별기업의 경쟁성에 미치는
경쟁에 미치는
영향 분석
영향
- 규제대안의 검토가 혁신 및 경쟁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
였는지

규제
내용의
- 규제의 기준과 절차를 논리적, 일관성 있게 기술
적정성 및 규제의 명료성 - 규제법정주의에 입각한 내용의 타당성을 분석하여 검토 기술
실효성
- 규제의 명료성을 입증할 주요 법령 조문을 참고자료로 제시
이해관계자
협의

- 중요 이해관계자 단체의 확정범위가 적정한지
- 주요 집단을 포괄하였으며, 규제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집단
고려

함 여부’,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
류․처리절차의 적정성’에 ‘이해관계자협의’요소를 더하여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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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및 요소
규제
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내

용

이해관계자
협의

- 주요 이해관계자 단체의 의견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 반대의견에 대한 조치는 적정한지
-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 중 생략된 절차는 없는지

집행상 예상
문제점

- 집행수단의 실효성 및 현실성
- 규제의 정치적, 기술적, 행정적 실현가능성 검토

자료: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업무지침｣, 2006. 7.
<표 6> 주요 국가들의 규제영향분석 세부 분석항목의 종합
구 분

OECD

영국

미국

캐나다

한국

규제의 필요성

√

√

√

√

√

정부개입의 정당성
규제대안의 검토

√
√

√
√

√
√

√
√

√
√

비용의 분석
편익의 분석

√
√

√
√

√
√

√
√

√
√

외부 자문

√

√

-

√

√

집행 및 점검
할인율의 활용

√
-

√
√

√

√
-

√
√

불확실성의 고려

-

√

√

-

√

배분적 정의
규제의 경쟁제한성

√
-

√
√

√
√

√
-

√

적합한 정부수준

√

√

√

-

-

리스크
규제의 명료성

√

√
-

√
-

-

√

이행 이후의 심사

-

√

-

-

-

환경적 평가
국제협약의 영향

-

-

√
-

√
√

-

규제의 이해가능성

√

-

-

-

-

추가적 기록관리 부하
의도하지 않은 결과 고려

-

√

√
-

-

-

어린이 영향

-

-

√

-

-

에너지 효과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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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종합: 주요 국가들의 규제영향분석 세부 분석항목의 비교
한국 및 주요 국가들에서의 규제영향분석 세부 분석항목을 종합하여, 망라적으로 나
열하면 <표 6>과 같다. 각각의 분석항목의 개념적 정의와 세부내용은 국가별로 다소 차
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분석항목별로 중첩되거나 혼동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아래와 같
은 정리가 가능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규제의 필요성’, ‘정부개입 정당성’, ‘규제대안의 검토’, ‘비용의 분석’, ‘편익
의 분석’ 항목은 모두 공통적으로 포함되었으며, ‘외부 자문’과 ‘집행 및 점검’ 항목은
미국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주요 국가들의 세부 분석항목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규제영향분석 평가틀 구성
(1) 세부 분석항목 채택 기준
본 절에서는 전 절에서 살펴본 규제영향분석 세부 분석항목들을 체계적으로 고찰하
여 규제영향분석 평가틀을 구축하고자 한다.7) 평가틀을 구축하는 목적이 한국의 규제영
향분석서를 평가하는 데 있는 본 연구의 의도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세
부 분석항목의 채택기준을 삼고자 한다.
우선 일차적으로, OECD 및 주요 국가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항목은
세부 분석항목의 대상으로 삼았다. 반면, 주요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기보다
는 어느 ‘하나’의 국가에서만 해당하는 경우, 그 국가의 특수성이 반영된 경향이 높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세부 분석항목에서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OECD 및 주요 국가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항목은 아니면서, 의미상 다른 항목과 유사한 경우에는
항목 간에 중복되지 않도록 하나로 통합하기로 한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거한 규제영
향분석의 세부 분석항목 선정 과정은 아래의 <그림 1>과 같이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7) 본 연구에서 채택하고 있는 규제영향분석 평가틀에 비하여 이론적 정합성이 더 높은 평가틀의 상정도
가능할 것이며 또 그 필요성도 매우 높을 것이다. 본 연구의 심사위원도 그 점을 지적하였다. 다만 한국
에 실무적으로 작성되고 있는 규제영향분석서를 평가해야 하는 본 연구의 평가틀의 실질적인 기능을 고
려할 때, 실무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주요 세부 분석항목들로 평가틀을 구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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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규제영향분석 평가를 위한 세부 분석항목 도출 기준

(2) 분석항목 선정 과정
1) OECD 및 주요 국가에서 ‘모두’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는 항목
국가마다 규제상황과 제도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항목
들은 규제영향분석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중요성을 가지며, 분석항목으로서의 정당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항목들은 ‘규제의 필요성’, ‘정부개입의 정당성’,
‘규제대안의 검토’ 그리고 ‘비용의 분석’ 및 ‘편익의 분석’ 등이다.

2) 어느 한 특정국가에만 해당하는 항목
규제영향분석의 주요 구성 요소들은 각 국가의 규제와 관련된 관점 및 지향성이 반영
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일부 특수한 부문에 있어서는 전문적
분석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와는 상이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어느 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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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만 포함하고 있는 항목의 경우 그 나라의 특수성이 반영된 경우로서, 본 연구에서
의 세부 분석항목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제외하도록 한다. 그 결과 ‘국제협약
영향’, ‘기록관리’, ‘어린이 영향’, ‘에너지효과’, ‘이행 이후 심사’, ‘규제 이해가능성’,
‘의도하지 않는 효과’ 항목들은 평가틀에 반영되지 않았다.

3) 다른 항목과 의미상 유사한 항목
국가마다 다른 용어로 표현하고 있으나 의미상 유사하게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는 별
도의 항목으로 구성하지 않고 하나의 항목으로 통합하기로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요소
들은 ‘적합한 정부수준’, ‘리스크’, ‘환경적 영향’, ‘규제의 명료성’이 있다.
우선, ‘적합한 정부수준’은 규제가 미치는 영향범위를 고려하여 적합한 정부의 수준
(level)에서 대응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항목을 채택하고 있는 영국이나 미국은

규제목표 및 필요성과 관련하여 ‘적합한 정부수준’이라는 세부 분석항목을 도입하고 있
다. 따라서 ‘적합한 정부수준’을 본 연구의 평가틀의 별도의 세부항목으로 선정하기보다
는 의미상 ‘규제의 필요성’ 항목에 포함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 보았다. 영국의 ‘리스
크’는 각 규제대안 검토의 이행에 따른 결과가 정책목표 달성을 저해하는가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의미상 ‘불확실성의 고려’ 혹은 ‘집행 및 점검’ 등의 항목으로 포
함할 수 있다.
한편, ‘환경적 영향’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별도 항목으로 고려되고 있는데, 규제가 환
경에 초래하는 영향은 장기적이라 할 수 있고 비용편익 분석에서 일반적으로 비용분석
및 ‘할인율의 활용’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환경적 영향은 할인율 등과 관련하여 비
용편익 항목에 포함하면 된다고 볼 수 있다. 즉 미국의 경우 장기간에 걸치는 편익 및
비용 취급 시 할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도 비용편익분석 항목에
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할 것을 명시하고 있어 ‘환경적 영향’을 별도 항목으로 구
성하는 것은 중복의 소지가 있으므로 제외하기로 하는 것이다.
‘규제의 명료성’은 규제의 기준 및 절차를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기술하고 법적 근
거에 입각하여 제시하였는가를 의미한다. 이것은 규제조치가 필요한 원인을 설득력 있
게 제시한다는 것과 의미가 상통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규제의 필요성’ 항목에 포함해
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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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복성이 낮고 보편적으로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항목
OECD 및 주요 국가에서 모두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항목과 의미
상 중복성이 낮고, 주요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항목들의 적합성을 검토해 보면 다음
과 같다.
우선 ‘외부 자문’은 사실상 규제영향분석의 절차에 관한 지침이기는 하나, 규제의 영
향을 분석하는 데 있어 진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는 입장에서 세부 분석항목으로 채택하였다.
‘경쟁제한성’ 역시 규제의 비용 부분에서 다루어질 수도 있겠으나, 규제의 비용분석
이 다소 개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규제의 부정적 영향으로서 잠재적으로 가장 주요
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쟁제한성을 별개의 항목으로 두어 집중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채택하였다.
‘할인율의 활용’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용 및 편익 항목에서 다루고 있으나 규제의
영향이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경우’ 할인율의 설정과 분석기간이 매우 중요한 변수
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비중을 감안하여 별도의 항목으로 채택하였다.
‘불확실성의 고려’ 역시 비용 및 편익 항목에 다소 자연스럽게 포함될 여지가 있긴
하지만, 주요 국가들에서 불확실성 개념을 단지 비용 및 편익 분석 차원을 넘어, 비가역
성(irreversibility)에 대한 고려, 사회적 요인 및 운영과정상의 문제점 그리고 이에 따른 준
수정도 등으로 더 근본적이며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항목으
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배분적 정의’는 규제의 영향과 관련하여 규제대안의 검토 및 비용편익 항목에 포함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OECD 및 주요 국가에서 별도의 항목으로 구성하여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어 채택하였다.
‘집행 및 점검’은 집행수단의 실효성, 이행 및 제재방안 등 다른 항목들과 중복의 소
지가 매우 적고, 실제로 규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행정적인 측
면에서의 주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 세부 분석항목으로 채택하였다.

(3) 규제영향분석의 평가틀 구성
위와 같은 분석항목 채택 기준에 의거하여 본 연구에서의 규제영향분석 세부 분석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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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은 [규제의 필요성], [정부개입의 정당성], [규제대안의 검토], [비용의 분석], [편익의
분석], [할인율의 활용], [불확실성의 고려], [배분적 정의], [경쟁제한성], [외부 자문],
[집행 및 점검] 등 총 11개로 구성하였다. 한국 규제영향분석의 주요 분석항목과 비교할
때 ‘배분적 정의’가 추가되었고, ‘규제의 명료성’은 [규제의 필요성]에 통합되었다.8)
여러 주요 국가들에서 실제 활용하고 있는 항목들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주요 분석요
소들을 망라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동일한 항목이라도 국가 간 의미하는 바가 다소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평가틀의 개별 항목들의 개념정의는 다른 나라의 개념 정의를 고
려하여 가능한 포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서, 일반적으로는 한국의 규제영향분석 작
성지침을 따랐다. 본 연구에서의 개념정의와 각 국가들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부분에서
의 차이점을 비교하면 아래 <표 7>과 같다. 예를 들면, [외부 자문]의 경우 본 연구에서
의 개념정의에 따르면, 외부전문가나 이해관계자의 자문을 받았는가의 여부를 의미하
나, 영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협의내용의 기록 및 공개 의무를 이행하였는가를 의미하고
있다.
<표 7> 규제영향분석의 평가틀의 항목과 개념정의
평가항목

규제의
필요성

본 연구에서의 개념정의

비 고

∘영국: 규제영향범위, 기존 정책에 대한 고려 등
규제의 신설 및 강화가 필요
포함.
한 원인과 규제의 목표를 구
∘미국: 시장실패, 연방정부 차원에서 규제가 최
체적 사례도 이용하여 ‘상세
선인지 시장효율성 저해가능성 여부 등으로 정
히’ 기술하였는가?
의

8) 본 연구에서 구성한 규제영향분석 평가항목은 규제영향분석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조건으로
서 OECD가 권고하는 ‘성과기준’에도 부합하고 있다[규제영향분석의 성과기준에 대한 OECD 권고안에
대해서는 김태윤(1999) 참조]. 세부 항목 가운데, 주요 국가들에서 공통 항목이 아닌 항목들에 대하여,
우선 [집행 및 점검]은 규제가 의도하는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시간과 이행가능성, 이행방법, 실질적인
이행수준 그리고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고려를 언급한다. 이것은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적용성 및 실현가
능성을 높이게 되어 OECD가 권고하는 성과기준인 ‘체계성(systemic)’, ‘실용성(practical)’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외부 자문] 항목에서는 외부전문가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전문성과 객관
성, 규제의 이해가능성을 증진시킴으로써 OECD의 성과기준인 ‘투명성과 자문(transparent and
consultative)'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규제영향분석 결과가 실제 문제해결
에 도움이 되고, 당면 문제에 대응하는 수준을 제고하도록 한다면 ‘대응성’(responsive) 기준도 충족시킬
수 있다. 또한, 규제의 신설 및 강화가 야기하는 비용과 편익의 정확한 측정, 장기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에 할인율에 대한 고려는 OECD가 권고하는 ‘실증성(empirical)’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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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정부
개입의
정당성

본 연구에서의 개념정의

비 고

∘OECD: 문제의 속성, 비용․편익, 대안 메커니
즘 등으로 정부개입근거를 제시하였는가의 여
정부개입의 근거로 시장실패 부로 정의
를 규명하였는가?
∘영국: 무대안일 경우 미칠 영향, 규제로 어느
집단이 영향받을지, 돌이킬 수 없는 폐해의 위
험 여부 등에 대한 고려로 정의

∘영국: 리스크 발생 및 감소 위한 대안, 준수율
을 높이기 위한 대안, 의도하지 않은 결과 고
무규제 및 비규제 대안으로
규제대안의
려, 이행 및 집행계획 등도 포함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검토했
검토
∘미국: 다른 대체안 고려 여부로 정의(제정법에
나?
의해 정의되는 대안, 준수시기가 다른 경우, 다
른 대체수단, 다른 엄격도 등)
규제의 사회적 부담을 기회비
비용의 분석 용 개념으로 확인하고 계량화 ∘OECD: 규제비용이 편익을 정당화하는가 여부
로 정의
하였는가?
∘영국: 영향받는 집단에 대한 고려도 포함
규제의 사회적 편익을 규명하 ∘미국: 비용효과분석도 포함
편익의 분석
고 계량화하였는가?
추정된 편익 및 비용을 할인
율을 이용하여 장기적 영향을
검토하였는가?
불확실성, 비가역성을 감안하
불확실성의
∘미국: 편익 및 비용에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여 준수율을 현실적으로 파악
고려
분석하였는가로 정의
하였는가?
할인율의
활용

∘영국, 미국: 사전에 정책대안에 대한 중소기업
배분적 관점에서 비용과 편익 의 의견 수렴 의무도 포함
배분적 정의
의 발생양태를 파악하였는가? ∘캐나다: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였는
가의 여부로 정의
∘OECD, 캐나다, 한국: 효과적인 의견수렴절차
외부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를 확보하였는지 여부 포함
외부 자문
자문을 받았는가?
∘영국, 캐나다: 협의내용 기록 및 공개 의무도
포함
∘OECD: 규제효과를 높이기 위한 유인 및 제도
이행방안(예산 및 인력의 추가
가 설계되었는지 여부를 의미
집행 및 확보 필요성 고려), 이행수준,
∘영국: 탄력적으로 조사(inspection)가 이루어졌
점검
사회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
는지, 조사부담 경감가능성 여부, 이행 이후의
였는가?
심사도 포함
경쟁
제한성

규제의 경쟁제한적 요소를
고려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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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한국 규제영향분석 수준의 평가
1. 한국 규제영향분석 수준의 평가방법
우선 평가대상으로는 규제의 신설·강화를 위해 제출된 규제영향분석서로서, 현재 규
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들과 관련된 것들을 선정하였다. 규제영향분석서의 입수가
가능한 시점을 중심으로 평가대상 규제영향분석서를 수집한 결과, 규제심사일자가 2001
년 4월 이후부터 2006년 12월까지 16개 부처의 239개 법률 심사안 중에 중요규제에 해
당하는 287건이 평가대상으로 집계되었다. 9) 이 기간 동안 정확히 몇 개의 규제사무가
신설 내지는 강화되어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의 대상이 되었으며, 또 그중 몇 개의 규제
사무가 중요규제로서 합당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대상이었는지는 정확한 추적이 가
능하지 않았다. 또한 부처에서 작성한 애초의 규제영향분석서가 규제개혁위원회의 사무
국 기능을 수행하는 국무총리실, 또 규제개혁위원회의 분과위와 본회의를 거치면서 어
떤 수정이 있었으며, 그 결과 최종적인 공식적인 규제영향분석서가 무엇인지도 분명치
않다. 본 연구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사이트에 본회의 및 분과위원회의 안건으로서
‘신설 및 강화규제 심사를 위한 안건’에 ‘규제영향분석서’의 형식으로 첨부되어 있는
모든 규제영향분석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결과 평가대상 분석서가 포함되어 있는 안건
은 본위원회 32건, 행정사회분과위 102건, 경제1분과위 111건, 경제2분과위 42건으로
집계되었다. 10) 따라서 평가대상이 된 규제영향분석서는 엄밀하게 본다면 대상기간 동
안 제작된 모든 규제영향분석서 전수라고 볼 수 없으며, 또 모두 동일하게 최종적인 단
계의 문건들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의 홈페이지에 모든 중요규제와
관련된 안건이 게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는바, 거의 대부분의 중요규제, 즉 규제영향분
9) 규제개혁위원회(2006)의 지침에 따르면 ‘중요규제’의 신설 및 강화 시에는 모든 분석항목이 망라된 규제
영향분석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비중요규제’의 경우에는 일부 평가요소에 있어서 사무국과 협의하여
생략 가능하며, 비용 및 편익 분석에 있어서 계량적인 분석에 따른 비용과다, 분석기간 장시간 소요 등
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서술적인 분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약식 규제영향분석
서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는 특별한 유용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비중요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
는 본 연구의 평가대상에서 배제하였다.
10) 해당 규제가 재심의되거나 분과위에서 심의된 후 본위원회에서 재상정된 규제의 규제영향분석서의 경
우 중복으로 간주하여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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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서를 수집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규제영향분석서가 심의과정을 거치면서
다소 수정이 있을 수 있지만, 본 연구는 부처가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수준에 주목
하고자 하므로 그 수정들이 특별한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 종합하면 한국의 규제영향분
석의 보편적인 수준을 파악한다는 본 연구의 목적을 감안할 때, 규제영향분석서의 수집
과정의 체계성에 다소간의 흠이 있으나, 평가대상의 대표성에 결정적인 훼손이 있는 것
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각 분석항목에 대한 평가는 3점 척도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3점 척도의 적용은 각
세부 분석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하였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사례를 포함하거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모두 기술한 경우 ‘잘함(3점)’으로, 사례
를 포함하지 않고 일반적이고 포괄적으로 설명하거나 규제의 영향 중 일부분만 기술한
경우 ‘보통(2점)’으로, 그리고 해당 항목에 대한 분석이 없거나 설명이 비논리적인 경우,
지나치게 미흡한 경우 ‘못함(1점)’으로 분류하였다. 예를 들면, [편익의 추정]은 직접편익
과 간접편익을 모두 구체적으로 고려한 경우 ‘잘함’으로, 일부를 누락하거나 간접편익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또는 중복 계산된 항목이 있는 경우 ‘보통’으로 그리고 비용과 편익
을 추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목만을 나열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에는 ‘못
함’으로 분류하였다.11)
실제 평가는 본 연구에 참여한 두 사람이 서로 토론하면서 점수를 부여하는 과정으로
수행하였다. 점수부여가 완성된 후에는 세부 분석항목별로 규제영향분석서에 대한 빈도
분석을 실시하여 규제영향분석의 전체적인 수준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는 각
분석항목에 대하여 정부부처별 실태평가를 통해 부처별로 잘 작성된 항목과 미흡하게
작성된 항목을 살펴보았으며, 빈도분석 결과를 연도별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떤 항목에서 분석서 질의 개선이 있었는가를 확인하였다. 그 외에 세부
분석항목 가운데 연계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항목 간 분석을 실시하였다.
11) 엄밀하게 보면, “잘함/보통/못함”이라는 분류는 그다지 적절한 것은 아니다. 평가항목이 대부분 “잘 규
명하였는가?”, “검토하였는가?”, “파악하였는가?” 등등 요구되는 행위를 하였는가를 확인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평가는 “그렇다/그렇지 않다”라는 2분류가 더욱 적절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본
다면 본 연구에서 “보통”으로 평가받은 경우의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로 분류될 것이다. 다만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 대부분의 항목에서 “그렇지 않다”로 평가되는 경우가 80% 이상이 되어, 나름대로 노력
을 투입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분별할 수 없다는 애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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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분석항목별 빈도분석 결과
(1) 세부 분석항목별 빈도분석 결과
규제영향분석서의 빈도분석 결과, ‘잘함’의 비중은 [규제의 필요성]과 [외부 자문]에
서 각각 38.3%, 3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못함’의 비중이 50% 이상인 항목은 [규
제대안의 검토], [비용의 분석], [편익의 분석], [불확실성의 고려], [배분적 정의], [집행
및 점검]으로 나타났다.
<표 8> 한국 규제영향분석의 평가결과
항목
규제의
필요성

보통

못함

해당
없음

규제가 필요한 원인과 목표를 구체적 사례도 110건 174건
이용하여 ‘상세히’기술하였는가?
38.3% 60.6%

3건
1.0%

-

내

용

정부개입의
정부개입의 근거로 시장실패를 규명하였는가?
정당성

잘함

6건
2.1%

규제대안의 무규제 및 비규제 대안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 4건
검토
지 검토했나?
1.4%

118건 90건 73건
41.1% 31.4% 25.4%
37건 246건
12.9% 85.7%

-

비용의 분석

규제의 사회적 부담을 기회비용개념으로 확인 28건
하고 계량화하였는가?
9.8%

37건 196건 26건
12.9% 68.3% 9.1%

편익의 분석

규제의 사회적 편익을 규명하고 계량화하였는 23건
가?
8.0%

30건 209건 25건
10.5% 72.8% 8.7%

추정된 편익 및 비용을 할인율을 이용하여 장
기적 영향을 검토하였는가?

13건
4.5%

할인율의
활용

-

불확실성의 불확실성, 비가역성을 감안하여 준수율을 현실 1건
고려
적으로 파악하였나?
0.3%
배분적 정의

배분적 관점에서 비용과 편익의 발생양태를 파
악하였는가?

외부 자문 외부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자문을 받았는가?
집행 및 점검

이행방안, 이행수준, 사회경제적 부담 등을 고
려하였는가?

경쟁제한성 규제의 경쟁제한적 요소를 고려하였는가?

-

58건 216건
20.2% 75.3%

41건 173건 72건
14.3% 60.3% 25.1%
29건 164건 94건
10.1% 57.1% 32.8%

95건 129건 63건
33.1% 44.9% 22.0%

-

23건
8.0%

27건
9.4%

237건
82.6%

-

24건
8.4%

14건 249건
4.9% 8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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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분석항목별로 살펴보면, [규제의 필요성]항목은 110건(38.3%)이 규제의 필요성을
구체적 사례를 이용하여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필요성을 언급하지 않은 경우는 3
건(1.0%)에 불과해, 거의 대부분의 규제영향분석서가 규제의 필요성에 대하여 상세히 기
술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개입의 정당성]은 정부개입의 근거로서 시장실패를 규명하였는가의 여부를 평
가하는 항목으로, 시장실패를 언급하지 않은 경우가 90건(31.4%)이며, 시장실패를 언급
하지 않았더라도 간접적으로 이를 규명하였거나 정부개입의 불가피성을 언급한 경우가
118건(41.1%)으로, 정부개입의 정당성을 시장실패로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이 미흡하다
고 볼 수 있다.
[규제대안의 검토]는 비규제 및 무규제대안을 검토했는가의 여부를 평가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한 경우는 4건(1.4%)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인 246건
(85.7%)은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토한 41건(14.3%)의 경우에도 규제대안의

검토를 제시하기보다는 규제의 필요성을 재설명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규제대안의
검토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비용의 분석]항목은 규제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기회비용의 개념으로 확인하였는지
를 평가한 것이다. 사회적 비용을 검토하지 않거나 계량화할 수 있는 비용을 정성적으
로 서술한 경우가 196건(68.3%)이며,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는 28건(9.8%)에 불과했다.
즉 규제의 실질적 비용인 준수비용이나 집행비용 등은 기회비용의 차원에서 파악하지
아니하고, 규제비용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정부예산지출이나 직접비용으로 계산하는 어
리석은 결과를 빚은 것이다.12)
[편익의 분석]항목에서는 규제로 인한 사회적 편익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는지를 평
가하였는데, 사회적 편익을 검토하지 않거나 계량화할 수 있는 편익을 정성적으로 서술
한 경우가 209건(72.8%)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규제영향분석서에서 ‘추정
할 수 없음’이라고 하거나, 단순한 근거를 토대로 비용보다 편익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하는 수준에서 그쳤다. 편익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경우는 23건(8.0%)에 불과했다.
[할인율의 활용]은 추정된 편익과 비용의 현재가치를 할인율을 이용하여 비교 검토하

12) 규제의 준수비용과 집행비용에 관하여는 김태윤(19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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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는가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대부분(75.3%)이 단년도 분석이라 할인율 검토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나머지 24.7%를 보더라도 13건인 4.5%만이 할인율을 고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에 해당하는 58건은 할인율을 검토하지 않음으로써, 장기간
에 걸친 규제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불확실성의 고려]는 규제준수 및 집행상 불확실성, 그리고 규제목표의 비가역성을
고려해야 하지만, 규제 준수율은 100%를 가정하였고 집행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경우는
1건에 불과했다. 불확실성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25%를 제외하더라도, 대부분인 173건
(60.3%)이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분적 정의]는 규제가 배분적 정의와 관계없는 경우인 32.8%를 제외하고, 대부분인
164건(57.1%)이 배분적 정의를 고려하지 않았다. 나머지 29건(10.1%)도 규제 성격상 배분
적 정의에 입각하여 제정되었거나 수혜자와 피해자를 간접적으로 고려한 경우이며, 배
분적 정의를 명확하게 고려한 경우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 자문]은 외부 자문을 받은 경우가 95건(33.1%)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외
부로부터의 자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정부 내 관련부처의 자문을 받은 경우가 129건
(44.9%)으로 나타나, 규제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 노력이 어느 정도 있

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집행 및 점검]항목에서는 규제의 이행방안, 이행수준 및 사회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
하였는가의 여부를 평가한 것으로, 거의 대부분인 237건(82.6%)이 단순히 ‘문제 없음’으
로 기술하였고, 기존 예산과 인력으로 100% 집행이 가능하다고 기술하였다. 예산 및 인
력의 추가확보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고려한 경우는 23건(8.0%)에 불과하여 집행 및 점검
의 적정성에 대한 고려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경쟁제한성]은 규제에 경쟁제한적 요소가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해당하지
않는 249건(86.8%)의 규제를 제외한 나머지 38건(13.3%) 가운데에서도 경쟁제한 요소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2) 부처별 평가 결과
규제영향분석서의 실태를 더욱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편의상 평가 결과에
점수를 부여하였는바, ‘잘함’을 3점, ‘보통' 2점 그리고 ‘못함’에 1점을 부여하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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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부처별로 표현하면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부처별 규제영향분석 평가결과13)
구 분
규제의
필요성

건설 보건
재정
문화 해양 행정 방송 산업 식품
전체
환경부
노동부
평균
교통부 복지부
경제부
관광부 수산부 자치부 위원회자원부 의약청
평균**
2.35 2.46 2.67 2.38 2.32 2.35 2.00 2.21 2.08 2.69 2.43 2.37

2.39

정부개입
1.68 1.52 1.73 1.57 1.38 1.73 1.50 1.40 1.86 1.67 1.83 1.61
정당성

1.43

규제대안
1.05 1.41 1.46 1.00 1.00 1.29 1.00 1.00 1.00 1.15 1.43 1.16
검토

1.18

비용의
분석

1.14 1.27 1.86 1.17 1.41 1.53 1.41 1.15 1.00 2.23 1.86 1.36

1.29

편익의
분석

1.08 1.33 1.83 1.05 1.22 1.67 1.25 1.17 1.00 2.00 1.00 1.29

1.26

할인율의
1.37 1.38 1.50 1.19 1.00 1.06 1.65 1.14 1.08 1.23 1.14 1.29
활용

1.20

불확실성
1.15 1.18
고려

-

1.12 1.09 1.21 1.00 1.00 1.33 1.60 1.60 1.20

1.09

-

1.00 1.43 1.07 1.33 1.00 1.00 1.10 1.00 1.15

1.05

외부
자문

1.99 1.97 2.17 2.19 2.47 1.88 3.00 1.29 2.00 2.00 2.86 2.11

1.25

집행 및
점검

1.17 1.26 1.42 1.33 1.16 1.53 1.00 2.14 1.00 1.08 1.00 1.25

2.04

경쟁
제한성

1.00 1.50 1.80 1.67 0.00 0.00 0.00 0.00 0.00 0.00 1.00 1.63

1.05

총점*

1.37 1.51 1.73 1.42 1.32 1.58 1.47 1.32 1.37 1.70 1.56 1.49

1.38

개수

78

287

배분적
정의

1.07 1.34

39

24

21

19

17

17

14

13

13

7

262

주: *는 각각의 부처의 득점을 단순산술평균한 값임. **는 모든 부처의 평가항목별 점수를 단순
산술평균한 값임.
13) 규제영향분석서가 5개 이상인 부처만을 대상으로 함(5개 이하에 해당하는 부처: 교육인적자원부, 여성
가족부, 법무부, 정보통신부, 중소기업청,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국가 청소년위원회, 국무조정실, 국
무총리실,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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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많은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였던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의 평가점수
는 전체 부처의 평균점수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이 비교
적 잘 된 것으로 평가된 부처는 환경부와 산업자원부로 나타났으며, 노동부와 행정자치
부는 둘 다 낮게 평가되었다.
몇 가지 특징적인 요소를 살펴보면, 분석항목들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는 [규제의 필요성]항목은 산업자원부와 환경부가 가장 높게 나타나 규제 필요성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작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비용의 분석]과 [편익의 분석]항목은 비슷한 유형으로 나타났는데, 부처 평균점수는
비용과 편익 모두 낮은 편이며, 산업자원부와 환경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
히 건설교통부의 경우, 가장 많은 규제영향분석서를 입안했으며 규제내용이 주로 토지
및 개발행위에 관한 규제를 다루게 되는 부처 특성상 비용과 편익의 사회적 영향을 고
려하여 더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과 편익항목의 점수가 오히
려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집행 및 점검]은 부처 평균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행정자치부의 경우
다소 높게 나타나, 이행․점검․감독 등 규제집행업무와 관련된 부처 속성이 반영되었
다고 볼 수 있다.
[외부 자문]은 해양수산부의 경우, 대부분의 다른 항목은 낮은 점수를 보여 부처 평균
점수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외부 자문] 항목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3) 연도별 실태
연도별로 각 세부항목별 평가점수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표 10>과 같다.
전반적으로 볼 때, 2002년도에 비해서는 모든 부문에서 그 수준이 다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다만 세부항목별로
볼 때 일부 항목에 있어서는 일정수준 개선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변화 역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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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규제영향분석 평가결과의 연도별 실태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평균

규제의 필요성

2.32

2.30

2.34

2.41

2.47

2.37

정부개입의 정당성

1.44

1.74

1.67

1.59

1.53

1.61

규제대안의 검토

1.05

1.03

1.14

1.17

1.33

1.16

비용의 분석

1.16

1.16

1.35

1.63

1.45

1.36

편익의 분석

1.11

1.12

1.19

1.63

1.43

1.29

할인율의 활용

1.39

1.25

1.16

1.46

1.30

1.29

불확실성의 고려

1.04

1.16

1.14

1.37

1.28

1.20

배분적 정의

1.04

1.15

1.18

1.12

1.20

1.15

집행 및 점검

1.53

1.44

1.21

1.04

1.11

1.25

외부 자문

1.68

1.57

2.16

2.57

2.49

2.11

경쟁제한성

2.00

1.56

2.00

1.50

1.67

1.63

총 평균

1.43

1.41

1.50

1.59

1.57

1.49

[규제의 필요성]은 가장 높은 점수를 유지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규제의 필요성
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외부 자문]의 경우, 2002
년도에 비해 2006년도에는 가장 큰 변화를 보이고 있어, 외부 자문의 중요성에 대한 인
식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용의 분석]과 [편익의 분석]항목은 비슷한 추세로 개선의 여지를 보이고 있다. 즉
2002년에는 분석항목 전체의 평균 수준보다 하회하였으나 2006년에는 비교적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규제대안의 검토]와 [배분적 정의]는 낮은 점수이긴 하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2002년도에는 규제대안을 검토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2006
년도에는 미흡하나마 포괄적으로 대안을 고려하는 경우가 어느 정도 나타났다. 배분적
정의는 2002년도에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나, 2006년에는 간접적으로나마 고려하고자
한 노력이 다소 있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개입의 정당성], [할인율의 활용] 그리고 [집행 및 점검]항목에서는 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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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그 수준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 주목이 요구된다. [정부개입의 정당성] 및 [집행
및 점검]과 관련된 평가결과를 더욱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11> 및 <표 12>와
같다. 즉 지난 5년간 한국의 규제영향분석은 규제의 필요성을 분석적으로 파악하는 데
있어 시장실패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노력을 줄이고 있으며, 또한 규제의 집행현장에서의
애로점과 발생되는 비용들을 점차 소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인상이 강하게 남는다.
<표 11> [정부개입의 정당성]항목에 대한 연도별 분석결과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합계

시장실패 규명

0
0.0%

3
4.8%

0
0.0%

1
2.2%

2
2.9%

6
2.1%

11

28

34

22

23

118

28.9%

44.4%

48.6%

47.8%

32.9%

41.1%

14

15

17

18

26

90

36.8%

23.8%

24.3%

39.1%

37.1%

31.4%

해당 없음

13
34.2%

17
27.0%

19
27.1%

5
10.9%

19
27.1%

73
25.4%

합계

38

63

70

46

70

287

시장실패
간접규명
규명 실패

<표 12> [집행 및 점검] 항목에 대한 연도별 분석결과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합계

구체적 고려

4
10.5%

14
22.2%

4
5.7%

0
0.0%

1
1.4%

23
8.0%

12

0

7

2

6

27

31.6%
22

0.0%
49

10.0%
59

4.3%
44

8.6%
63

9.4%
237

57.9%

77.8%

84.3%

95.7%

90.0%

82.6%

38

63

70

46

70

287

포괄적 고려
검토 안 함
합계

[집행 및 점검]은 2002년도에 포괄적으로 고려한 비중이 31.6%였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감소하여 2006년도엔 8.6%이며, 검토하지 않은 경우에도 2002년도에 57.9%
에서 2006년에는 90%로,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고려가 훨씬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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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항목 간의 관계
세부 분석 항목 간 관련이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 특히 [비용의 분석]과 [편익의 분석]
의 경우 [규제의 필요성] 및 [외부 자문] 항목과 연계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의 필요성]과 [외부 자문]은 비교적 높은 평가점수를 받은 항목으로, 규제가 필요한 원
인과 목표를 얼마나 상세하게 기술하였는가의 여부와 자문의 성격이 어떠한가에 따라
비용편익분석의 질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규제의 필요성]과 비용 및 편익분석의 파악
아래 <표 13>에 따르면, 규제의 필요성을 구체적 사례로 기술한 110건 가운데, 비용
을 구체적으로 고려하는 비중(20.0%)이 일부 비용만을 고려하는 비중(16.4%)보다 높았다.
비용을 추정하지 않은 경우, 규제의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기술하는 분석서(130건)가 구
체적 사례로 기술하는 분석서(63건)보다 많았다.
<표 13> [규제의 필요성]과 [비용의 분석] 간 분석결과
구 분

구체적 사례

포괄적 기술

파악 안 됨

구체적 비용 고려

22

20.0%

6

3.4%

0

0.0%

일부비용 고려

18

16.4%

19

10.9%

0

0.0%

63

57.3%

130

74.7%

3

100.0%

7

6.4%

19

10.9%

0

0.0%

110

100.0%

174

100.0%

3

100.0%

정성적, 추정 안 함
추정곤란(대상 아님)

다음으로, [규제의 필요성]과 [편익의 분석]항목과의 관련성도 [비용의 분석]항목과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규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분석서 중 편익을 구체적으
로 작성한 경우는 18건이었으나 필요성을 ‘보통’으로 작성한 분석서 중 편익을 구체적
으로 작성한 경우는 5건에 불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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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규제의 필요성]과 [편익의 분석] 간 분석결과
구 분

구체적 사례

포괄적 기술

구체적 편익 고려

18

16.4%

5

2.9%

0

0.0%

일부편익 고려

19

17.3%

11

6.3%

0

0.0%

71

64.5%

135

77.6%

3

100.0%

2

1.8%

23

13.2%

0

0.0%

110

100.0%

174

100.0%

3

100.0%

정성적, 추정 안 함
추정곤란(대상 아님)

파악 안 됨

즉 [규제의 필요성] 항목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경우에 비용과 편익분석도 구체적으로
기술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문제
상황 및 규제의 필요성을 명확히 인식할 때 해당 규제가 미칠 영향에 대한 고려도 높아
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외부 자문]과 비용 및 편익분석의 파악
자문의 수준에 따라 비용과 편익분석이 영향을 받는가를 살펴보았다. 아래 <표 15>
에 따르면, 외부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았을 때, 비용 추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한 경우
(18.9%)가 일부만 고려한 경우(16.8%)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정부기관의 자문만을

받은 분석서는 비용을 정성적으로만 추정하거나 미흡하게 분석한 경우가 72.9%이나 외
부 자문을 받은 분석서에서는 57.9%로 정부기관의 자문만 받은 분석서가 뚜렷하게 비
용분석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자문의 수준과 [비용의 분석] 간 분석결과
구 분

외부 자문

정부기관 간 자문

안 받음

구체적 비용 고려

18

18.9%

9

7.0%

1

1.6%

일부비용 고려

16

16.8%

15

11.6%

6

9.5%

55

57.9%

94

72.9%

47

74.6%

6

6.3%

11

8.5%

9

14.3%

95

100.0%

129

100.0%

63

100.0%

정성적, 추정 안 함
추정곤란(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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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분석도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용분석의 경우와 유사하였다. 즉 정부기
관 간 자문보다는 외부로부터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 비용과 편익 추정 모두에서 더 구
체적인 분석이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6> 자문의 수준과 [편익의 분석] 간 분석결과
구 분

외부 자문

정부기관 간 자문

안 받음

구체적 편익 고려

14

14.7%

8

6.2%

1

1.6%

일부편익 고려

12

12.6%

13

10.1%

5

7.9%

61

64.2%

102

79.1%

46

73.0%

8

8.4%

6

4.7%

11

17.5%

95

100.0%

129

100.0%

63

100.0%

정성적, 추정 안 함
추정곤란(대상 아님)

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 규제영향분석의 수준을 살펴보고 미흡한 부분을 파악하여, 궁극적으
로는 향후 규제영향분석의 역량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한국 행정부
의 공식문서인 규제영향분석서의 분석적인 수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더 체계적
이고 논리적인 평가를 위해 OECD,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주요 국가의 규제영향분석 작
성지침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연구의 평가틀을 구성하였으며 2001년부터 2006년 사이
에 작성된 행정규제기본법상의 대부분의 ‘중요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를 전수 평
가대상으로 삼아 분석하였다.
평가 결과, [규제의 필요성]과 [외부 자문]항목은 비교적 잘 분석된 것으로 나타났으
나, [규제대안의 검토], [비용의 분석], [편익의 분석], [불확실성], [배분적 정의], [집행
및 점검] 등 사실상 규제영향분석의 핵심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대부분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규제영향분석 수준은 상당히 미흡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연도별로 다소 개선되고 있는 추세가 미약하나마 파악되고 있는바, [비용의
분석]과 [편익의 분석]항목의 경우 비슷한 추세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규

한국 정부의 규제영향분석의 수준 165

제대안의 검토]와 [배분적 정의] 항목은 낮은 수준이지만 분석수준이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정부개입의 정당성], [할인율의 활용], [집행 및 점검] 항목은 그
수준이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항목에 대한 철저한 고려가 요구된
다.14) 부처별로 볼 때, 규제영향분석이 가장 잘 작성된 것으로 평가된 부처는 환경부와
산업자원부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은 규제영향분석서를 입안한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
부의 경우 전체 평균 수준보다도 상대적으로 미흡한 분석수준을 보이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평가결과를 종합하면 한국 행정부처의 규제영향분석 역량은 매우 낮으며, 또 개선되
고 있다는 징후도 보이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규제가 정책의 주요한 구성요소이며,
국민들과 기업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김종석․김진국․김태윤․
이성우․이주선․최병선; 1999), 규제입안당사자가 규제로 비롯되는 국민들의 희생을 섬세

하게 파악하지 않고 있으며, 또 제안되는 규제가 과연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분석적
인 논의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규제영향분석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본 연구
는 이 질문에 대한 특별한 함의를 갖고 있지는 못하다. 다만, 기존에 거론되고 있는 바
를 Jacobs(2007)가 정리한 것을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은 대안들의 조합들이 필요
할 것으로 본다.15) 즉 규제영향분석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중앙의 규
제영향분석 감시기구의 심의기능 강화, 둘째, 정부 내의 다른 부처들의 비판적 참여, 셋
째, 최소한 1년 이상의 규제영향분석 기획 및 준비, 넷째, 규제의 효과에 대한 더 광범위
한 확인을 통한 규제준수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다섯째, peer 리뷰를 통한 더 과학적인
자료와 증거들의 활용, 여섯째, 규제영향분석 역량 강화, 일곱째, 자료수집 방법론 및 자
료의 질적 수준에 대한 통제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무엇보다도 상당히 복잡한 사안에 대하여 몇몇 연구자의 평가에 기초하고
14) 특히 [정부개입의 정당성] 분석항목에서 시장실패 규명에 대한 요소는 1998년의 규제영향분석 작성지
침에서는 규제영향분석의 주요 분석항목으로 망라되어 있었으나, 2006년에 개정된 지침에서는 누락되
어 있다.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책임을 맡고 있는 실무자들에게 작성하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요
구”였다는 것이 이러한 배제의 이유로 거론되고 있다.
15) 규제영향분석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한국의 현실에서 긴요한 제도적 정비와 관련하여서는 김태
윤(2008)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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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실제 평가가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각각의 분석항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평가자가 평가에 참여해야 할 것이나, 연구
의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주관적인 판단 때문에, 개별적인 항목에 대
한 해석이나 평가에 있어 다소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평가틀이 실무적인 지침에 근거하여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더 엄밀한 지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도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규제영향분석서의 문제점들의 발견이 그 해결방안의 도출로까지 논리적으로 자연스럽
게 연계되지는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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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Quality of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in Korea: Applying the General Evaluation Framework

Kim, Tae-Yun, Hur, Gahyeong, Jung, Jae Hee

This study tries to assess the actual quality of the RIA in Korea The literature is
limited to largely analytic methodology or institutional perspective of RIA but lacks the
comprehensive and systemic perspective for the evaluation of actual RIA statements.
By integrating the RIA guidelines of major RIA-advanced countries, such as UK,
USA, and Canada and of OECD, this paper develops a logical framework for the
evaluation of actual RIA statements. Based on such evaluation frameworks, available all
RIA statements written by almost all ministries of the Korean government from April,
2001 to December, 2006 are analyzed.
Main results are as follows. The general quality of the Korean RIA is too low and it
has shown little room for improvement. In particular, “the necessity of government
intervention” and “consultation” are relatively well described, while the core factors of
RIA such as “justification for government involvement”, “applying the appropriate
discount rate” and “compliance & enforcement” have not properly described nor
analyzed. And “the identification and measurement of cost and benefit” has shown no
progress in its analytic quality.

Key words: Regulatory Impact Analysis (RIA), Cost-Benefit Analysis, Regulatory
Reform,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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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의 통제와 재정지출의 효율성에
관한 국가 간 실증분석
황진영*․허 식**․이성원***1)
본 연구에서는 국가 간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부패의 통제가 재정지출의 효율성에 미
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여기서 부패의 통제는 거버넌스(governance)의 측정치 중 하나
이며, 재정지출의 효율성은 재정지출의 투입 대비 행정․교육․기반시설․안정과 관련
된 산출을 근거해 Angelopoulos et al.(2008)의 연구에서 제공한 자료이다. 실증분석 결과
한 국가의 부패의 통제는 전반적인 재정지출의 효율성에 대체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또한 모형의 선택이나 추정방법에 관계없이 한

국가의 부패의 통제는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양(+)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교육에 대한 재정지출의 효율성은 부패의 통제에 의해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패를 척결하려는 노력에 있어 재
정지출의 기능별로 다른 기준을 설정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교육과 관련된 재정지출
에 비해 기반시설과 관련된 재정지출의 투입과 산출에 더 엄격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핵심용어: 부패의 통제, 재정지출, 효율성, 기반시설, 교육
*
**
***
****

제1저자, 한남대학교 경제학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133번지(e-mail: jyh17@hnu.kr)
교신저자,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내리 72-1(e-mail: shikheo@unitel.co.kr)
공동저자,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221(e-mail: ecomass@naver.com)
유익한 논평을 해 주신 익명의 두 분 논평자에게 감사드린다.
접수일: 9/16, 게재확정일: 11/19

I. 머리말

1990년대 이후 부패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고조되면서 많은 경제학자들은 부패로
인해 생겨나는 다양한 경제적 왜곡을 분석하였다. 특히 부패가 정책결정의 왜곡을 통해
총합적(aggregate) 경제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은 가장 폭넓게 이루어졌다(예를 들어
Hindrinks et al., 1999; Hwang, 2002; Li et al., 2000; Mauro, 1998; Tanzi, 1998; Tanzi and Davoodi,
2002 등). 이러한 선행연구는 뇌물이 부패한 정부관리 혹은 정치인에게 공여된다면 부패

한 정부관리 혹은 정치인은 뇌물을 공여한 사람에게 유리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
많은 선행연구에도 불구하고 부패와 정책결정의 왜곡 간의 상호연관성을 분석한 실
증적 연구는 여전히 다루지 못한 미비한 점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부패가 재정지출과
관련된 정책결정의 왜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에서 국가별 정책결정의 왜
곡을 반영하기 위해 재정지출의 크기 혹은 그 기능별 분류의 상대적 크기를 나타내는
자료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만약 부패로 인해 불필요하게 과도한 재정지출을 유발하는
형태로 왜곡이 생겨난다면, 재정지출의 상대적 크기보다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분석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물론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는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국가별 재정지출
의 효율성을 반영하는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재정지출의 효율성은 개념상 애매함(예
를 들어 분야별 재정지출은 다른 목적을 가질 수 있음)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측정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Angelopoulos et al.(2008)의 연구에서 재정지출의 투입 대
비

산출로

파악한

행정(administration)․교육(education)․기반시설(infrastructure)․안정

(stability)의 4개 부문에 대한 공공부문 효율성 측정치의 (산술)평균을 재정지출의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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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내는 대리변수로 사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1)
또한 대부분 선행연구에서 한 국가의 부패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대리변수로 부패
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불필요하게 과도한 재정지출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부패인식지수보다 정부의 거버넌스(governance)의 한 차원인 부패의
통제(control of corruption)가 더 적절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Kaufmann et
al. (2005)이 제공한 일련의 거버넌스의 측정치 중 하나인 부패의 통제를 사용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 국가의 부패와 정책결정의 왜곡에 관한 일련의 선행연구
를 다음과 같이 보완하고 발전시키고자 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한 국가의 부패의 통제
가 재정지출의 상대적 크기 혹은 재정지출의 기능별 지출의 상대적 크기가 아닌 재정지
출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또한 한 국가의 부패의 통
제와 재정지출의 기능별 구성(functional composition), 즉 행정․교육․기반시설․안정에
대한 재정지출의 효율성 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부패의 통제와 어떤 부문의 재정지
출의 효율성 간의 관련성이 크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실증분석 결과 한 국가의 부패의 통제가 재정지출의 효율성에 대체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모형의 선택이나 추정방법에 관계
없이 부패의 통제가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출의 효율성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측되었지만, 교육에 대한 재정지출의 효율성에는 전혀 유의
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패의 통제가 행정 및 안정에 대한 재정
지출의 효율성에는 대체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측되었
지만, 이러한 결과는 모형의 선택이나 추정방법에 다소 의존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부패의 통제가 재정지출의
효율성(투입 대비 산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모든 조
건이 동일하다면, 부패의 통제가 발전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재정지출을
투입하여 더욱 높은 수준의 산출이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부패의 통제가
재정지출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 상이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패를 개선하려는 노력
은 공공부문별로 다소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다시 말해 실증분석 결과는 투입과 산출

1) 이러한 자료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제III장에서 전개된다.

174 규제연구 제 17권 제2호 2008년 12월

을 바탕으로 부패척결을 위해 기반시설에 가장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교육에
대한 재정지출은 투입과 산출이 아닌 다른 부문에 부패척결을 위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
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II장에서는 선행연구에 기초한 이론적 배경을 검토
하고, 본 연구의 방향을 설정한다. 제III장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한 통계자료, 추정방정식
및 추정방법 등을 기술한다. 제IV장에서는 일련의 국가 간 실증분석 결과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V장에서는 본 연구의 요약과 앞으로의 연구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본 연구의 방향
한 국가의 부패가 총합적 경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크게 두 방향
으로 진행되어 왔다. 첫째, 일련의 선행연구는 한 국가의 부패가 자본의 한계생산성을
저하시키므로 투자 하락을 유발해 경제성장을 저해하거나 혹은 부패와 경제성장 사이
의 직접적인 음(-) 관계를 파악하였다(예를 들어 장근호, 2000; 황진영․강동관, 2007; Knack and
Keefer, 1995; Li et al., 2000; Mauro, 1995; Tanzi and Davoodi, 2002; Wei, 1997 등).

둘째, 다양한 선행연구는 부패가 정책결정의 왜곡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제성과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예를 들어 Hindrinks et al., 1999; Hwang, 2002; Mauro,
1998; Tanzi and Davoodi, 2002 등). 이와 같이 한 국가의 부패의 정도와 정책결정의 왜곡 간

의 상호연관성은 부패한 정부 관리들이 뇌물을 수수할 뿐만 아니라 뇌물을 공여한 사람
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책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전제에 근거한다.
첫 번째 선행연구의 방향에 비해 두 번째 선행연구의 방향이 더 많은 정책적 시사점
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형태로 분석이 전개되었다.2) 특히 실증적 측면에서
정책결정의 왜곡은 재정지출의 상대적 크기 및 그 구성에 집중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
한 부패와 재정지출 간의 실증적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의 연장선상에 있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부패의 정도와 재정지출의 크기 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분석
2) 이러한 선행연구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생략한다. 이들 내용의 요약은 황진영․강동관(2007)의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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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Shleifer and Vishny(1993)의 연구에서 부패는 그 성격상 비밀유
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부패가 만연한 사회나 국가에서는 은폐비용이 낮은 집단주의가
성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집단주의는 관료주의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이들 양자 간 확
대 재생산되는 경향으로 인해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유발하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즉 재
정지출의 규모가 큰 국가일수록 인․허가와 관련된 공무원의 재량권이 커지게 되어 금
전적 유인이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부패는 재정지출의
크기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반대로 재정지출의 크기가 큰 국가에서는 더 많은 부패를
잉태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그러나 Hindrinks et al.(1999), Tanzi and Davoodi(2002) 등의 연구에서 부패한 국가일
수록 비효율적인 조세제도와 조세징수에 대한 정부 권위의 잠재적 오용으로 말미암아
조세수입이 줄어들어 재정지출의 크기가 감소할 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 재정지출의 증
가가 공무원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정비하고 제도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 이루어진다면,
재정지출의 크기와 부패 사이에는 음(-)의 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따라서 한
국가의 부패의 정도와 재정지출의 크기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도 더욱 세밀한 실
증적 분석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부패와 재정지출 간의 실증적 선행연구를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보완함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실증적 선행연구에서 한 국가의 부패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대리변수로 부패
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를 대부분 사용하였다. 이러한 부패인식지수는 한 국
가의 전반적인 부패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지만, 부패가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유발하는지 파악하기에는 불완전한 자료이다. 즉 불필요한 재정지
출의 유발 혹은 공무원의 내부 통제시스템 정비나 제도의 투명성 보장과 같은 사항은
정부의 거버넌스(governance)의 가능한 차원이므로 부패인식지수보다 부패의 통제(control
of corruption)를 나타내는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는 Kaufmann et al. (2005)이 제공한 일련의 거버넌스 측정치 중 하
나인 부패의 통제를 사용하여, 한 국가의 부패와 재정지출 간의 관계를 살펴본다.
둘째, 한 국가의 재정지출의 크기는 고용, 복지, 교육 등과 같은 다양한 경제․사회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순히 부패와 재정지출의 크기 사이의 관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다시 말해 국가 간 재정지출의 상대적 크기보다는 재정지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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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때, 부패의 통제가 개선될수록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줄
일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패의 통제가 개선될수록 불필요한 재정지출이 줄어들게 되어 재정지출
의 효율성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소 접근 방법에는 차이가 있지만, 최근
Hwang et al.(2007)의 이론적 연구에 의하면 금융대출의 과정에서 부정직한 정치인과 뇌
물을 공여하는 생산성이 낮은 기업 간의 부패가 존재할 경우 과도한 대출(그들은 이를 과
잉대출(overlending)이라고 명명함)이 생겨날 수 있다. 즉 그들은 부패의 존재로 인해 최적대

출 수준을 초과하여 대출하는 비효율성이 생겨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3) 따라서 부패
의 통제와 재정지출의 효율성 간에는 양(+)의 관계가 존재할 것으로 쉽게 예측할 수 있
으며, 이를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셋째, Barro(1990), Devarajan et al. (1996) 등의 연구에서 재정지출의 기능별 구성에 따
른 재정지출의 경제적 영향이 상이할 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 한 국가의 부패와 재정지
출의 기능별 구성 간의 관련성은 Mauro(1998) 등의 연구에서 검토되었다. 구체적으로
Mauro(1998)는 부도덕한 정부관리 혹은 정치인에 의한 약탈적 행위가 존재할 경우, 공교
육․환경 등과 같이 수혜자가 다수인 부문에 대한 재정지출이 감소하는 형태의 왜곡이
생겨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였다. 그러나 Mauro(1998)의 분석은 부패와 재정지출의
기능별 구성 간의 상대적 크기에 집중되었으며, 재정지출의 기능별 구성의 효율성에 대
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한 국가의 부패의 통제와 재정지출의 기능별 구
성에 대한 효율성 간의 관련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그러나 한 국가의 재정지출의 기능별 구성에 대한 효율성을 계량화하기에는 상당한
제약이 존재한다. 즉 재정지출의 기능별 구성에 따라 투입과 산출 기준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공공재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태로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Angelopoulos et al. (2008)의 연구에서 제공한 행정․교
육․기반시설․안정의 4개 부문에 대한 공공부문 효율성의 측정치를 재정지출의 기능
별 구성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대리변수로 사용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국가 간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부패의 통제가 재정지출의 효
3) 그들은 이러한 과잉대출이 금융부문뿐만 아니라 실물경제까지 붕괴시키는 경제적 대위기의 근저가 될
수 있다는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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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부패의 통제와 4개 부문에 대
한 재정지출의 기능별 구성에 대한 효율성 간의 가능한 관계도 검토한다. 이를 통해 부
패와 재정지출 간의 관계를 분석한 일련의 선행연구를 보완․발전시키며, 부패의 통제
가 재정지출의 어떤 부문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데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본
다.

III. 자료 및 추정방정식
본 연구에서는 54개 국가의 표본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나타내
는 변수와 같은 주요 통계자료의 가용성에 근거한다.
먼저 한 국가의 재정지출의 효율성(이후 PSE로 나타냄)을 나타내는 대리변수로는
Angelopoulos et al. (2008)의 연구에서 제공한 행정(adminstration), 교육(education), 기반시설
(infrastructure), 안정(stability)의 4개 부문에 대한 공공부문 효율성의 측정치에 대한 (산술)

평균을 사용한다.4) 이러한 공공부문 효율성의 측정치는 투입비용과 산출량에 기초한 성
과로 측정하였다. 또한 투입비용은 이하에서 살펴보겠지만 재정지출에 근거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투입 대비 산출로 파악한다면,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대리변수로 사용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물론 이
경우 투입비용은 목적한 산출량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가정한다.
구체적으로 4개 부문에 대한 공공부문의 효율성(이후 재정지출의 효율성으로 나타냄)은 다
음과 같이 측정된다. 먼저 ‘행정에 대한 재정지출의 효율성’(이후 ADM으로 나타냄)은 정부
의 부패와 관료의 질(quality)을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평균 공공지출로 나누어 계산한다.
‘교육에 대한 재정지출의 효율성’(이후 EDU으로 나타냄)은 중등교육기관 취학률을 GDP 대
비 공교육비 지출로 나누어 측정한다.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출의 효율성’(이후 INF로
나타냄)은 GDP 대비 총 재정지출에 대한 기반시설의 질의 비율이다. 여기서 기반시설의
4) 이러한 Angelopoulos et al.(2008)이 제공한 공공부문의 효율성 측정치는 Afonso et al.(2005)의 연구 방
법론에 기초하여 확장한 것이다. 따라서 공공부문 효율성을 4개 부문으로 분류한 이유 및 공공부문 효율
성의 측정방법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Afonso et al.(2005)을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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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은 총 기관차(locomotive) 중에서 사용되는 디젤 기관차의 비율 및 전력 수송과 배전 손
실의 역수를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안정에 대한 재정지출의 효율성’(이후 STB로 나타냄)은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의 역수를 GDP 대비 총 재정지출로 나누어 계산한다.5)
이상과 같은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측정치들은 투입과 산출의 상대적 가치
로 측정하였으므로, 수치가 높을수록 재정지출의 효율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Angelopoulos et al.(2008)의 연구에서는 1980～2000년 기간에 대한 5년 단위의 패널
(panel)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의 가용한 기간을 고려하여

1995～2000년 기간의 평균값을 사용한다. 일련의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변수
들에 대한 주요 통계치는 <표 1>에 요약되어 있다. 또한 부록의 <표 6>에는 표본에 사
용된 국가와 국가별 PSE 자료가 나타나 있다.
<표 1> 주요 변수의 통계치
변수

설명

평균

중위수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PSE

재정지출의 효율성

1.18

1.13

0.51

3.43

0.35

ADM

행정에 대한 재정지출의 효율성

1.39

1.24

0.86

5.47

0.43

EDU

교육에 대한 재정지출의 효율성

1.12

1.10

0.40

2.20

0.25

INF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출의 효율성

1.06

0.97

0.47

2.75

0.24

STB

안정에 대한 재정지출의 효율성

1.14

0.91

0.91

4.32

0.12

CCP

부패의 통제

0.75

0.63

0.94

2.24

-0.83

주: 표본의 수=54개(국가)

<표 1>은 재정지출 효율성의 국가 간 편차가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PSE가 가장 높은 나라는 일본으로 3.43이지만 가장 낮은 나라는 예멘으로 0.35에 불과
하다. 또한 교육과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출 효율성의 국가 간 편차에 비해 행정과 안

5) 부연하여 설명하면, 디젤 기관차의 비율이 높거나 전력수송과 배전 손실이 클수록 기반시설이 질이 낮
아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출의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관측한다. 이러한 자료는 Tanzi and Davoodi
(2002)의 연구에서도 기반시설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아울러 국가 간 분석에서 한 국가의
인플레이션율, 실업률 등은 그 국가 경제의 불안전성을 나타내는 대리변수로 자주 사용되므로, 이들 변
수의 역수의 값을 안정에 대한 산출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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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대한 재정지출 효율성의 국가 간 편차가 크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그러나 투입과
산출에 근거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측정할 경우 투입과 산출의 자료 선정에 대한 근
거가 불명확하며, 분야별 재정지출의 공공재적 성격을 정확히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점
이 있음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PSE는 재정지출
의 효율성을 완전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한 국가의 부패의 통제(control of corruption, 이후 CCP로 나타
냄)는 Kaufmann et al.(2005)의 연구에서 제공한 다양한 거버넌스(governance)의 차원
(dimension)에 대한 측정치 중 하나이다. 즉 그들은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2.5

에서 2.5 사이의 값으로 측정하였으며, 높은 값일수록 더 나은 거버넌스의 결과와 상응
한다.6) Kaufmann et al.(2005)은 1996년, 1998년, 2000년, 2002년, 2004년의 자료를 제공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인 재정지출의 효율성의 가용한 연도를 고려하여 1996
년의 값을 사용한다. 이러한 CCP에 대한 주요 통계치는 <표 1>에 나타나 있으며, -0.83
(이란)에서 2.24(덴마크)까지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변수들 사이의 상호연관성과 이들 변수들과 부패의
통제 사이의 상호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한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는 <표 2>와 같다. 재정
지출의 기능별 효율성을 나타내는 4개 부문의 변수들 간에는 다소 밀접한 양(+)의 상관
관계(0.20～0.60)가 나타났다. 다만 EDU와 다른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는 비교적 작은 값
으로 계산되었는데, 이는 교육에 대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측정함에 있어 산출 자료로
사용한 중등교육기관 취학률에 근거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많은 국가에서 중
등교육기관 취학률은 재정지출과의 관계보다는 사회적․문화적 요인에 의한 개인의 교
육투자와 더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CCP는 EDU를 제외한 다른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변수들과는 어느 정도 양(+)의 상관관계(0.23～0.35)를 나타내
지만, CCP와 EDU는 거의 상호 독립적인 변수로 관측된다.
6) 구체적으로 이러한 거버넌스의 측정치들은 31개의 다른 조직에 의해 제공된 37개의 독립적인 통계자료
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국가별 거버넌스의 정도를 나타내는 위해 부패의 통제(control of
corruption) 이외에도 참여권과 책임(voice and accountability), 정치적 불안정성과 폭력(political instability
and violence), 정부의 효율성(government effectiveness), 규제(조정)의 질(regulatory quality), 법률의 통치
(rule of law)를 측정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거버넌스의 차원(dimension) 사이의 상관계수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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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요 변수 간 상관계수
구 분

PSE

ADM

EDU

INF

STB

PSE

1

ADM

0.84

1

EDU

0.44

0.24

1

INF

0.76

0.53

0.20

1

STB

0.86

0.54

0.21

0.60

1

CCP

0.31

0.35

0.001

0.27

0.23

CCP

1

주: 표본의 수=54개(국가)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부패의 통제와 재정지출의 효율성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추정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1)

여기서 하첨자 i는 국가;  는 상수항;   ,  ,   은 추정된 설명변수들의 계수값:
 은 오차항을 나타낸다. CCP 이외의 설명변수로는 재정지출의 크기(이후 GOV로 나타냄)

와 (구매력으로 추정된) 실질 1인당 GDP(이후 PGDP로 나타냄)를 고려한다. 구체적으로 GOV
는 “GDP 대비 총 재정지출 비율(%로 나타냄)”로 측정하였으며,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발행하는 정부재정통계(government finance statistics)에 근거한 1995년 자료를 사용한다. 이
와 같이 재정지출의 수준을 독립변수로 통제함으로써 인과관계의 문제점을 줄일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제적 성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PGDP는 세계은행(World
Bank, 2006)이 제공한 1995년의 자료이다. 7)

추정방법으로는 최소제곱법(LS)과 2단계 최소제곱법(2SLS)을 이용하며, 이때 이분산
성(heteroscedasticity)을 고려하여 t-값들은 White의 방법을 이용한 수정된 분산-공분산 행
렬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특히 2SLS를 위한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로는 Fearon
(2003)이 제공한 민족적 분할지수(index of ethnic fractionalization: IEF)와 세계 경쟁력 보고서

7) 실증분석에서는 PGDP의 로그값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PGDP의 경우 국가 간 편차가 너무 심해 PGDP
가 큰 국가가 종속변수에 더 큰 영향력을 갖는 왜곡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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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competitiveness report)에서 제공한 행정 부패지수(administration corruption index)를8) 사

용한다. 이러한 2SLS를 사용함으로써 부패의 통제와 재정지출의 효율성 사이에 존재하
는 인과관계의 문제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서 IEF는 한 국가 내에서 무작위로(randomly) 선택된 두 사람이 다른 민족 그룹에
속할 확률을 측정한다. Hodler(2006)의 연구에서 구성원 간 이질성이 심할수록 비효율적
인 거버넌스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 Shleifer와 Vishny(1993)는 민족적 분할이
심한 국가일수록 더 부정직한 관료국가가 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IEF
는 CCP의 좋은 도구변수가 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9) 또한 한 국가의 부패의 통제는 행
정상의 부패와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행정상의 부패가 부패의 통제에 영향을 미쳐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관련될 수 있다. Li et at.(2000) 등의 연구에서 특정 국제기관이 제
공한 부패인식지수에 대한 도구변수로 다른 국제기관이 제공한 부패인식지수를 사용하
였음을 밝혀둔다.
한편 부패의 통제와 재정지출의 기능별 구성에 대한 효율성 간의 추정방정식은 다음
과 같다.
                      

식(2)는

종속변수가

일련의

재정지출의

기능별

(2)
구성의

효율성,

즉

            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식(1)과 동일하다. 식(2)의 추

정방법으로는 4개의 추정식을 각각 추정하는 LS와 4개의 추정식을 복수방정식(multiple
equation) 형태로 동시에 추정하기 위한 ‘표면상 무관 회귀분석’(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estimation: SURE)을 사용한다. LS를 사용할 경우 통계적 추론을 위한 t-값들은

이분산성을 고려하여 White의 방법을 이용한 수정된 분산-공분산 행렬을 이용하여 계산
한다.
비록 독립변수가 동일한 경우 LS와 SURE의 추정계수는 동일한 값으로 알려져 있지

8) 행정 부패지수에 대한 원자료 및 자료의 측정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Martinez-Vazquez et al.(2004)을 참
조할 수 있다.
9) 사실상 선행연구에서 IEF는 부패인식지수의 도구변수로 널리 사용되었다(Hwang, 2002; Mauro, 1998;
Treisman, 200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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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오차항들 간의 동시연관성이 존재한다면 SURE 모형을 사용한 추정결과가 효율성
(efficiency)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복수방정식 형태로 추정한다. 예를 들어 ADM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충격은 EDU, INF 및 STB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IV. 실증분석 결과
식(1)의 추정결과는 <표 3>에 요약되어 있다. 모형(A)～(C)는 추정방법으로 LS를 사
용한 결과이며, 모형(D)～(F)는 추정방법으로 2SLS를 사용한 결과이다. 이와 같이 동일
한 종속변수에 대해서 몇 가지 다른 형태의 모형을 분석한 이유는 국가 간 분석에서 흔
히 생겨날 수 있는 변수들 사이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검토하기 위해서이다.
LS를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 모형의 선택에 관계없이 CCP 추정계수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양(+)의 값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패의 통제가 높은 국가에서 재정지출의 효율성이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모형(C)의 결과에 의하면, 한 국가의 CCP
를 0.94, 즉 표준편차의 크기만큼 증가시키면 다른 설명변수들의 효과를 고려한 상황에
서 평균적으로 매년 약 0.14%포인트만큼 PSE가 증가한다.
이는 부패의 통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국가일수록 불필요하게 과도한 재정지출
을 줄여 재정지출의 효율성이 증가한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며, Shleifer and
Vishny(1993), Alesina and Angeletos(2005)10) 등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이상의 결과
는 부패의 통제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동일한 산출을 위해 더 적은 양의 재정지출이
투입되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10) Alesina and Angeletos(2005)의 연구에서는 높은 수준의 정부 간섭과 부패 사이에 자기 지속적
(self-sustaining) 역할이 생겨날 수 있음을 동태적 모형을 사용하여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큰 정부는
부패의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부패로 인해 생겨난 불평등과 부정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 즉 누진소득세
의 적용․과도한 규제․대규모의 정부사업 등이 더 많은 부패의 영역을 창출할 수 있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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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재정지출의 효율성에 관한 추정결과
종속변수: PSE(재정지출의 효율성)
추정방법: 최소제곱법

추정방법: 2단계 최소제곱법

구 분
모형(A)

모형(B)

모형(C)

모형(D)

모형(E)

모형(F)

상수항

1.05
(13.98)***

1.91
(9.98)***

-0.51
(-0.51)

1.01
(10.57)***

1.91
(9.74)**

-0.10
(-0.06)

CCP

0.17
(3.11)***

0.36
(5.82)***

0.15
(2.50)**

0.24
(2.09)**

0.38
(3.59)***

0.19
(1.21)

-0.03
(-5.20)***

-0.03
(-5.05)***

-0.03
(-4.58)***

-0.03
(-5.51)***

GOV

0.28
(2.20)**

log(PGPD)
2

0.24
(1.12)

R

0.10

0.45

0.54

0.05

0.45

0.52

표본의 수

54

54

54

51

51

51

주: 1) ( ) 안의 수는 t-값을 의미하며, 통계적 추론을 위한 t-값들은 이분산성을 고려하여 White
의 방법을 이용한 수정된 분산-공분산 행렬을 이용하여 계산됨.
2) ***, **, *는 각기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3) 모형(D)～(F)에서 CCP에 대한 도구변수로 민족적 분할지수(IEF)와 행정 부패지수를 사용
함.

2SLS를 사용할 경우 표본의 수가 51개국으로 줄어들었는데, 이는 도구변수의 가용성
에 근거한다. 모형(D)와 (E)에서 CCP 추정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부호로 추
정되었다. 그러나 모형(F)에서 CCP 추정계수는 양(+)의 부호이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전
통적 유의수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CP와 log(PGPD) 간의 밀접한 상관관
계(상관계수=0.80)에 따른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작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사실
상 LS를 사용한 경우에도 모형(A)와 (B)에 비해 모형(C)에서 CCP 추정계수의 t-값은 다
소 감소하였다.
여기서 두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일련의 실증적 선행연구(Hwang, 2002;
Mauro, 1995; Treisman, 2000 등)에서 한 국가의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 C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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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도구변수로 사용한 영연방국가의 더미변수, 한 국가 내에서 프로테스탄트 신앙
을 가진 인구 비율 등을 행정 부패지수를 대신하여 민족적 분할지수와 함께 도구변수로
사용하여 추정을 시도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3>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었음을 밝혀둔
다.
둘째, 부패의 통제란 자료의 유용성을 검토하기 위해 CCP 대신 국제투명성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제공한 1998년 CPI를 사용하여 추정을 시도하였다. 그 결

과 CPI 추정계수의 부호는 CCP의 경우와 동일하였지만, 그 통계적 유의성은 다소 감소
하여 몇몇 모형에서는 전통적인 유의수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CP가
CPI보다 투입 대비 산출을 기준한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더 관련된다는 사실을 의미한
다.11)
한편 GOV 추정계수는 모형의 선택이나 추정방법에 관계없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
한 음(-)의 값으로 나타났다. 즉 재정지출이 큰 국가일수록 재정지출의 효율성이 낮게 나
타났는데, 이는 자료의 특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변수가 재정지출의 투입 대비 산출로 파악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재
정지출의 투입에 비해 산출이 적어도 체증적으로 증가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한편
log(PGDP) 추정계수는 양(+)의 값으로 관측되었지만, 그 통계적 유의성은 추정방법에 의
존하였다.
이제 식(2)의 재정지출 기능별 구성의 효율성에 관한 추정결과를 살펴보자. 먼저 LS
를 사용한 추정결과는 <표 4>에 나타나 있다. 부패의 통제는 대체로 행정(ADM), 기반시
설(INF) 및 안정(STB)에 대한 재정지출의 효율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예를 들어 모형(B), (H), (K)에 의하면, 한 국가의 CCP를 0.94,
즉 표준편차의 크기만큼 증가시키면 GOV의 효과를 고려한 상황에서 평균적으로 매년
약 0.50%포인트, 0.31%포인트, 0.52%포인트만큼 각기 ADM, INF, STB가 증가한다. 물
론 모형(L)의 CCP 추정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은 전통적인 유의수준을 초과하였다.
그러나 부패의 통제가 교육에 대한 재정지출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정결
과는 모형에 따라 부호의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통계적 유의성도 상당히 낮은 수

11) 이러한 추정결과는 저자에게 요구하면 얻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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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교육에 대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계산함에 있어 산출로 고려
한 중등교육기관 취학률이 부패의 통제 이외에 다른 사회적․문화적 요인들(예를 들어,
민간부문의 역할)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혹은 Mauro(1998)

의 연구결과와 같이 부패한 국가일수록 교육에 대한 재정지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투입으로 인해 효율성이 제고되는 형태의 개연성도 존
재한다.
<표 4> 재정지출 구성의 효율성에 관한 추정결과
종속변수

ADM

R2

표본의 수

모형(A) 1.15(10.19)*** 0.32(3.18)***

0.12

54

모형(B) 2.06(5.62)*** 0.53(3.84)*** -0.03(-2.80)***

0.26

54

모형(C) -1.00(-0.64)

0.31

54

0.00

54

0.04

54

0.05

54

모형(G) 0.96(12.27)*** 0.14(2.37)**

0.07

54

모형(H) 1.81(10.04)*** 0.33(7.14)*** -0.03(-6.14)***

0.48

54

모형(I) 0.57(0.74)

0.51

54

모형(J) 0.97(5.77)*** 0.22(1.88)*

0.05

54

모형(K) 2.42(5.89)*** 0.55(5.23)*** -0.05(-4.78)***

0.38

54

모형(L) -2.19(-1.35)

0.47

54

모형

상수항

CCP

0.26(1.83)*

GOV

log(PGDP)

-0.03(-2.80)*** 0.36(1.81)*

모형(D) 1.12(14.03)*** 0.00(0.01)
EDU

INF

STB

모형(E) 1.35(7.30)*** 0.05(0.81)

-0.01(-1.42)

모형(F) 0.61(0.46)

-0.001(-1.35)

-0.01(-0.10)

0.09(0.57)

0.22(3.81)*** -0.03(-6.14)*** 0.14(1.51)

0.15(0.90)

-0.06(-4.96)*** 0.54(2.48)**

주: 1) ( ) 안의 수는 t-값을 의미하며, 통계적 추론을 위한 t-값들은 이분산성을 고려하여 White
의 방법을 이용한 수정된 분산-공분산 행렬을 이용하여 계산됨.
주: 2) ***, **, *는 각기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이와 같이 부패의 정도에 따라 교육비 지출의 크기가 왜곡될 뿐만 아니라 교육비 지
출은 다른 부문과는 달리 교육을 수요하는 사람들이 더 큰 혜택을 받게 되므로 교육기
관별 교육비 지출에도 왜곡이 생겨날 수 있다.12) 다시 말해 교육에 대한 재정지출의 효
12) 이러한 교육비 지출과 관련된 왜곡에 관해서는 Gradstein et al.(2005)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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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성을 정확히 측정하기란 상당한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므로 <표 4>의 결과에 의하면 부패의 통제는 직접적으로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정과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그러나 다양
한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교육에 대한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부패의 통제는 거의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교육에 대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외한다면 GOV 추
정계수는 재정지출 구성의 효율성에 대체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log(PGDP) 추정계수는 양(+)의 부호로 나타났지만, 그 통계적 유
의성은 모형의 선택에 의존하였다.
<표 5> 복수방정식 형태의 추정결과
구 분

시스템(A)
ADM

EDU

INF

시스템(B)
STB

ADM

EDU

INF

STB

2.06
1.35
1.81
2.42
-1.00
(6.53)*** (8.16)*** (12.54)*** (7.90)*** (-0.63)

0.61
(0.72)

0.57
(0.78)

CCP

0.53
0.05
(4.18)*** (0.79)

0.33
0.55
0.26
(5.73)*** (4.50)*** (1.41)

-0.01
(-0.13)

0.22
0.15
(2.62)*** (0.86)

GOV

-0.03
-0.01
(-3.15)*** (-1.51)

-0.03
-0.05
-0.03
-0.01
(-6.50)*** (-5.19)** (-3.32)** (-1.54)

상수항

0.36
0.09
(1.98)** (0.88)

log(PGDP)
2

-2.19
(-1.50)

-0.03
-0.06
(-6.72)*** (-5.75)***
0.14
(1.74)*

0.54
(3.22)***

R

0.26, 0.04, 0.48, 0.37

0.31, 0.05, 0.51, 0.47

표본의 수

54, 54, 54, 54

54, 54, 54, 54

주: 1) ( ) 안의 수는 t-값을 의미하며, 통계적 추론을 위한 t-값들은 이분산성을 고려하여 White
의 방법을 이용한 수정된 분산-공분산 행렬을 이용하여 계산됨.
주: 2) ***, **, *는 각기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단일 방정식에서 나타나는 오차항들 간의 동시연관성을 보완하기 위해 SURE 방법을
사용한 추정결과는 <표 5>에 요약되어 있다. 시스템(A)는 설명변수로 CCP와 GOV만
고려한 경우이며, 시스템(B)는 CCP와 GOV뿐만 아니라 log(PGDP)도 함께 포함한 추정
결과이다. 시스템(A)의 추정결과는 <표 4>의 경우와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여
전히 CCP는 ADM, INF 및 STB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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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관측되었다. 그러나 시스템(B)는 다소 상이한 추정결과는 보여준다. ADM과 STB에
대한 CCP 추정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상당히 감소하여 전통적인 유의수준을 초과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13)
그럼에도 불구하고 INF에 대한 CCP 추정계수는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으로 관측되었다. 즉 부패의 통제와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출의 효율성 간의 양(+)의
관계는 추정방법이나 모형의 선택에 관계없이 일관성 있게 나타났다. 이는 한 국가의
부패가 기반시설의 양과 질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Tanzi and Davoodi(2002)의 연구결
과와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표 4>의 결과에 비해 log(PGDP) 추정계수의 t-값은 다소
증가하였다. 한편 GOV는 여전히 ADM, INF 및 STB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표 4>의 결과와 유사하다.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 국가의 부패의 통제가 전반적인 재정지출
의 효율성과 양(+)의 관계를 나타내며, 행정․기반시설․안정에 대한 재정지출의 효율
성과는 대체로 양(+)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부분적으로 모
형의 선택이나 추정방법에 의존하였다. 모형의 선택이나 추정방법에 관계없이 부패의
통제가 일관성 있게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 부문은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
지출의 효율성이다. 또한 부패의 통제는 교육에 대한 재정지출의 효율성과는 거의 무관
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므로 이상의 추정결과는 한 국가가 부패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재정지출의 기능
별로 다르게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문에
비해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출의 투입과 산출에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추정결과에 의하면 교육과 관련된 부패의 척결은 다른 부문과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왜냐하면 교육에 대한 부패는 재정지출의 효율성 측정에 사용된 투입과 산출 자료 이외
에 다른 부분에서 생겨난다고 추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14)

13) 이러한 결과도 부분적으로 CCP와 log(PGPD) 간의 밀접한 상관관계(상관계수=0.80)에 따른 심각한 다
중공선성의 문제가 작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14) 사실상 교육에 대한 부패는 단순히 재정지출의 투입과 산출로 고려한 변수들 이외의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생겨난다. 이 점은 Heyneman(2004)의 연구에 잘 요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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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맺음말
부패와 재정지출의 왜곡 간의 관계를 분석한 실증적 선행연구는 국가 간 재정지출의
크기 혹은 그 구성의 상대적 크기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는 부패가 불
필요하게 과도한 재정지출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 간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부패의 통제와 재정지출의 효
율성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여기서 부패의 통제는 Kaufmann et al.(2005)
의 연구에서 제공한 거버넌스(governance)의 가능한 한 차원이며, 재정지출의 효율성은
재정지출의 투입 대비 행정․교육․기반시설․안정과 관련된 산출에 근거해
Angelopoulos et al.(2008)의 연구에서 측정한 자료이다.
실증분석 결과 한 국가의 부패의 통제는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대체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양(+)의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또한 부패의 통제는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출의 효율성에 대해 추정방법이나 모형의 선택에 관계없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패의 통제가 교육에 대한 재정지출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부패의
통제와 행정 및 안정에 대한 재정지출의 효율성 간에는 대체로 양(+)의 관계가 추정되었
지만, 그 통계적 유의성은 추정방법이나 모형의 선택에 다소 의존하였다.
이상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만약 다른 모든 조
건이 동일하다면, 부패의 통제가 발전한 국가일수록 재정지출의 투입이 상대적으로 낮
은 수준이거나 더 높은 수준의 산출이 가능하다. 이는 부패의 통제가 다양한 거버넌스
의 차원 중 일부이므로 거버넌스가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통해 총합적(aggregate) 경제성
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부패의 통제가 재정지출의 기능별 구성의
효율성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 국가가 전반적인 부패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별로 다른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패를 통제함에 있어 교육과 관
련된 재정지출의 투입과 산출에 비해 기반시설과 관련된 재정지출의 투입과 산출에 더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상의 의미 있는 추정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소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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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안고 있다. 첫째, 이미 본문에서 언급하였듯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반영하는 좀더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대리변수의 발견이 요구된다. 둘째, 비록 2단계 최소제곱법과 같
은 추정방법을 사용하였지만 부패의 통제와 재정지출의 효율성 간의 인과관계의 문제
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즉 재정지출의 효율성이 낮은 국가에서 의도적으로 부패의 통
제 수준을 낮출 수 있다. 셋째, 부패의 통제가 재정지출의 효율성이라는 메커니즘을 통
해 총합적 경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은
민간부문의 효율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즉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간의 대
체 혹은 보완관계의 정도가 재정지출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두
부문 간의 관계가 재정지출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상당히 흥미로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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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표> 표본에 사용된 국가 및 재정지출의 효율성
국 가

재정지출의 효율성

국 가

재정지출의 효율성

그리스

1.184

오스트리아

1.127

나미비아

0.483

우루과이

0.857

남아프리카 공화국

0.882

이란

0.776

네덜란드

1.281

이스라엘

0.726

노르웨이

1.187

이집트

0.666

니카라과

0.447

이탈리아

0.950

대한민국

2.221

인도

1.369

덴마크

1.217

인도네시아

1.563

도미니카(공)

1.084

일본

3.434

독일

1.331

체코(공)

1.140

루마니아

0.780

칠레

1.340

룩셈부르크

1.152

캐나다

2.039

말레이시아

1.512

코스타리카

0.915

멕시코

1.415

콜롬비아

1.278

미국

1.938

키프로스

1.165

베네수엘라

0.827

태국

1.596

벨기에

0.956

터키

0.881

불가리아

0.773

튀니지

0.660

브라질

0.832

트리니다드토바고

0.926

스웨덴

1.382

페루

1.044

스위스

1.813

포르투갈

0.841

스페인

1.251

폴란드

0.702

아르헨티나

2.077

프랑스

0.965

아이슬란드

1.193

핀란드

1.410

아일랜드

1.207

헝가리

0.895

엘살바도르

1.073

호주

1.559

영국

0.999

예멘

0.350

전체 평균

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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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ross-Country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ntrol of Corruption and Efficiency of Government
Expenditure

Jinyoung Hwang, Shik Heo, Sung Won Lee

Using cross-country data,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control of
corruption and efficiency of government expenditure. The control of corruption is
represented by a plausible dimension of governance indicators, compiled by Kaufmann et
al. (2005). In addition, the efficiency of government expenditure is measured by public
sector efficiency based on the 4 policy areas, such as administration, infrastructure,
education and stability, which is provided by Angelopoulos et al. (2008). Regression
results generally suggest that a country's control of corruption is significantly and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efficiency of government expenditure. Also, the control of
corruption has a positive impact on the efficiency in the policy area of infrastructure,
regardless of estimation methods and model specifications. However, the efficiency in the
policy area of eduction does not affected by the control of corruption.

Key words: control of corruption, government expenditure, efficiency, infrastructur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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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선요건(권태홍), 미국 항공산업의 규제완화 정책(한선옥) •특집/ 시장
경제와 법치주의를 위한 정부3부의 역할－The Role of the Three Branches
of Government for the Rule of Law and the Free Economy in Korea

95년 겨울호 통권 제14호
•연구논단/ SOC 민자유치제도에 대한 몇 가지의 생각(김정호), 개별입지
의 이용실태와 개선방안(정희남), Government Regulation of the Korean
Broadcast Advertising Industry(Jaehong Kim), 미국의 금융규제완화 추진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이병욱), 미국의 통신산업의 규제완화와 시사점(홍
성종), 수직적 제한행위의 경제적 동기와 효과(한선옥)

96년 봄호 통권 제15호
•특집/ 통신서비스산업의 규제완화와 민영화(이상학), 통신시장에서의 규
제와 경쟁도입(최동수) •연구논단/ 건설공사 하도급 규제완화의 재조명
(김관보), Towards a Korean Administrative Procedure Act(Yangho Ahn)
•시장경제연구/ 독일의 시장경제체제(Ⅰ)(황준성) •사례소개/ 미국 정
부규제의 경제적 영향평가 지침(미국 관리예산처)

96년 여름호 통권 제16호
•연구논단/ 네트워크 경제의 규제(홍필기),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통
단지 개발전략(양지청), 경품류 제공 및 할인특별판매 행위에 관한 소고(이
주선), 한국 철강업계의 가격책정에 관한 고찰(김상규) •초점/ 96년 정부
규제 인식조사

96년 가을호 통권 제17호
•연구논단/ 대기오염 저감정책의 효율성 평가(강광규), ‘고비용-저효율’
경제구조의 실태와 정부․기업․국민의 실천과제(한상춘), 민자유치의 평
가와 개선방향(이규방), 금융 규제완화 이후의 문제점과 규제․감독정책의
방향(윤석헌), 은행업 규제완화의 효율화 방안(김기서)

96년 겨울호 통권 제18호
•연구논단/ 규제개혁 정책의 평가와 과제(이용환), OECD국가와 한국의
고용관련 규제 비교연구(박영범), 한국 보험산업의 발전과 규제완화 방향
(이경주), 정보통신산업에서의 공정경쟁 규제정책(서순복), 공정거래법상
계열기업군 채무보증 축소의 제문제(이병욱), 주택건설 사업승인 과정에서
의 애로요인 분석(서정렬)

97년 봄호 통권 제19호
•금융개혁 집중연구/ 겸업주의 금융제도 효과에 대한 고찰(김선호), 금융체
제의 효율성과 금융․기업의 관계(이우관), 금융개혁과 금융감독(채희율),
증권산업에 대한 규제완화(박경서․홍정훈), 보험산업의 개방화와 감독정책
(김성재), 주요국가의 금융개혁(김기서) •연구논단/ 민간의 토지개발 활성
화 방안(정희남) •부록/ 금융개혁위원회 최종보고서(1․2차 요약본)

97년 여름호 통권 제20호
•연구논단/ 프랜차이즈 계약의 경제분석과 경쟁정책(이승철), 시장원리와
환경문제(김정호), 환경정책기본법의 경제학적 분석(이상한), 독일의 시장
경제체제(Ⅱ) : 사회적 시장경제의 경제질서와 정부의 역할(황준성) •규
제개혁 동향/ 미국 클린턴 2기의 정부개혁지침(안양호) •대학원생 학술지
원 논문/ 불법행위 관련 분쟁에 관한 법경제학적 분석 : 환경오염과 제조물
책임 판례를 중심으로(장재호)

97년 가을⋅겨울호 통권 제21호
•연구논단/ 건축설계․시공의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이상호), 규제완화와
소비자보호규제(김성천), 물류부문의 규제완화 정책 평가(한선옥), 체신금
융사업의 민영화방안 연구(권해수), 보완제품시장에서의 진입저지와 진입
유도(김정유), 효율적 법집행 방안에 관한 연구(정기화)

98년 제7권 제1호
•연구논단/ 해고규제가 고용불안에 미치는 효과 분석(이대창), 석유제품
시장에서 영업활동지원금의 성격 : 현대정유사건의 새로운 해석(박진우),
M&A에 있어서 소수주주권의 보호(박상조), 사회적 규제와 중간집단의 역
할 : 보건․위생영역의 자율규제를 중심으로(김순양), 한국 공정거래정책
의 제도화과정(김미경․라휘문․정용덕), 농기계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
선 방안(김종섭) •전문가 기고/ IMF의 극복을 위한 상법개정 방향(최기
원), 기업결합재무제표제도의 입법경위 및 제도해설(조정찬)

98년 제7권 제2호
•연구논단/ 현행 규제개혁추진체계의 재검토(김태윤․노현종), 고품질규
제를 위한 시장친화적 유인규제수단의 탐색(이성우), 지방공기업의 규제에
관한 법적 고찰(신봉기), 영국 민영화의 경험과 교훈(이주선), 직업훈련과
정부규제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시행과 관련하여(박영범), 우리 나라
은행산업에 대한 규제가 경영효율성에 미친 효과분석(조준모․유완식), 금
융개혁이 토지시장에 미칠 파급효과(정희남), 유통산업 분야의 규제개혁
방안에 관한 연구(서용구), 토지이용규제와 수도권기업의 경쟁력(이번송),
우리 나라 상․하수처리시설의 효율화 방안(강신일․이상한․조병찬)

99년 제8권 제1호
•연구논단/ 전력산업의 회계분리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조성한), 오염배
출권거래제를 이용한 효율적 대기배출 규제제도의 설계 : 비용 효율성을
중심으로(곽승준․한상용),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와 경제적 효율성(이문
지), 특허권과 병행수입규제(김순석), 그룹기업의 투자 및 고용행태와 내부
자본시장(이우관), 식품위험 규제에 대한 법경제학적 이해(엄영숙)

99년 제8권 특집호
•김대중행정부의 규제개혁 평가/ 총론(한광석),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
평가(한광석), 금융감독위원회 규제개혁 평가(강철준), 건설교통부 규제개
혁 평가(배순석), 과학기술부 규제개혁 평가(조동호), 교육부 규제개혁 평
가(권미수), 노동부 규제개혁 평가(사공영호), 농림부․산림청 규제개혁
평가(이동필), 문화관광부․문화재관리청 규제개혁 평가(권미수), 법무부
규제개혁 평가(사공영호),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 규제개혁 평가
(박길동), 산업자원부 규제개혁 평가(고동수), 재정경제부 규제개혁 평가
(강철준), 정보통신부 규제개혁 평가(이명호),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규
제개혁 평가(이승우), 행정자치부․경찰청 규제개혁 평가(김태윤), 환경부
규제개혁 평가(곽대종), 국방부․외교통상부․통일부 규제개혁 평가(한선
옥), 규제개혁의 과제와 방향(김종석)

99년 제8권 제2호
•연구논단/ 자기자본비율 규제와 은행의 자본정책(이인실), 전파시장의
법경제적 분석(원동철), 공정거래법상 관련시장 정의의 문제(정찬모), 부
당내부거래와 기업가치(김상권), 소액주주권의 행사요건완화에 관한 연구
(권재열), 자전거 이용에 대한 규제내용분석과 개정방향(양영철․황경수)

2000년 제9권 제1호
•연구논단/ 지급보증의 분석모형 및 정책적 함의(도태영․류근관), 공익
서비스산업의 전략적 민영화 방안 : 고속도로 유지보수산업(강신일․이상
한․이영훈), 일반의약품 표준소매가격규제 폐지의 경제학(이주선), 우리
나라 규제영향분석 발전방안 : 미국 및 우리나라의 사례연구를 토대로(김
태윤), 진입규제완화를 통한 정부조세지원제도의 효율화 방안(이경락), 인
터넷상 해킹에 대한 형법적 규제(유용봉)

2000년 제9권 제2호
•연구논단/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구조개편과 민영화(조성봉), 김대중 정
부의 규제개혁 중간 평가：핵심규제를 중심으로(이용환), 환경규제의 자율
적 접근(김금수), 주식시장의 상․하한가제도가 회계이익의 정보효과에 미
치는 영향(정우성), 스크린쿼터제의 경제적 분석(강신일), 여성 노동시장
의 변화와 정책방향(금재호)

2001년 제10권 제1호
•연구논단/ 전략적 제휴의 경쟁법적 고찰：경쟁사간 수평적 제휴를 중심
으로(정찬모), 지방자치단체 규제의 특성과 개혁전략：경기도와 평택시 규
제를 중심으로(사공영호), 행정규제와 일선 규제공무원의 재량행위 분석：
위생규제 영역을 중심으로(김순양), 학부제와 대학교육의 파행：외부효과
와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한 시장실패를 중심으로(이태정), 규제개혁과 건
설산업구조 개편(김명수), 전기사업법제도에 관한 규제완화(박수혁), 한국
프로야구산업의 제도개선방향(이영훈)

2001년 제10권 제2호
•연구논단/ 도메인네임제도와 지적재산권의 보호(박준국), 증권법상의 환
경공시제도(한 철),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의 법적․경제적 분석(이규호),
김대중행정부 민영화정책 : 평가와 시사점(이주선), 지역별 제조업생산성의
결정요인 분석 : 지역의 산업조직과 토지이용규제의 효과(이번송․이홍원)

2002년 제11권 제1호
집중투표제의 강행규정화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권재열), 공정거
래위원회의 재량통제(이봉의), 부패에 관한 규제개혁의 효과와 구조
적 변화의 추정(이재형), 군사시설보호법의 발전적 적용방향 : 경기
북부지역주민의 재산권 보장방안을 중심으로(소성규) •특집/ 전자상
거래와 경쟁ㆍ무역정책 : 전자상거래시대의 공정거래정책(한현옥), 전자상
거래에 대한 영ㆍ미 경쟁정책 당국의 대응(서정환), 전자상거래와 국제무
역질서(권영민)

2002년 제11권 제2호
규제연구의 정치경제학적 접근방법 : 흡연에 대한 규제정책 사례를 중심으
로(김성준), 건설기능인력 육성ㆍ관리체계 구축방안(박명수), 화물자동차
운송산업의 규제완화효과와 정책방향(신동선), 경쟁적 전력시장에서의 전
력거래제도와 전력거래방식 선택에 관한 소고 : 거래비용이론, 경매이론 및
가격경쟁이론을 활용한 전력거래의 경제분석(조창현), 대기오염저감을 위
한 환경규제부처와 에너지관리부처 기능조정에 관한 연구(전영평), 사이버
스페이스의 규제와 자율에 관한 연구(백욱인), 향후치료비의 현가 산정방
법에 관한 연구(마승렬), 서평 : 스포츠와 돈(김상권)

2003년 제12권 제1호
김대중 정부 규제개혁의 평가와 과제 : 규제개혁체계의 개선을 중심으로
(김태윤), 규제문화의 연구 : 정치문화이론의 적용가능성(최병선), 병역자
원 수급전망과 복무기간 조정에 대한 정책적 함의(이상목), 지역지구 등 토
지이용계획 관련 규제의 정비방향 연구(박헌주), 경쟁적 전력시장에서의
전략적 행동과 규제(김남일), 교통요금규제의 운임수준에 미치는 영향분석
연구(이재림, 이상민), 한국재벌의 이해와 과제 : 인식과 정책의 전환(이인
권, 황인학, 서정환, 한현옥)

2003년 제12권 제2호
사업자단체와 정부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 산업자원부 산하 조합 및 협회
를 중심으로(김준기), 경쟁사업자간의 협력행위에 대한 규제(차성민), 무
역과 경쟁 : WTO 경쟁정책 다자규범(장승화, 이재성), 유통규제 국가비교
연구 : OECD 국가를 중심으로(노전표), 기업 이해관계자간의 신뢰구축을
위한 절차의 제도화(박헌준, 김상준), 대체적 분쟁해결절차로서의 증권중
재 : 미국의 증권중재제도를 중심으로(한철), 중국의 내생적 금융개혁(박
찬일)

2004년 제13권 제1호
해고규제완화에 관한 연구(김희성), 규제영향분석상의 쟁점과 해소방법(이
성우), 부실감사책임：과잉규제와 탈규제 사이에(이상돈), 수도권 공간구
조의 적정성 분석：인구분포를 중심으로(정창무, 이춘근), 에너지 네트워
크 산업의 구조개편 현황과 정책과제(신정식, 최성호), 사외이사제도 개선
에 관한 연구(김성은, 정기식), 한국 석유산업의 시장개방과 생산성 변화
(박창수, 박호정)

2004년 제13권 제2호
지주회사의 주식소유 규제(전삼현), 경쟁적 전력시장에서의 전력산업 규제
체제：틀, 사례 및 정책방향(조창현), 공정거래법상의 “거래상 지위남용”
규정 위반 사례에 대한 통계적 분석(김영산․마정근), 건설산업분야 사업
자단체 규제의 개혁방안(사공영호), 안전규제의 새로운 틀의 모색：예방소
방행정의 사례(김태윤), 위치정보 규제와 개인정보 보호(이영대․최경규),
사이버 공간의 스팸메일 규제정책에 관한 연구(이우권)

2005년 제14권 제1호
지방자치단체 규제정비 방식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최유성), 출
자총액규제의 근거와 소유-지배 괴리지표에 대한 비판적 고찰(최충규),
구조개편 이전과 이후 전력산업의 사회적 후생 손실규모(전영서), 퇴직의
사결정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연금수급제도의 개선방안(이정우), 대기
오염물질 배출규제의 경제적 파급효과: 경유자동차의 NOx 배출규제를 중
심으로(김영덕․조경엽), 우리나라 금융감독 및 자율규제체계에 관한 연구
(강병호), 부실금융기관의 관리인에 관한 연구(노혁준)

2005년 제14권 제2호
안정적 복권기금확보를 위한 복권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곽만순․이영훈),
단순 성매매 규제의 법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호용), 규제개혁 국제지
수의 개발(김태윤․양준석), 시장진입장벽에 따른 조세지원 효과의 행태변
화에 관한 실증적 연구(이경락), 병역제도의 전환 가능성과 개선방안에 대
한 소고(이상목), 독점규제법상 최고재판매가격유지행위 규제의 개선방안
(권재열), 규제개혁의 조직화와 운영규칙에 관한 연구 -행정쇄신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 사례를 중심으로-(최대용)

2006년 제15권 제1호
규제가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OECD 국가를 중심으로(최진욱), 신문
시장 규제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김현종),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은 공익성
을 훼손하는가? : 전력의 보편적 공급에 관련된 영국과 미국의 역사적 경험
(이문지), 적기시정조치제도의 의의와 개선방안(전선애), 유선전화 요금체
계와 경쟁정책(정인석), 출자총액규제와 대규모기업집단의 투자(곽만순),
끼워팔기(Tying)와 결합판매(Bundling)의 규제법리의 비교와 규제체계 정
립에 관한 고찰(홍명수), [특별기고] 전력산업에 있어 투자보수율 요금규
제의 비효율성 개선방안(이성우)

2006년 제15권 제2호
정부규제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의 타당성 분석: 팔당상수원관리구역의
경우를 중심으로(김성배), 수평합병에 대한 규제당국의 판단과 시장반응의
비교(최충규), 순환출자금지법안에 관한 법리 검토(전삼현), 기업의 본질
과 경쟁-경쟁개념의 법경제학 접근-(신석훈), 미국 엑슨-플로리오법의 특
징 및 시사점-통신서비스 분야 적용사례를 중심으로-(이한영․강하연․여
혁종), 비대칭 규제하에서의 기업의 신규투자와 토빈 Q간의 관계에 관한
실증연구(이원흠), 특허풀에 대한 미국과 EU의 반독점 규제정책 연구(권
영관)

2007년 제16권 제1호
부당공동행위의 합리적 규제에 대한 일고(이인권), 한미 FTA와 간접수용:
국내 재산권 보호 제도에의 시사점(김관호), 국민연금 개혁방안 연구-개인
계정 도입 및 분권적 자산운용 허용을 중심으로(이재희), 전력시장 운영체
제에 관한 소고(조창현), 기업지배구조와 비공식제도-미국 전문경영 사례
를 중심으로-(사공영호), 농지규제의 현황과 개선방향-농업진흥지역 지정
제도를 중심으로-(김은경), 규제 및 유인적 교통수요관리정책의 대중교통
전환효과 비교분석-진술선호자료 및 시장분할기법을 이용하여-(한상용)

2007년 제16권 제2호
시장중립성과 사회적 효용의 제고를 위한 잉여병역자원의 활용에 대한 소
고(이상목), 출자총액제한제도와 타법인출자의 장기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내재가치를 이용한 사건연구기법을 중심으로(이원흠), 담뱃세 인상정책의
흡연억제 효과-시계열자료를 통한 실증분석-(김성준․윤형호), 복권정책
의 한국․캘리포니아주 사례 비교연구-신제도주의 접근을 중심으로-(윤광
진),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식과 정부의 규제: 미국 전력시장 분석의 시사점
(김현숙), 환경기초시설투자와 환경규제(김금수․장영재), 은행 자회사 규
제에 관한 법적 고찰(고동원)

2008년 제17권 제1호

신문시장 경품제공의 경쟁제한성 분석(김재홍․신힘철․김지훈), 스크린
쿼터의 규제 효과에 관한 미시적 연구-극장주의 상영 패턴을 중심으로-(박
민수․오정일), 다단계 및 방문 판매방식의 이론적 비교
-판매원 유인구조를 중심으로-(강경훈․여은정․이기영), 합병의 효율성
과 주식매수청구권(진태홍․김성수), 공개SW 활성화요인에 대한 실증연
구(전영서․김태열), 외환위기 이후의 금융정책에 대한 평가-효율성과 시
장친화성 기준으로-(곽노선․김홍균․박정수), 조직문화가 규제 행태에 미
치는 영향(조성한․주영종)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는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구입가능 서점
서울/교보문고 종로서점 영풍문고 을지서적 서울문고 영등포문고 한가람문고 교민문고 동화서적 세종
서적, 부산/영광도서 동보서적, 대구/학원서림, 대전/대훈문고 문경서적, 광주/나라서적 일신문고, 안양/
대동서적, 수원/교학사, 청주/청주서점, 전주/홍지서점, 포항/학원사, 구미/학원서점, 목포/한림서점, 마
산/학문당, 이리/대한서림, 전주/상록서점, 천안/양지문고

￭ 구입 문의처

전화 (02)3771-0057 팩스 (02)785-0270～1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펴낸 책들
연구 07-10 미래한국비전 보고서-잘사는 나라, 행복한 국민

연구 08-14 외환위기 전후 기업의 구조조정과 성과변화 분석

연구 07-11 일본의 친기업정책과 제도변화

연구 08-15 KOBACO체제 비판 및 미디어렙 경쟁도입

한국경제연구원/10,000원
김용열/7,000원

연구 07-12 <공공개혁 시리즈> 균형 있는 공공부문 규모와

역할 모색
조경엽 외/93,000원

연구 07-13 한국의 대기업정책 (상),(하)

이주선 외/22,000원

연구 08-01 KERI 2007 장기 거시경제모형과 전망결과

김학수/5,000원

연구 08-02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실증연구 고찰

-입찰담합사례를 중심으로이인권/6,000원
연구 08-03 통상정책 결정요인의 정치경제학적 분석

송원근/5,000원
연구 08-04 중국시장에서의 한국제품경쟁력 실태조사
－가전제품과 휴대전화기를 중심으로－
조장호․김은영․서백현/6,000원
연구 08-05 기업도시 개발의 경제적 효과

조경엽/8,000원
연구 08-06 세계 경제권별 M&A시장 현황과 시사점
박승록/5,000원
연구 08-07 한국의 외환위기 10년 (상) (하)

-전개과정과 추후 과제박영철 외/22,000원

연구 08-08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와 기업가치 간의 관계

- IMF 외환위기 이후의 한국의 경험 조동근․변민식/5,000원
연구 08-09 중국 위안화 절상 전망과 파급효과 및 대응방안
김봉한․남수중․허찬국/6,000원
연구 08-10 우리나라 소비세제의 바람직한 개편방향

김상겸/6,000원
연구 08-11 회사의 본질과 경영권
신석훈/7,000원

연구 08-12 동아시아 지역의 금융통합 논의 현황과 시사점

김필헌/6,000원
연구 08-13 국가 번영을 위한 근본적 세제개혁 방안
최 광/7,000원

이병기/7,000원

-지상파방송 광고시장의 효율성 증진방안에 관한
연구김재홍/8,000원
연구 08-16 한국의 물가구조 및 국내외 가격차이 해소방안
이인권 외/28,000원
연구 08-17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영향과 기업의 대응방안

황인태‧한봉희‧강선민/11,000원

정책 07-07 미연방대법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평가기준

변화의 정책적 함의
이주선‧신석훈/4,000원

정책 07-08 한․미 FTA 분야별 협상결과 평가 및 우리 기업에

주는 시사점
정인교 외/11,000원
정책 07-09 한․미 FTA에 대응한 부문별 규제 및 제도 개혁과제
-양국 간 부문별 제도비교를 중심으로조성봉․송원근․이태규․조경엽/10,000원
정책 07-10 강제소화채권의 비용과 정책적 시사점

이태규/4,000원

정책 08-01 프랑스 최초고용계약(CPE)제도의 시사점

변양규/4,000원

정책 08-02 국제금융시장 불안요인 점검과 전망

안순권/5,000원

정책 08-03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대책의 평가와 과제

박승록/5,000원

정책 08-04 촛불시위의 사회적 비용

조경엽‧송원근‧정연호‧김필헌/4,000원

정책 08-05 규제개혁 집행의 개선방안 연구

조성한‧서진완/5,000원

정책 08-06 재정지출 분석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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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하여 제3의 심사위원을 의뢰받아 심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④ 심사결과가 A, C와 B, C로 나타날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검토의견과 검토의견에 대한
응답서를 편집위원이 검토한 후 원칙적으로 원래 심사위원에게 재검토를 요청한다. 재검토
후 C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발간이 불가하다. 재검토 요청시 심사위원이 원하는 경우 본인
대신 제3자에게 심사를 의뢰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을 통보한다.
(2) 심사결과의 통보
연구신청서 선정 및 논문의 게재 여부가 결정되면 이 사실을 모든 연구신청서 제출자 및
신청논문의 필자에게 통보한다.

7. 특별심의위원회
① 투고된 논문의 윤리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될 경우 이를 조사하고 결정하기 위해 편집위
원장은 특별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시 편집위원장이 특별심의위원을 선임한다.
8. 부칙
(1)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을 위해서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편집위원회 임시 회의의 개최
규제연구의 발간과 관련하여 본 규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상황이 발생하여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결을 거쳐서 결정할 수 있다.

규제연구｝
투고윤리 규정
논문의 저자는 투고 시 다음과 같은 본 학술지의 규정에 준수하여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논문의 저자는 연구의 제안, 계획, 수행 등 모든 활동을 진행함에 있어 연구부정행위(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조사에 대한 고의적 방해, 통상 용인범위를 벗어난 행위
등)를 해서는 안 된다.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② “변조”는 연구 분석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
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
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
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
하는 행위를 말한다.
⑥ “조사에 대한 고의적 방해”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⑦ “통상 용인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해당 연구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
게 벗어난 행위를 말한다.
2. 논문의 저자는 중복투고(타 학회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원고를 본 학회지에 투고)를
해서는 안 된다.

3. 논문의 저자는 중복게재(본 학회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논문을 타 학술지에 게재)를
해서는 안 된다.
4. 연구부정행위 및 중복투고․중복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의에서 논문의 내용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5. 논문의 저자는 투고와 관련 관계자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이전에 승인을 얻어야 하며 추후
계약 및 소유권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6. 투고된 논문의 출판에서 실수가 발견되는 경우, 이를 수정하거나 논문을 철회하는 것은
논문의 저자의 의무이다.

규제연구｝투고요령
1. 규제연구는 규제관련연구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발간되는 종합학술지로 연 2회 발간되며
규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규제관련 쟁점 및 정책과제 발굴, 규제개혁 사례 소개, 정책평가
및 대안제시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2.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논문 1부를 디스켓에 수록하거나 이메일(e-mail)로 제출
하며 제출된 논문은 반환되지 않는다. 다른 학술지 및 여타 간행물에 이미 게재된 논문은
규제연구에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논문의 구성은 표지, 본문, 부록, 참고문헌, 영문초록의 순으로 한다. 표지는 (1) 논문제목,
(2 ) 저자의 이름, 근무기관 및 직위, (3) 제1저자 및 공동저자의 구분 명시, (4) 150단어
이내의 국문초록, (5) 다섯 개 이하의 핵심용어(Key words) 순서로 작성한다.
4. 원고의 분량은 A4 2 5매 내외(아래아 한글 글자크기 11 , 줄간 200)로 한다. 장은 ‘Ⅰ, Ⅱ,
Ⅲ, …’으로, 절은 ‘1, 2, 3, …’으로, 소절은 ‘(1), (2), (3), …’ 그리고 ‘1), 2), 3), …’의 순서
로 번호매김한 후 한 칸 띄우고 제목을 표기한다.
5. 수식은 식의 우측에 ‘(1), (2), …’와 같이 일련번호를 붙여서 사용한다. 수식의 도출과정
중 논문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심사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은 별도로 논문과 함께 제출할
것을 권장한다.
6. 그림 및 표는 직접 출판할 수 있는 형태로 <그림 1>, <표 1>과 같이 아라비아 숫자에
의해 일련번호를 매긴다. 각주는 어구의 오른쪽 상단에 일련번호(예: 1), 2))를 붙여 표시
하고 해당 페이지 하단에 일련번호(예: 前同)와 함께 내용을 적는다.
7. 참고문헌은 별도로 논문 뒤에 첨부하며 본문에서 인용하는 경우, 영문 저자명은 국
문으로 번역하지 않고 영문 표기한다. 저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의 예는 괄호 안과
같다.(예：Pleatsikas and Teece(2001)와 이재규․이경전(2000)에서 볼 수 있듯
이…) 배열의 순서는 동양문헌은 가나다순으로, 서양문헌은 알파벳순으로 하고 동
양문헌과 서양문헌 사이에는 1행을 띄어서 각각을 구분한다. 국문논문은 ｢ ｣로, 영
문의 경우 “ ”로 표시하고, 국문책의 경우 ｝로, 영문의 경우 기호 없이 이탤릭체
로 아래 예와 같이 표기한다.
예 : 이재규․이경전, 전자상거래와 유통혁명, 법영사, 20 00.
원동철, ｢전파시장의 법경제적 분석｣, 규제연구, Vol.8, No.2, 1999, pp.45 -79.
Avery, R. B. and Allen N. B., “Risk-Based Capital and Deposit
Insurance Reform,”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15, 1991, pp.847-874.
8. 영문초록은 (1) 영문제목, (2) 영문저자명, (3) 150단어 이내의 영문초록, (4) 다섯 개 이
하의 영문 핵심용어 순서로 작성한다.
9.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투고 시 한국규제학회 홈페이지(www.kosres.or.kr)의
투고윤리규정을 읽고 이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한다.
10.
10.
10.
10.
10.
10.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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