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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목표, 수단, 자원의
관계에 대한 연구
최 병 선*
일반적으로 규제목표는 높을수록, 규제수단은 강력할수록 더 높은 규제효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단순논리에 사람들은 별 의심을 갖지 않는다. 이 글은 흔히 간과되고 마는
경향이 있는 규제집행과정과 단계에서 드러나는 규제자와 피규제자의 특징적인 의사결정패
턴과 행태, 그리고 이 단계에서 지배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규제집행자원의 제약이란 강력
한 제약조건(strong resource constraints)에 주목하면서, 이런 접근방법이 규제효과의 달성에 도
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규제의 불합리성을 오히려 심화시킬 뿐이라는 사실을 논증하고 있다.
이어서 규제목표를 이용가능한 자원의 수준에 맞게 설정하는 것이 규제의 실질효과를 높이
는 올바른 접근방법임을 주장하면서, 그 실천방안으로서 “현상 대비 x% 개선”이나 규제총
비용을 제한하는 방식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핵심 용어: 규제목표와 수단, 규제집행과 자원의 제약, 점증주의와 총합주의, 명령지시형
규제, 규제효과성 등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bschoi1@snu.ac.kr)
** 이 논문은 “2010년도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입니다.
접수일: 2013/11/6, 심사일: 2013/12/3, 게재확정일: 2013/12/11

I. 서론

우리나라의 규제의 목표들은 놀라울 정도로 막연하고 애매모호하다. 이런 지적에 많은 사
람이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일 테지만, 이런 사람들은 무심결에 규제기준(예: 중금속 XX
ppm 이하 등)을 규제목표로 오인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여길만한 이유가 없지는 않

다. 예컨대 법령상 환경기준이나 안전기준이100% 준수되기만 한다면 그 기준의 제정 시에
상정한 환경규제나 안전규제의 목표는 100% 달성된 셈이 되므로 규제기준과 목표를 동일시
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 허나 규제가 100% 준수되기란 불가능한 일이고 보면, 이런 가능성
은 없다. 규제기준은 단지 규제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규제목표
는 무엇인가?1)
무릇 목표란 이룩하고자 하는 이상적 결과나 상태를 말하므로, 규제목표는 규제를 통해
이룩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결과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지만
, 그것을 구체적인 말로 표현하
기가 쉽지 않다. 예컨대 환경규제의 목표는 깨끗한 환경, 소비자안전규제의 목표는 소비자
가 안심해도 좋은 수준의 안전성 확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도대체 얼마나 깨끗하고 안전
하면 해당 규제의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단언할 수 없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목표의 이런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규제는 시행되고, 깨
끗한 환경, 소비자안전이라는 목표는 일정 부분 달성되며, 이 때 비로소 국민은 규제 하의
환경이나 소비자안전의 상태 및 결과에 대하여 만족, 보통, 불만족 등으로 각자의 선호를 반
영한 평가를 내린다는 점이다. 이렇게 본다면 규제 하의 상태나 결과에 대하여 대다수 국민
1) 물론 이런 질문은 규제와 관련해서만 제기되는 것이 아니다. 뚜렷한 목표가 없이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말
할 수 있는 조직의 경우는 물론이고, 개인의 삶에서도 인생의 목표나 개개 행동의 목표가 구체적이고 뚜렷한
경우는 오히려 드문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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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만족스럽다고 여기는 수준을 실제적인 규제목표로 삼는 것이 옳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런 이치를 놓고 생각해 볼 때, 규제목표에 대한 일반화된 사고와 접근은 매우 불합리한
면이 있다. 무릇 세상 모든 일에서 이상과 현실은 다소간에 괴리되기 마련이라고 보고, 이
괴리의 폭, 즉 갭(gap)을 줄이는 방법과 전략에 관심을 집중시킨다면, 기이하게도 규제영역에
서는 이상과 현실이 괴리되어서는 안된다고 보는 편이다. 더 기이하게도 세상 모든 일에서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인식되면 이상을 하향조정하여 갭을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게 보통인데 비해,2) 규제영역에서는 오히려 이상을 더 높여 이 갭을 오히려 더 크게 벌려놓
고야 마는 경향이 있다. 왜 규제영역에서는 이런 오차수정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식이
통하지 않는 것일까? 왜 규제 하의 현실이 불만족스럽다면 현 상태를 목표 수준으로 끌어올
리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는 등 더 큰 노력을 기울이려 하지는 않고, 거꾸로 목표치
를 더 높여 이상과 현실의 갭만 더 벌려놓는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인가?
필자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규제영역에서 이런 방식의 불합리한 대응이 반복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규제목표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고, 여기서 비롯되는
문제들이 의외로 심각한 제2, 제3의 문제를 불러온다고 보아서다. 첫째로, 규제의 준수율이
100%를 밑도는 게 정상이라면, 규제 하의 상태(state under regulation: SUR)는 규제기준의 100%
집행과 준수를 전제로 우리가 달성되리라고 기대하는 상태
(expected state under regulation: ESUR)
에 항상 미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실제 결과가 SUR<ESUR로 나타나고 있다면, 기존규제
의 집행 강도를 높이고 규제순응이 더 용이하게 만드는 등 양자가 근접하도록 만들기 위한
노력을 선행하는 게 합리적이다. 그런데 거꾸로 새로운 규제기준을 추가하거나 강화하는 등
의 방법으로 대응하여 더 이상적인 상태나 결과를 이끌어내 보려는 시도를 계속한다면 이는
명백히 불합리한 접근이 아닐 수 없다.3)
2) 목표란 궁극적으로 이룩하고자 하는 이상적 상태이므로, 현실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목표를 더 높이 설정하
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고 반문하기 쉽지만, 사람들의 일반적 반응은 이와 다르다. 물론 그렇게 시도하는 적도
있긴 하지만, 이내 실패를 겪고서 실천이 가능한 수준으로 목표를 낮추어 잡는다. 예컨대 더 생산적으로 하루
를 살 결심을 하고 아침 기상시간을 평소보다2시간 이른 새벽 6시로 정해보지만, 한 두주 후에는 6시반, 7시
로 늦추고 만다. 이것이 오차수정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이다. 생활의 리듬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일도 아니거니와, 일찍 기상한 하루가 피곤하고 생각처럼 그리 생산적이지 못함을 연거푸 경험한다면 기상시
간을 과거보다는 빠르되 이상보다는 늦추는 길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다는 점에 공감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3) 더 나아가 만일 현 규제목표 하에서 (예상과 달리, 혹은 특수상황의 발생으로 인해) SUR>ESUR로 나타나고
있다면, 이는 만일 규제가 100% 집행되고 100% 준수되었더라면 규제목표는 더욱 더 초과 달성되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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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이런 방식으로 규제목표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리는 접근은 규제의 불합리성을 심
화시킬뿐더러, 규제집행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더욱 높이는 결과를 야기한다. 규제집행자
원이 무한하지 않은 이상, 이 자원은 각 규제분야 간에(그리고 동일 분야에서의 여러 다른 규제
간에) 규제집행의 한계생산성이 일치될 수 있도록 배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종다양

한 규제들의 우선순위의 책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여기에는 규제목표가 중요한 기준으
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까지 논의해 온 바와 같이 규제목표가 일방적으로 높아
져만 가게 된다면 규제집행자원 배분의 효율성 확보는 그만큼 더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4)
첫 번째의 문제점은, 그렇다면 왜 입법자나 규제자는 실제로 집행 가능하고 그래서 달성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상태나 결과에 도달하는 것을 규제목표로 삼지 않는가? 여기에는 어떤
정치(행정)적 의도와 계산이 작용하고 있는가? 이와 같이 규제목표가 과도한 수준으로 설정
되고, 규제집행자원은 충분하지 않을 때 규제기관과 관료는 어떤 방식으로 이에 대처하는
가?5) 이것은 어떤 면에서 어떤 이유로 규제의 불합리성을 가중하는가? 이런 이유로 발생하
는 규제의 불합리성에 대한 정치인과 규제관료의 인식수준은 어떤가? 이런 문제점은 규제정
책의 수립과정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 등의 질문을 낳게 만든다.
한편 두 번째 문제점은, 과도한 규제목표의 설정은 왜, 어떻게 규제집행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게 되는가? 이용가능한 자원의 극심한 제약 하에서는 어떤 유형
의 규제방식과 수단들이 주로 선택되는 경향이 있는가? 이런 규제수단들은 규제집행자원의
강한 제약조건 하에서 왜, 어떻게 규제의 불합리성을 더욱 증폭시키고야 마는가? 등의 질문
을 갖게 만든다.
이 글은 이런 연쇄적인 질문들을 염두에 두고 가설 성격의 설명(혹은 해석)을 제시해 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가설들은 모두 규제 프로그램의 목표, 수단, 자원 간의 관계 및 상호작용
을 의미하므로 이 또한 매우 불합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4) 규제목표의 이런 특성과 경향성이 규제집행자원의 효율성을 마냥 해치기만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뒤에
서 보겠지만, 규제목표의 강화 혹은 상향조정은 주로 사건 사고를 계기로 이루어지는 바, 사건 사고의 발생이
관련 규제의 미약성을 어느 정도 반영해 주는 것으로 보고 이 규제의 집행에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하게 된다
면 그렇다는 말이다. 그러나 사건 사고의 발생은 해당 규제집행자원의 증가를 초래하기보다는 규제기준과 처
벌의 강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5) 이 글에서 ‘규제기관과 관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규제기관은 규제관료 집단 전체를 표현하
는 말로 이해해 주기 바란다. 규제기관은 물론 의식, 판단, 행동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규제관료라고
하면 개인을 지칭하는 듯하고, 그렇다고 규제관료 집단이라고 하면 의미가 바뀌니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 궁
여지책으로 사용하는 용어이다.

규제의 목표, 수단, 자원의 관계에 대한 연구 7

에 관련된 것들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여기서 미리 간략하게 제시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1) 규제목표의 설정과정에서 입법자는 규제의 효과적 집행가능성, 능력 등은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저 규제목표는 높을수록 좋다는 입장이다. (2) 이와는 대조적으로 규제자의
입장에서 과도하게 높게 설정된 규제목표는 부담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잃을 것보다는 얻
을 것(더 많은 예산, 권한, 자리 등)이 많다고 생각한다. (3) 규제자원이 항시적으로 부족한 상태
에서 선택되는 수단은 불가피하게 추가적 규제와 처벌의 강화일 수밖에 없다. (4) 과도한 규
제목표의 설정과 더불어 지나치게 강화된 규제수단의 선택은 불합리성을 가중시키고 규제
효과를 떨어뜨린다. 수단이 목표를 대치하는 현상을 불러온다. (5) 목표의 대치현상은 반드
시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 강력한 자원제약 하에서 이는 불가피하기도 하지만, 결과적
으로 과도한 규제목표의 설정이 초래하는 규제의 불합리성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할 수도 있
다. (6) 이런 요소와 요인들을 감안해 보면 규제목표는 총합주의 접근방식(synoptic approach)이
아니라, 점증주의 접근방식(incremental approach)에 따르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II. 목표, 수단, 자원의 관계에 관한 일반적 논의
사람들은 대개 목표 “중심적인” 사고를 한다. 목표가 먼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만 적절
한 수단의 선택이 가능해진다고 생각한다. 목표의 결정이 수단의 선택에 반드시 선행해야만
하는 것으로 믿는다. 목표와 수단의 관계는 그러나 반드시 이런 단순한 논리상 규범이나 원
칙을 따르지 않는다. 목표에 앞서 수단이 선택되고, 선택된 수단에 맞추어 목표가 비로소 구
체적으로 정의되거나, 기왕의 목표가 수정되는 경우도 많다. 요컨대 목표와 수단은 쌍방적
인(Reciprocal) 관계에 있어서, 목표에 따라 수단이 결정(선택, 조정)되기도 하지만, 그 반대로
수단에 따라 목표가 결정(선택, 조정)되기도 하며, 같은 논리로 어떤 가치에 맞추어 정책이 수
정되기도 하지만, 정책에 맞추어 가치가 수정되기도 한다(Braybrooke and Lindblom, 1963: 93).
사람들은 또한 목표가 수단을 지배(govern)하는 경우가 그 반대 경우보다 더 흔하다고 생
각하기 쉬우나, 사실은 후자가 더 일반적이다. 특히 당면목표(proximate ends)는 선택된 수단에
지배된다(Braybrooke and Lindblom, 1963: 93). 비근한 예로서, 내가 좋은 옷을 하나 사고 싶다고
해 보자. 이 때 내가 마음속에 두고 있는 좋은 옷이 무엇인지는 아직 구체적이지 않다.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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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서 이 옷, 저 옷을 보면서 비로소 내가 바라는 옷의 종류, 형상, 색깔 등이 구체화되기
시작한다. 내가 간 곳이 백화점이냐, 동대문시장이냐에 따라 나의 생각은 또 달라지고야 만
다. 이와 달리 목표가 상당히 분명한 경우를 생각해 보자. 예컨대 특정 백화점에서 특정 브
랜드, 특정 색깔과 모양의 옷을 사려고 백화점에 가보니 마침 마음에 둔 상품은 없었다고
해 보자. 이 때 당신은 그냥 돌아서고 마는가? 아니면 다른 색깔이나 모양의 옷을 대신 사는
가? 만일 후자라면 당신의 처음 목표는 정말 분명한 목표였는가? 이 예에서 중점적으로 살
피고자 하는 점은, 우리는 가게에서 실제로 옷을 보면서—이것이 수단이다—내 마음에 드는
옷을 고르지, 처음에 머릿속에 그렸던 근사한 옷—이것이 목표이다—을 찾아 전국을 헤매지
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더 나아가 수단에 독립적인 목표의 구상(conception)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실상 불가능
하다. 첫째, 목표의 달성을 위한 유력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런 목표는 아예 목표로
삼지도 않는다. 예컨대 자동차 배기가스 오염을 제로(0)로 만들 수단이 없는 이상, 오염 제로
가 정책목표가 되는 일은 없다.6) 둘째, 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의 종류와 범
위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 한계에 갇힐 수밖에 없다. 예컨대 환경오염을 줄이려
고 하면 경제활동에 대한 제약은 커진다. 이런 상충관계를 반영한 환경수준-경제성장율 쌍
(pairs)은 무한하지만, 이 무수한 쌍들 하나하나에 대한 자신의 선호에 서열을 매기기는 불가

능하다. 그저 상대적으로 관심이 더 가는 몇 개의 쌍으로 선택범위를 좁힌 다음, 그 중에 어
떤 것이 좀 낫다, 못하다는 식으로 자신의 선호를 표현한다. 이것이 우리가 목표(가치)를 구
체화(concretize)할 때 사용하는 일반적인 방식인 바, 이는 수단과 분리해 목표(가치)를 생각하
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말해준다(Braybrooke and Lindblom, 1963: 97).
이처럼 목표는 수단과 분리해 독립적으로 구상할 수 없을 뿐더러, 이용가능한 수단의 존
재 여부에 따라 바뀌고, 계속 변화해 갈 수밖에 없다. 이는 현실적으로 이용가능한 수단의
성격과 범주가 목표와 수단의 관계에서 결정적인 요인임을 의미한다. 그러면 무엇이 현실적
으로 이용가능한 수단의 범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가? 두말할 것도 없이 비용이다. 목

6) 물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모든 자동차를 다 없애버린다면 자동차 배기가스도 생겨나지 않
는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희생과 비용이 너무나도 크다. 이런 의미에서 어떤 목표가 “달성 불가능하다.”는 말
의 실제 의미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비용이 든다(prohibitively costly).”는 뜻인 경우가 적지
않다(Braybrooke and Lindblom, 1963: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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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물론이고, 있지만 비용이 감당 못할 수준
이라면 그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는 목표는 포기하거나 수정할 수밖에 없다
.
기왕의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 허용된 비용 범위 안의 수단만으로 검토대상이 한
정되기도 하고, 검토대상 수단의 범위가 어떻게 한정되느냐에 따라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어떤 부분이나 측면을 포기하거나 이들 간의 우선순위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
대 아파트투기 규제와 같이 규제의 목표가 복수이고 이들 간에 갈등이 존재하는 경우, 더구
나 이 규제에 투입할 수 있는 자원(돈, 인력, 시간 등)이 크게 제약되어 있을 경우, 아파트 수급
의 장기적 안정이라는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아파트 공급의 확대가 최선이지만 이렇게 할
자원이나 시간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이런 수단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아파트가격의
안정이라는 단기적인 목표의 달성을 위해 많은 자원이나 시간의 투입을 필요로 하지 않는
기획부동산업자의 집중단속이나 투기자 중과세 등의 방편에 매달리게 되는 것과 같다.
여기서 우리는 목표를 주어진 것으로 보고, 그 목표의 달성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탐색하고 선택해야 한다는 말이 논리적 규범이나 원칙 면에서는 지당한 말일지 몰라도 현실
적으로는 타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혹자는 이를 두고 목표의 대치
(displacement) 현상을 떠올릴 듯도 하다. 한번 정해진 목표는 어떤 이유로도 변경되어서는 안

되며, 수단은 목표에 종속되어야만 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이다. 만일 목표가 충분
히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충분히 실현가능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런 비판이 맞을
수 있다. 그러나 목표는 우선 거의 언제나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게 규정되는 경향에서 벗
어나기 어렵다. 목표의 설정과정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과정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과
정에서 목표가 구체성을 띠면 띨수록 갈등이 커지기 때문에 목표는 이 갈등을 봉합할 수 있
을 정도로 추상적으로 애매모호하게 규정되는 경향을 갖게 되는 것이다. 하물며 어떤 목표
가 그것의 설정 과정에서 미리 실현가능성까지 면밀히 검토해 규정될 것을 바란다면 이는
지극히 비현실적인 요구가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목표가 수단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수단이 목표를 끌고 가는 일이 더 많다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것과 관련이 있다. 목표가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니, 그런 목표를 추구하는 단계에서 목표의 재해석이 불가피해지고, 이
과정에서 수단이 목표를 끌고 가는 현상은 더 빈발하게 된다. 이를 목표의 대치현상이라고
보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려 한다면 이는 현실성을 결여한 평가일 수밖에 없다. 점진주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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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옹호하는 Wildavsky(1987: 49)는 수단이 목표를 지배하는 현상은 목표가 추상적이고 막
연할수록 더 빈번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 봉착하면 어떤 조직이든 달성하기
힘든 목표를 달성 가능한 목표로 대치하고자 하거나 후자를 우선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이
런 의미에서 그는 목표의 대치를 무조건 불순하게 보아서는 안되고,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Wildavsky, 1987: 53).7) 이것이 점진주의자의 관점
에서 본 사실인식이다.8)
이제 이상의 논의를 규제영역의 정책목표에 적용해 보기로 하자. 규제는 궁극적으로 사람
들의 행태의 개선을 목표로 삼는다. 그러나 사람들의 행태 개선이란, 말이 그렇지 결코 달성
하기 쉬운 목표가 아니다. 이런 경우 규제기관은 일반적으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규제대
상의 행태변화를 이끌어낼 유력한 방법이 없으면 규제기관은 규제대상의 행태가 아니라
,자
기의 직접적 통제 하에 있는 것들—예컨대 조직, 인력, 재정, 계획과 예산, 업무의 중점과 우
선순위, 주된 관심사항과 노력(efforts)의 방향 설정 등—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대응한다. 예
컨대 마약의 오남용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규제목표라고 할 때 마약상습자의 태도를
고칠 수 없는 규제기관이 규제대상 마약의 종류를 확대하거나
, 인기연예인처럼 파급효과가
큰 마약사용자의 적발에 기관의 모든 노력을 경주하거나, 마약사용의 단속권한을 경찰로 넘
기는 것과 같다.
이런 대응행동들을 목표의 대치가 아니라 당초목표로부터의 후퇴(retreat from objectives)라
고 보아도 결론은 마찬가지다. Wildavsky(1987: 56)는 기왕의 목표로부터의 후퇴가 바람직하
다거나 좋다는 말이 아니라, 기왕의 목표가 매우 추상적이고 또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설정
된 나머지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목표라면, 또는 기왕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보니 엄청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초래되는 경우라면 목표로부터의 후퇴가 항상 혹은 반드시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본다. 만일 규제기관이 애초에 A라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7) 물론 부여된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지 않고, 달성하기 쉬운 목표로 내려앉고 만다면
이는 비난받을만한 일임이 분명하다.
8)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잘 알려져 있지 않거나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는 경우 성공을 바라는 조직이라면 통제가능한 수단의 조작을 통해 달성할 수 있어 보이는 목표를
조직목표로 삼으려 하는 것은 정상적이다. 예컨대 ① 기존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달성 가능한 새 목표
를 선택하거나, ② 기존 목표를 유지하되 기존 고객을 목표달성이 가능한 고객으로 대체하며, ③ 기존 목표와
기존 고객 모두를 포기하고 그 책임을 다른 기관에 넘기는 전략 등이 조직이 보통 사용하는 전략이다
(Wildavsky, 1987: 49).

규제의 목표, 수단, 자원의 관계에 대한 연구 1 1

경험을 통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B라는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래서 B의 해
결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면 이 경우에서 목표로부터의 후퇴 현상은 바람직한 것일 수 있다
는 말이다.9)
사실 이런 경우조차 목표로부터의 후퇴 현상인 것은 사실이 아니냐는 비하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이런 목표의 대치 혹은 전환은 기왕의 목표를 추구하면서 규제기관이 거듭된 실
패에 봉착하지 않았더라면 대두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경험을 통해 얻은 귀중한 교훈
을 충실하게 따른 결과라고 볼 때 이를 비난하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무리한 목표에 맹목적
으로 또 무비판적으로 집착하지 않고 그간의 경험을 거울삼아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
를 찾아내려고 노력한 결과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달리 표현한다면 막연하고 이상적이기만 하던 정책선호(policy
preferences)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선호로 바뀌어 가는 것을 부정적으로 볼 이유가 없다는

말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는 목표의 후퇴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문제를 재정의(redefining)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니냐고 힐난할 수도 있다. 그런 면이 없지 않지만,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볼 점이 있다. 이런 힐난이나 비판의 배후에는 (정책)문제란 외부에서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주어진 것,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닌 것이라는 가정이 숨어 있다. (정책)문제에 대한 이런 개념
정의에 Wildavsky(1987: 57)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에 따르면 모든 (정책)문제는 인조물
(man-made)이다. (정책)문제가 인조물임은 정책문제에 대한 생각들이 사람마다 달라서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명백하다. 예컨대 보건정책 문제는 무엇인가? 진료행위
가 과도해서 문제인가? 너무 적어서 문제인가? 사람들이 건강습관을 지키지 않아 문제인가?
의료시스템이 서비스를 제대로 공급해 주지 못해 문제인가? 다른 예로서 교육의 문제란 무
엇인가? 일부 학생의 학습 지진이 문제인가? 선생님의 무능력이나 열성 부족이 문제인가?
(정책)문제가 사람에 관계없이 고유하게(uniquely)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다르고

언제나 복수로 존재한다는 말은 정책의 목표 역시 단수가 아니라 복수이고
, 이들 간에는 모
9) 참고로 이런 경우의 예로서 Wildavsky(1979: 56)는 1) 수감과 격리 위주의 죄수감호 정책은 선량한 시민 혹은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한 결과이지만, 처음에는 관심이 낮았던 죄수의 재활(rehabilitation)에 더 큰 관심을 갖
게 된 것, 2) 교육의 질의 향상을 위해 목표관리에 주력하던 방식에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제공하는
교육 바우처(voucher) 방식으로 전환한 것, 3) 의료비의 절감을 위한 비용통제 위주의 접근에서 건강습관의
증진에 초점을 두게 된 것 등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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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 있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Wildavsky(1987: 57)는 이처럼 문제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
이고, 따라서 목표도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문제는 결국 문제의 재정의
(redefinition of problems)를 통해 해결된다고 보아야 맞다고 말한다.10) 다른 말로 표현하면, 쉽

게 풀 수 없는, 혹은 풀리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problem)를, 잘 끼워 맞추기만 하면 풀려지
는 퍼즐(puzzle)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문제는 해결되어 나가고 또 이것이 상례라는 것이다.11)
여기서 문제를 재정의해 원래의 문제에 접근해 가는것을 두고 그것이 과연 올바른 방법
이냐고 반문할 수 있겠으나, 이 말은 사람들이 이런 현실적이고 손쉬운 방식으로 문제에 접
근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사실임을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것일
뿐, 어떤 가치판단도 내포한 말이 아니다. Wildavsky는 이와 관련하여 정책분석가, 사회학
자, 과학철학자 등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한목소리로 문제의 정의(problem definition)를 문제해
결의 가장 결정적이고 창조적인 부분(critical and creative part)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환
기하면서,12) 풀기 힘들거나 풀 수 없는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로 전환해서 접근하는
것은 필요한 지식과 정보가 극히 제약되어 있고 주어진 정보마저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computational capacities)에 명백한 한계를 안고 있는 인간의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의
표현이라고 보고 있다. 점진주의 관점을 취하는 Braybrooke and Lindblom(1963)도 개인이나
조직의 의사결정이나 문제해결 전략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달리, 모두 사실은 이 방식과
절차를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총합주의적이고 목적론적인 사고와 접근을 주창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관찰이나 분석이
못마땅하게 들릴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이상이 높다고 결과가 좋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런 눈으로 현실을 보고 이해하려 할 때 비로소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깊이 이해할 수 있고,
10) Wildavsky(1979: 83)는 어디서는 “(정책) 문제는 해결되기보다는 새로운 문제로 대치될 뿐이다(Problems are
not so much solved as superseded.)”고 말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정책을 통해 문제해결이 이루어지기보다
는 문제의 승계(problem succession)가 이루어질 뿐이다.”(Wildavsky, 1993: 17)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모두가 여기서 말하는 문제 재정의를 통한 해결과 같은 말이거나 연결된 말이라고 볼 수 있다
. 최병선
(2007) 참고.
11) 퍼즐은 모든 조각들이 제 자리에 맞춰지면 결정적으로 풀리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해 퍼즐은 정답을 찾기가
어려울 뿐, 정답이 있는 것은 확실하다. 양자는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다.
12) 모든 과학적 발견은 문제의 재정의를 통해 이루어졌고, 그 영예는 문제를 창의적으로 재정의한, 다시 말하면
풀기 힘든 막연한 문제를 풀 수 있는, 또는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수수께끼로 전환한 과학자들에게 돌아갔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컨대 뉴턴의 만유인력은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이유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원리
는 빛이 굴절하는 이유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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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의 결과의 성취를 기대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점진주의적 관점과
시각에 서서, 규제집행 자원이 극히 제약되어 있는 상태에서 규제기관과 관료는 어떻게 행
동하고 왜 그런지, 또 정치인과 규제기관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높은 수준의 규제목표 하에
서 피규제자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는지, 더 나아가 왜 이런 규제
체계 하에서 과도한 규제목표, 강력한 규제수단은 규제의 불합리성을 키우고야 마는지를 분
석할 차례이다.

III. 규제목표, 수단, 자원의 상호작용 관계
1. 과도한 규제목표 설정의 과정과 원인
정치인은 규제목표를 높게 설정하려는 유인이 매우 강하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일, 또는 사회악(social ills)의 제거에 규제의 목적이 있으므로, 규제는 강할수록 좋다고 단순
하게 생각하는 편이다. 일반 국민들의 생각이 그러함을 알기에 더더욱 공익의 ‘수호천사’인
양 행동하려 한다.13) 사건, 사고, 재난 등 위기가 발생한 경우 특히 그러하다. 사건, 사고는
간혹 일어날 수가 있는 일이건만, 이들의 눈에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이고,
그 원인은 두말할 것도 없이 기업의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에 있다고만 생각한다. 이어
서 이런 행동을 사전에 관리감독하지 못한 규제기관의 책임을 추궁하면서 확실한 재발방지
책을 촉구한다. 언론은 이에 맞장구를 치고, 궁지에 빠진 규제기관은 서둘러서 재발방지책
이란 것을 발표한다.14)
13) 피규제자가 법을 위반하는 이유는 반드시 그가 부도덕하거나 반사회적이어서인 것만은 아니다. 사회적으로
유익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만 순응비용이 지나치게 높아서 규제를 모두 다 이행하지 못해서인 경우가 대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규제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다소 약한 듯이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처벌이 약
한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보면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규제위반행위가 사회
에 미치는 해악(손해)이 (비현실적으로) 높은 규제를 회피하거나 우회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작다면 규제를
강제하는 것보다는 그 행위가 부분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이익이다(Veljanovski, 1984: 173). 이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심도 있게 고찰하게 될 것이다.
14) 모험회피나 책임회피는 규제기관과 관료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러나 이들의 모험회피 및 책임회피 성향이
강하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면 이들은 어떤 모험 혹은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가? 이들이
저지를 수 있는 의사결정상 과오로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규제의 획일성과 경직성을 감안하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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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책의 주요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거의 예외없이 새로운 규제의 추가와 처벌의 강화
이다.15) 이 규제들은 높은 비용을 유발하지만 효과성은 극히 의문스러운 불량 규제일 가능
성이 매우 높다. 왜 그런가? 첫째, 이런 규제들은 사고원인과 결과 간의 정확한 인과관계 추
정에 기초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해당 규제가 없거나 미약해서 사고가 난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 이 원인분석이 맞다면 사고가 난 문제의 기업 외에 다른 기업들에서는 왜 사고
가 발생하지 않았는지를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하나 혹은 소수의 기
업에서만 사고가 났다면, 사고의 책임은 관련법과 규제의 미비에 있다고 보기 이전에 그 기
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를 위반하였고, 규제기관은 왜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고, 적절
한 사전예방 조치를 강구하지 못하였는지를 따져 보는 게 올바른 순서다. 이 점에 주목한다
면 사고 후 대책의 초점은 규제집행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의 모색에 우선적으로
두어져야 맞다. 다짜고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해 규제체계를 누더기로 만들고 처벌을 강화할
일이 아니다.
예컨대 A기업에서 사고가 났는데 살펴보니 X(라는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이 사고원인으로
보인다면, 이것이 A기업만의 일인지, B, C 등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인지를 먼저 살펴보아
다른 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한다면, X를 강제할 규제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
나 이게 아니라면 아무 죄도 없는 B, C 등 다른 기업에 추가적인 규제 부담을 안길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규제를 도입한다면, 더 나아가 그 보장책으로서 예방조치
Y와 Z를 의무화하고, 더불어 XYZ에 대한 이행실태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면 이는 과잉
규제에 해당한다. 문제기업의 사고원인이 다른 기업들에도 잠복해 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
고는 말하기 어렵겠지만, 그런다고 싸잡아 규제를 가중한다면 어느 기업이 이를 납득할 수
있겠는가.16)
상참작 등 재량을 행사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에는 충실했지만 행정적 책임은 완수하지 못한 경우고
(이를 알
파 에러라고 부른다), 다른 하나는 규제의 획일성과 경직성에도 불구하고 법률규정을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
고 집행함으로써 행정적 책임은 완수하였지만 사회적 책임을 잘 이행했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베타
에러라고 부른다)이다. 이 두 가지 에러에 대한 규제관료의 선택은 비교적 분명하다. 그의 입장에서는 베타
에러를 피하는 것, 다시 말하면 사회적 책임보다 행정적 책임에 우선적으로 충실하려고 하는 것이 조직에서
의 자신의 생존과 출세에 유리하다는 면에서 합리적 선택이다. 최종원(1999); Bardach(1980: 42-3) 참고.
15) 정부가 일하는 기본방식 혹은 정책수단은 크게 보아 돈
(조세와 재정)과 말(규제)이다. 사고대책에 포함될 내
용도 당연히 돈과 말 두 종류로 구성될 수밖에 없는데, 예산은 즉시로 변통하기가 어렵고 상당한 시간을 필
요로 하는 반면에 규제는 거의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빠르게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고
대책의 대부분은 규제로 채워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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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가 이러함에도 소수 기업의 규제 위반이나 불이행 문제는 해당 업계의 모든 기업의
문제로 비화하면서, 사고 기업에 대한 처벌은 오히려 관심 밖으로 밀리고, 모든 기업을 잠재
적 범죄자로 보아 마구잡이로(indiscriminately)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려고 덤비는 걸 흔히 볼
수 있다. 예컨대 수년전 새우깡에서 생쥐의 흔적이 발견되고 식료품 캔에서 금속부스러기가
나와 대서특필되자 문제기업만이 아니라 해당 업계전체가 급격한 매출감소로 치명타를 맞
으며 자발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마당에, 당시 보건복지부(식약청)는 모든 식품업체에
대하여 불순물의 혼입 방지시설 설치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을 추진하다
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저지된 바 있다.
이런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마구잡이식 규제와 처벌 강화는 합리적인 대응방식으로 볼 수
없다. 사과에도 성한 사과와 벌레 먹은 사과가 있듯이, 세상에는 나쁜 기업(bad apples)과 좋은
기업(good apples)이 있기 마련이고,17) 중대한 문제가 있는가 하면 사소한 문제가 있으며, 시
스템 중 잘 작동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잘 작동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인데 옥석의 구
분 없이 마구잡이로, 무차별적으로 취급하려고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Bardach and
Kagan(2002: 62-6)은 다음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규제를 잘 준수하는 좋은 기업은 제외하고 규제를 회피하거나 위반하는 나쁜 기업
만을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해야 이치에 맞지만, 법 앞의 평등(equality before Law) 원리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규제기준을 이런저런 이유로 차별화하다 보면 자의적이 되기
쉽고 객관성과 불편부당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는 비판, 그리고 소송을 당하면 패소할 것
이 거의 분명하다는 사실을 규제기관은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마구잡이식 규제
가 이루어지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사회적 위해(hazards)의 원인은 지극히 다양하고 인과관
16) 규제와 사고발생 간의 관계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관련법과 규제를 모두 다 지킨다고 사고가 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모두 다 지키지 않는다고 반드시 사고가 나는 것도 아니다. 위험의 특성과 대응전략에
대해서는 최병선(1995) 참고
17) Bardach and Kagan(2002: 66)은 규제분야나 지역 등에 따라 다소간 차이가 있으나, 미국의 경우 좋은 기업
(good apples) 대 나쁜 기업(bad apples)의 비율이 80:20 정도이고, 전체의 약 10%에 불과한 나쁜 기업이 전
체 규제위반 건수의 90%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연구결과가 없으나, 그 비율은
이와 근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비율에 근거해 말한다면 약 20%의 나쁜 기업을 타깃으로 삼는 규제는 나
머지 80%의 좋은 기업에게는 합리성과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규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이처럼
매우 불합리한 규제, 따라서 불필요하게 높은 규제준수 비용과 부담을 지우는 규제가 가해질 경우 기업은
이를 준수하려 하기보다는 회피하거나 우회해 보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이런 경우 규제회피나 위반의 책
임을 일방적으로 기업에 돌린다면 과연 타당하고 공정한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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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확인은 쉽지 않은 속에서 규제자는 사고재발 시 책임을 모면할 의도로 사고원인이 될
법한 모든 요인의 차단을 시도한다는 것이다.
이런 원인분석은 타당하지만 충분해 보이지는 않는다. 극소수의 기업이 말썽일 뿐인데 상
관도 없는 기업에게까지 규제를 가하는 방식으로,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격으로, 규
제기관이 마구잡이로 접근하는 데는 규제집행자원의 제약에서 파생되는 다른 두 가지 이유
가 있다. 첫째, 현행 규제체계 하에서도 집행이 충분히 강화될 수 있으면 새로운 규제를 도
입하거나 기존규제를 강화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규제집행자원이 크게 제약되어 있을 때 규
제기관의 입장에서는 이 길 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말하자면 사건 사고
가 날 때마다 새롭게 발견된 원인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강한 자원의 제약조건(strong
resources constraint) 하에서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다는 것이

다. 둘째, 규제기관과 관료들은 문제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세운다는 총합주의적 사고에서 접근하지만,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 그럴 뿐 사실
은 최근의 사건 사고에서 불거진 원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 보이는—혹은 일반국민이나
언론이 그렇게 인정해 줄 것으로 생각하는—규제의 처방에 관심을 집중한다. 이렇게 마련된
사고대책을 놓고 전문가들이나 언론이—이들이야말로 총합주의적 사고를 하는 전형적인 사
람들이다—지난번 대책의 재탕, 삼탕이라고 혹평하는 예가 흔하지만, 규제기관과 관료의 이
런 사고와 접근은 점증주의 이론에서 말하는 시리즈 분석 및 평가(serial analysis and evaluation)
의 전형으로서, 합리적인 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Diver, 1980). 이제 규제집행자원의 제약이
규제수단의 선택이나 실제로 의미가 있는 규제목표의 규정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그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관심을 집중시켜 보려고 한다.

2. 규제집행자원의 제약 하의 규제수단 선택의 불합리성
앞장에서 검토하였듯이, 목표는 수단에 종속되며, 수단의 선택은 이용가능한 자원과 비용
의 지배를 받는다. 사고나 재난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면 그 규제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도 따라서 증가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규제의 강
화와 더불어 규제자원이 따라서 증가하는 예는 별로 없다. 단적인 예로서 2008년 봄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와 광우병에 대한 우려로 촉발된 촛불사태로 정권이 흔들릴 정도의 위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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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했고, 그 때 나온 주요대책 중 하나가 지금의 쇠고기 원산지 표시규제이다. 전국에 70~80
만개의 음식점이 있으니 이 규제를 효과적으로 집행하려면 상당한 인력과 예산이 추가적으
로 투입되어야 했을 것이나 전혀 그러지 못했다. 그 결과 원산지 표시규제가 겉돌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를 수시로 접하고 있지만, 일제단속 정도로 대응하는 게 고작이다.
이 사례는 강한 규제집행자원의 제약 하에서 새로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규제기관이 취
할 수 있는 수단은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음을
잘 보여 준다(Jones, 1989: Polinsky and Shavell, 2000).18) 사건 사고를 일으킨 기업인지 여부를 불
문한 채, 또 새로 도입하거나 강화한 규제의 효과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태부족한 상태에
서 전체기업을 대상으로 한 마구잡이식 규제 강화가 규제목표의 달성에 별로 효과적이지 않
은 점에 대한 고찰은 뒤로 미루고, 처벌의 강화와 그것의 일반적 귀결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
기로 한다.
처벌의 강화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규제위반 행위의 적발(detection)을 강
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처벌(penalty)의 수위를 높이는 것이다.19) 규제집행 비용만을 고
려한다면 벌금(과태료 포함; 이하 동일)을 높이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다(Veljanovski, 1984; Penn
and Veljanoski, 1988). 규제 이행상태의 점검확인 혹은 규제위반 행위의 적발을 강화하려면 추

가로 인력, 장비,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지만, 벌금 높이기는 적발된 규제위반자에 대하여 강
화된 벌금을 부과하기만 하면 되므로 추가적인 행정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20) 그러
나 벌금 높이기가 규제목표 달성에 효과적일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문이 있다.
규제위반 행위 적발의 강도가 동일하다고 가정하면—이것이 실제적이다—벌금 높이기는
처벌강화의 총효과를 어느 정도 높여 줄 것으로 기대할만하다. 벌금이 높아졌기 때문에 모
18) 이와 반대되는 주장도 없지 않다. 다시 말하면 자원의 제약 하에서는 비교적 느슨한 규제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Viscusi and Zeckhauser, 1979). 그러나 이 주장은 규범적 주장의 성격이 강하고,
규제현장의 사정을 고루 반영한 실증적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아니다.
19) 처벌에는 신체에 가하는 형벌(criminal punishment)과 경제벌(economic punishment) 두 종류가 있다. 신체벌
의 경우는 행정벌이 아니라 형벌로 다루어지고, 그래서 반드시 법원의 판결이 요구되는 차이가 있으므로,
여기서는 편의상 행정벌 성격의 후자에 국한해 논의하고 있다.
20) 규제의 집행방식은 기본적으로 처벌 방식(penalty model)과 순응유도 방식(compliance model) 등 두 유형이
있다.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후자의 방식이 투입되어야 할 자원이 더 많고 따라서 비용이 더 높다. 왜냐하면
후자는 규제자와 피규제자가 협력적으로 더 건설적인 문제해결책을 강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
이 훨씬 더 들기 때문이다. 자세한 논의는 Veljavnoski(1984) 참고. 여기서는 논의의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
전자의 방식 중 규제위반 사실의 적발과 확인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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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회피적인 기업들, 특히 평판에 민감한 기업들은 위반행위를 삼가려고 한층 더 주의를 기
울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거의 모든 규제집행 연구자들이 한 목소
리로 지적하고 있듯이, 규제집행 현장에서 관료들이 벌칙의 적용 및 부과빈도를 낮출 가능
성이 크다(McKean, 1980: 286-7; Diver, 1980: 280-91; Hawkins and Thomas, 1984: 4-7; Veljanovski,
1984: 176-8). 규제위반 행위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런다고 미미한 규제위반 사항을 두고 그토

록 엄한 처벌을 가하는 것은 불공정하고, 무턱대고 벌금만 높이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해결
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21) 또한
벌금이 높아지면 그만큼 반발도 강해지므로 더 면밀하게 규제위반 행위인지 여부를 조사해
야 하고 법적용이 합당한지 신중하게 법률검토를 해야만 하는 데 따른 부담도 이런 생각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이들이 강화된 벌칙을 예외 없이 적용하고 부과하도록 유
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 이들의 수고와 염려를 덜어주어야 할 것이지만, 이
는 헛된 주문일 뿐이다. 벌금 높이기 전략은 사실 위반행위를 엄격하게 적발하고 벌칙을 규
정대로 부과할 능력과 자원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감안한 결과 이루어진 불가피한 선택이라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큰 논란대상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소위 화관법)은 규제집행 자원의 제약 하에서 흔
히 나타나는 벌금 높이기의 극단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다.22) 2012년 구미의 불산가스 유출
사고 이후 유사사고가 잇따르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초당적 지지를
받으며 통과되었는데, 사고를 일으켜 사람이나 환경에 해를 끼친 업체에 대하여 최악의 경
우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해당 업체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
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나마 이 수준으로 낮춘 것이다. 국내 석유화학업종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3.3% 수준이라고 하니 사고발생 시 최고의 과징금 처벌을 받는다면 중소기업
21) 바로 이런 생각이 위반행위를 눈감아 주고 뇌물을 받는 등의부정부패 행위가 끼어들 소지를 제공할 수 있
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이 아니다. 공명정대한 규제관료라 할지라도 동
정심이 일고 정상참작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사정이 규제현장에서는 얼마든지 있
을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22)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규제법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이미 1990년에 제정되어 시행중인 유해물질관리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화관법과 함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소위 화평법)을 제정하
였다. 후자는 모든 사업체가 사용하는 화학물질과 그 유해성에 관한 자료를 등록하고 평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법들은 2015년 발효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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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도산에 이르고 말 정도다.23)
이처럼 무시무시한 수준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한 이유는 사고피해가 엄청나다는 사실에
두고 있지만, 사고가 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나 운반자 등의 부주의에서 기인하는 바 이
런 성격의 사고를 예방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그
러면 이처럼 벌칙을 강화하면 사고는 예방될 것인가? 이런 사고는 일단 발생하면 가시성이
높고 국민의 공분을 살 것이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해진다는 점에서, 규제관료가 어
느 정도 합리적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위에서 살핀 경우들과는 상황이 다르다. 그러나 이
경우도 역시 함정이 있다. 구미 사고의 경우 2012년 대형사고가 나기 이전에 작은 사고들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작은 사고가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이를 발견하고 적절
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사고예방에 긴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벌금만 턱없이 높이
는 접근방식은 오히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작은 사고의 은폐를 조장할 위험성이 높다.
사건 사고 후 대책의 전형이랄 수 있는 규제와 처벌의 강화는 이밖에도 다른 이유로 규제
의 불합리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먼저 규제대상 기업의 입장이나 자발적 순응
의 유도를 염두에 두지 않는 비협력적인 규제집행의 비효율성과 불합리성을 살펴보고, 이어
서 이런 경우 왜 규제자들이 여러 규제유형 중 명령지시형 규제를 특히 선호하는지, 그것은
또 어떤 측면에서 불합리성을 키우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1) 비협력적인 규제집행 방식
사건 사고 후 대책의 전형인 추가적 규제와처벌의 강화 전략은 규제위반은 기존의 처벌
강도가 너무 미약해서 규제를 우습게 알기 때문에 빚어지는 일이라는 매우 비현실적인 가정
에 기초하고 있다. 물론 법에 규정된 벌금액수 등 처벌의 수준만을 고려한다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사건 사고의 심각성과 관계없이 규제를 위반해 사회에 피해를 준
기업이라는 딱지가 붙게 될 때 해당기업이 입게 될 손실은 막대하다. 우선 환경단체나 소비
자단체 등이 비난을 쏟아내고,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아 매출이 급감하는 등 타격이 이만저
만이 아니다. 감독관청의 감독이 더 심해질 것은 빤한 일이다. 언론이나 정치인들도 이 기업
을 외면하게 된다. 법 위반 기업에 호의적이거나 협력하는 양 비쳐지기를 몹시 꺼려하기 때
23) 비근한 예로서는 음식점에서의 흡연금지, 버스정류장 등 주요도로에서의 흡연금지 등의 규제가 만들어지면
서 10만 원의 높은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지만, 제대로 집행되는 일은 거의 없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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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해당 규제와 무관한 행정기관과의 관계에서도 호의적인 대우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은행이나 기관투자가들에게도 나쁜 인상을 주게 되므로 좋을 게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규제위반에 수반될 이런 수많은 모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성향은 기업마다 차이가
있다. 이 성향이 비교적 강한 기업들은 비록 규제 순응비용이 과다하다고 느껴질지라도 규
제회피나 위반이 초래할 손해와 비교한다면 규제의 합리성 여부를 떠나 일단 규제를 준수하
고 보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판단한다. 이런 모험회피 성향은 일반적으로 대중의 인지도
가 높은 대기업일수록, 기업 이미지에 신경을 쓰는 기업일수록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기
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사회의 인식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평판에 따른 직간접적
이익, 혹은 나쁜 평판에 따른 직간접적 손실은 더 커지기 때문이다.
모험회피 성향이 아주 높은 이런 우수기업들은 어떤 규제든 일단 순응할 자세가 되어 있
다. 사회적 책임의식 이전에 장기적 사익의 관점에서 사태를 바라보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
도 비용이 불필요하게 유발되어야만 하는 상황이 반가울 리가 없겠으나,24) 비용이 터무니없
이 과도한 수준이 아니라면 순응하는 쪽으로 쉽게 타협하고 저항하지 않는다. 이런 저항 자
체가 평판에 악영향을 줄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기업이라고 반드시 규제를 완
벽하게 준수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규제를 준수하려는 의지나 자세는 되어 있지만 관
리능력이 모자라거나 적절치 않은 경우, 또는 경영자나 근로자의 실수로 규제를 위반하는
수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아주 모범적인 기업은 어떤 실수도 예방하기 위한 강력한 내부
통제시스템을 갖추기도 한다.
한편 이런 우수기업에 미치지 못하는 보통의 기업도 모험회피 성향을 보이기는 마찬가지
다. 규제위반 사항을 스스로 인지하거나 위반사실을 지적받으면 그것을 기꺼이 수정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은 증거다. 다만 위의 우수기업에 비해 무조건 규제에 순응하고 보는
편은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규제순응 비용과 규제위반 시 제
재의 경중을 냉철하게 계산하고 비교판단해서 행동노선을 택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저 규제
는 웬만하면 준수하는 게 속이 편하고 현명한 일이라는 과거의 경험을 믿고 따르는 편이다.
이런 보통의 기업군 아래에 위치하는 것이 반사회적 기업군이라 불러 마땅한 악덕기업들
24)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환영할 수도 있다. 각각의 기업의 처지가 다른 이상 규제로 인한 부담이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에 비해 적은 기업은 경쟁력 우위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최병선,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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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들은 극히 단기적인 안목을 갖고 있고, 주로 금전적 고려에 따라 행동한다. 상습적
으로 규제를 위반하면서도 가책 같은 것을 느끼지 않는다. 물론 이들 가운데는 기업사정이
워낙 나빠서 장기적 고려나 폭넓은 사고를 해볼 여유가 전혀 없는 기업도 있지만, 말 그대
로 반사회적 범죄에 해당하는 범법을 예사로 알 만큼 도덕적, 윤리적 불감증이 심하다. 규제
기관이 규제위반 사항을 시정할 기회와 시간을 줘도 약속을 어기기 일쑤고, 언감생심 생트
집을 잡기도 하며, 규제의 집행을 가로막을 속셈으로 소송을 악용하기도 한다. 이런 악덕기
업이 규제를 준수하거나 준수하지 않는 것은 규제의 합리성이나 불합리성과 거의 무관하다.
왜냐하면 이들은 처음부터 규제를 준수할 생각이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뛰
는 놈 위에 나는 놈” 격으로 요리조리 법망을 피해가는 이들을 모조리 가려내 뿌리를 뽑겠
다고 덤빈다면 그야말로 무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본다면 규제의 적절성이나 합리성 여부에 대한 재검토 없이 이루어지는 무조건적
인 처벌의 강화는 규제위반 시 경제적(심리적) 부담의 증가에 자극된 모험회피적인 기업들의
규제준수율을 다소 높일 수는 있을지 모르나(Viscusi and Zeckhauser, 1979), 사회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규제의 불합리성을 더욱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기 쉽다. 왜냐하면 해당 규제와 사건
사고 예방과의 인과관계, 즉 해당 규제의 사고예방 효과가 확실하지 않은 이상, 처벌의 강화
는 어떤 기업들에 대해서는 전혀 불필요한 노력과 비용을 무조건 들이게끔 강제하고, 어떤
기업은 기어코 문을 닫아야할 지경에 몰려서 실업자가 생기고
,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의 결과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처벌의 강화가 규제의 불합리성을 증가시키는 두 번째 가능성은 벌칙의 법적·행정적 이
행과 관련이 있다. 즉 처벌은 법적 제재(legal sanction)이므로 그 대상이 되는 규제는 법적․행
정적 절차의 이행이 가능하고 용이한(enforceable) 것이 아니면 안된다. 예컨대 각종 시설이나
장비의 기술적 요건과 같이 규제기관이 쉽게 확인하고 식별해 곧바로 규제위반의 증거로 삼
을 수 있는 성격의 규제들이 처벌강화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더 직접적인
사고원인은 잘 드러나지 않고 증거가 남지도 않아 쉽게 탐지하기 어려운 반면에
, 이런 위반
행위는 가시성이 높고, 규제위반 증거의 확보가 용이하다는 차이가 있다는 말이다. 한편 이
런 성격을 강하게 지닌 규제일수록 인과성은 낮다.25)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 사고가 터진
25) 심지어 이런 규제요건이나 사항들이 사고를 오히려 조장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예컨대 구체적인 작업공정
에 대한 타율적 규정은 자발적으로 품질관리 시스템을 잘 정비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게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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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인지라 해당 규제의 불합리성을 따지거나 논란할 분위기가 전혀 아니다
. 그저 규제 위
반에 대한 처벌 강화의 목소리만 높을 뿐이다.
대부분의 불합리한 규제가 사건 사고 후에 마구잡이식으로 급조되기도 하지만, 마구잡이
식 규제가 사건 사고를 불러오는 경우도 많다. 세탁소의 유증기(油蒸機) 회수기 설치 규제 사
례가 대표적이다. 2005년 공중위생보건법에서 세탁소의 드라이클리닝 작업 등에서 발생하
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유증기의 회수기 설치를 의무화한 이
후 매년 10건 이상의 폭발사고가 발생하고 있다(소방방재신문, 2011. 9. 19). 따라서 세탁소들은
처벌을 면하려고 울며 겨자 먹기로 상당한 비용의 회수기를 설치는 하되 실제로는 거의 사
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명령지시형 규제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향
규제수단과 방식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규제가 명령지시형 규제(혹은 투입요소
기준 규제)에 속하는데, 사건 사고 후에 추가되는 규제들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명령지시형

규제는 규제목표의 달성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져야 할 요건이나 이행해야 할 행동 등에 대
한 기준(즉 투입요소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피규제자가 이 기준에 부합되는 조치나 행
동을 취하고 있는지를 확인･감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규제방식이
다.26) 이런 방식의 규제는 성과기준(performance standards) 규제, 경제유인(economic incentives) 규
제, 시장기반 규제(market-based regulation) 등 여타의 어느 규제방식과 비교해 보아도 ① 효과
성(effectiveness)이 낮고, ② 불필요하게 높은 비용을 초래하며, ③ 혁신을 가로막고, ④ 형평
성 측면에서도 열등하다(최병선, 2009).
이처럼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어느 측면에서 보든 열등함에도 불구하고 규제기관이 명
령지시형 규제를 가장 선호하는 이유는 이 방식이 여러 면에서 편리하고 손쉽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상대적으로 볼 때 규제집행 비용이 낮다는 점에 있다(Malik, 1992). 피규제
필요한 간섭이 될 뿐만 아니라, 품질관리 시스템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
26) 투입요소기준은 규제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수단이라는 의미에서 수단기준(means standards or
means-based standards)이라 부르기도 하고, 문제의 원인에 대한 처방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해서 처방적 기
준(prescriptive standards)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피규제자가 이행해야 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지
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명령지시 규제(command and control regulation)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편 투입요소
의 기술적 요소나 관계구조를 특정하는 형태의 규제라 해서 기술기준(technology-based standards) 혹은 설계
기준(design standards)이라 부르기도 한다. 최병선(200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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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낱낱이, 꼬치꼬치, 시시콜콜, 빈틈없이 규정하고 무조건 이행을 명
령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명령지시형 규제인지라, 피규제자의 자발성, 창의성과 다양
성, 혁신적인 노력 등이 투입되거나 반영될 소지를 제거하는 모순이 있지만, 규제자의 입장
에서는 이처럼 편리하고 이용하기 좋은 규제수단과 방식이 없다.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언제라도 눈으로 보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좋고, 규정에 따라 벌칙을 부과하면
할 일을 다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명령지시형 규제는 규제의 집행비용만이 아니라 규제의 고안과 설계(design)에 드는 노력
이나 행정비용도 작다. 왜냐하면 어떤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찾아내고 그 원인의 제거를 문제해결책으로 삼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규제설계 방식이
기 때문이다. 이런 불완전한 분석에 기초한 규제설계가 완전할 리 만무하지만 이것의 논리
적 맹점은 이내 감추어지고 만다. 일단 이 규제방식이 보편화된 속에서는 인과관계의 추정
은 아주 쉽고 빠르게 진행되고, 규제기관이 취해야 할 다음 단계의 조치는 이미 정해진 것이
나 다름없다. 사업자가 규제를 더 이상 위반, 회피, 우회하지 못하도록 기존규제의 맹점을
모조리 틀어막고 처벌을 더욱 강화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같은 이치로 명령지시형 규제는, 규제자의 입장에서 보면, 규제의 실효성 여부에 대한 책
임을 쉽게 회피할 수 있게 해 주는 이점이 있다. 특히,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안전
규제의 경우 규제의 실질적 효과 여부에 관계없이 규제를 강력하게 만들고 처벌을 강화하면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는다. 이렇게 강력하게 규제함에도 불구하고 또 사고가 나고 사건이
생긴다면 그 책임은 규제를 이행하지 않은 이기적이고 부도덕한 악덕사업자의 것이지, 규제
를 너무 불합리하고 까다롭게 만들어 사업자들이 어쩔 수 없이 규제를 위반하거나 편법으로
대응하게 만든 규제자의 것이 아니다. 안전규제에 유독 불합리성이 높은 명령지시형 규제가
많은 원인도 바로 여기에 있다.

3. 과도한 규제목표와 강압적인 규제수단의 귀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명령지시형 규제 혹은 공식규칙(formal rules)의 문제점은 한둘
이 아니다. 먼저 이런 공식규칙은 규제대상 기업의 순응 여부를 규제자가 정확하게 보고 평
가할 수 있을 때만 의미가 있다. 또한 공식규칙은 처벌의 직접적 근거가 되므로 규제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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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의 판단이 쉽게 이루어지고 증거의 확보가 쉬운 것을 그 적용대상으로 삼는 경향이 있
다. 공식규칙의 대부분이 명령지시적 규제의 형태를 취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처럼 가시성이 높고 관찰 가능한 것을 주된 규제대상으로 삼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 우
선 이런 경우는 목표의 대치 행동으로 볼 수가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Diver, 1980). 왜냐하면
가시성이 높으면 그만큼 피규제자가 이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스스로 문제를
교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보다 더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규
제가 노리는 바가 사실은 피규제자나 기업의 행태(및 의식)의 변화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의
식과 행태는 가시성이 낮기 때문이다. 예컨대 요양원이 시설수용자에게 동정심을 갖고 따뜻
하게 배려해 주도록 만드는 것이 규제의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겠지만, 요양원의 직원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수용자를 돌보기를 강력하게 요구할 수는 있지만 이들이 반드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은 없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이런 궁극적인
규제목표의 달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하고 강화된 규제는 이들의 의식과 행태 개선을 유도해
내기는커녕 사실의 은폐나 눈속임을 조장하고야 말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
본질적으로 공식규칙은 성과나 품질의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minimum conditions)을
특정(specify)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없다. 공식규칙만으로는 규제를
받는 사람이나 기업이 이 최소한의 조건을 달성하는 수준 이상으로 노력하도록 만들 수 있
는 길이 없다. 이것이 공식규칙의 근본적 한계이다. 다시 말하면 피규제자가 요리조리 빠져
나갈 수 있는 구멍이나 빈틈이 많은 규제라면 그의 자발적인 순응을 유도해 내는 길 외에는
달리 규제효과를 거둘 길이 없다는 말이다. 공식규칙이 갖는 한계가 이와 같이 명확할진대
규제자가 공식규칙에 맹목적으로 집착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피규제자로 하여금 규제의 불
합리성에 대한 인식을 키우고 그 결과 일방적 타율에 반발하고 저항하게 만들 명분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공식규칙은 기술변화나 그에 따른 상호작용 패턴의 변화 등으로 인한 다양한 상황에 부
응할 수 있을 정도로 세부적으로 규정될 수는 없다. 비록 원리적으로 이 모든 상황을 커버할
수 있게 규정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해도, 자발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순응을 기
대하는 것은 무리다. 예컨대 각종 안전사고의87~95%가 물리적, 기계적 결함 때문이 아니라
기계장치나 시설을 다루는 사람들의 부주의와 무사안일에서 발생한다는 보고(Bardach and
Kagan: 2002: 101)도 공식규칙보다 기업의 태도변화, 그리고 관리차원의 문제(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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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s) 해결이 더 중요함을 보여 준다.27)

규제자보다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더 잘 알고 있고, 이들의 의식과 태도가
변할 때 규제효과는 높아진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건만 이 진리는 규제정책과정에서 곧잘
무시되고 만다. 규제자는 규제의 궁극적 목적과 의도 측면에서 본다면 중요한 사항—피규제
자는 이것을 알고 있다—은 도외시하거나 간과한 채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이유로 가시
적이고 관찰 가능한, 그러나 덜 중요하고 사소한 사항(예: 기록 유지)의 위반행위 적발에 주안
점을 두는 우를 범하곤 한다. 공식규칙에 입각한 처벌위주의 규제집행 방식은 이와 같이 규
제자와 피규제기업 모두의 노력을 엉뚱한 방향으로 오도하거나 전환(diversion)시키고 마는
경우가 흔하다.
더 나아가 규제자의 이런 형식주의적 태도와 접근은 피규제기업으로 하여금 규제자의 무
지, 무관심, 까다로움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를 조장함과 동시에 규제에 협력하기보다는 반
발하고 저항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규제의 불합리성 그 자체에 대해서보다 규
제기관과 관료가 취하는 행동의 자의성(arbitrariness)은 이들의 더 큰 분노를 야기한다. 규제를
준수해 보려는 자신들의 진지한 태도와 책임성, 건설적인 문제해결의 동기, 선의의 판단과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문제해결 이니시어티브 등을 무시하거나 불신하고, 위반사항 적발에만
관심이 있는 듯이 보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규제 수준 이상으로 더 잘해 보려고 했는데 칭찬
은커녕 규제위반으로 몰리기에 이르러서는 법률, 규제기관, 그리고 그런 법률을 만든 정치
과정의 참여자 모두에 대한 불신 밖에는 남을 게 없다.
이런 적대적인 관계가 지속되어 규제기관과 피규제기업 간의 협력관계가 단절되면 상호
간에 건설적인 논의와 협상을 통한 비용효과적인 규제대안의 발굴 등 규제의 합리적 설계와
집행의 가능성은 사라지게 된다(Scholz, 1991: Hawkins and Kagan, 1984: Veljanoski, 1984).28)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한번 생긴 불신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규제기관의 규제행태가
27) 이와 관련하여 규제기관이나 관료들은 이런 측면에 대하여 비교적 무관심한 편이지만 위험관련 보험회사들
은 기업의 이런 관리적 측면과 요소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보이고, 보험료율 책정 등에서 차별화를 꾀한다
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고 참고할 만하다.
28) 미국의 경우 정보공개법에 따라 규제관료와 피규제기업인 간의 대화를 기록하게 하고 그 기록을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한 결과 양자 간의 비공식적이고 자발적인 정보교환, 그리고 상호협력이 가로막히게 되었다는
보고도 있다(Bardach and Kagan, 2002: 110-1). 피규제기업의 기업정보가 경쟁기업에 노출될 것에 대한 두려
움은 협력을 더욱 저해하고, 사소하지만 기업에 불리한 정보에 기초해 규제기관이 벌칙을 부과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제도를 만들 것을 우려하게 되면 저항은 더욱 커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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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하다는 악평을 한번 얻게 되면, 이후 규제기관이 아무리 합리적인 태도를 취하려고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
이런 결과로 생겨나는 문제 중 하나가 법적 분쟁의 증가이다. 규제사안이 복잡해지면서
분쟁이 증가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불필요하고 쓸모없는(pointless) 법적 분쟁의 증가는 규제
목적의 달성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법적으로 다투려고 마음먹
은 기업은 적법절차, 공식적인 법적 증거요구, 벌칙부과의 엄격성을 요구하는 등의 규정된
절차에 위배된 규제의 집행을 방해할 수도 있고, 맹점을 이용해 합법적인 규제집행을 회피
할 수 있기 때문이다.29) 이렇게 되면 규제기관은 이런 미비점과 맹점을 틀어막기 위해, 그리
고 법적 분쟁 발생 시 소송에서 지지 않기 위해 규제를 더욱 까다롭고 세밀하게 만들려고
한다. 여기서 규제의 악순환이 재연될 것은 뻔한 일이고 결국 모두가 패자가 된다.

IV. 규제자원 제약 하의 실용적인 규제목표 설정 방식
이상에서 실질적인 규제목표나 규제효과의 달성의 관건은 규제집행과정임을 보았다. 또
한 규제집행자원의 강한 제약조건 하에서 규제기관과 관료가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어떤 행
태를 보이는지, 규제수단의 선택이나 규제의 재설계에서 어떤 고려요인들이 중요하게 작용
하는지, 이로 인해 어떻게 규제의 불합리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지를 논리적으로 살펴보
았다. 이렇게 규제의 성패를 좌우하는 궁극적 요인이 규제집행 자원이지만, 이것은 다른 정
치사회적 요인의 영향권 내에 있는 사안이므로, 설사 사건 사고가 나도 규제집행 자원이 눈
에 띄게 증가하는 일이란 거의 없다. 이것이 정치행정의 현실이라면 주어진 규제집행 자원
의 효율적 배분과 활용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변수가 아닐 수 없다
.
최근 무수한 규제개혁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관심과 주
목을 끄는 혁신적인 제도로서 규제총량제와 규제비용총량제 등이 있다. 우선 규제총량제는
규제 하나를 신설하려면 기존 규제 하나를 반드시 줄이도록 규제의 총수를 통제하는 규제개
29) 규제가 강화되면 될수록 규제의 불합리성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보는 쪽은 늘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등이다
.
대기업은 불합리한 규제에 대항할 수 있는 힘과 자원이 있지만 이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 따라서 이
런 식의 접근은 규제정의(regulatory justice)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Kagan, 1978; Yeager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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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 방식이다. 이 제도는 규제의 총량이 현 수준을 넘어설 이유가 별로 없다는 판단이 없이는
시행이 곤란하다. 이 글에서 집중적으로 고찰해 온 바와 같이 사건 사고가 나면 필경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지곤 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런 제도의 정착
이 얼마나 어려울지는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다. 바로 이런 규제확장적인 추세에 족쇄를 채
우겠다는 발상이긴 하지만 규제총량제는 여러 면에서 맹점이 있다.
우선 규제의 문제는 양에도 있지만 질에도 있다. 규제총량제는 양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별 의미도 없는 기존규제 하나가 줄어들면서 대신에 품질이 불량한 규제가 사건 사고를 기
화로 규제체계에 지속적으로 편입되는, 원하지 않는 사태를 막을 수가 없다. 또한 사건 사고
직후에는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라는 사회의 요청이 강력하기 때문에 해당 규제기관이 이 제
도에 따르지 않을 명분이 주어지고, 따라서 이 제도의 강행력(enforceability)을 확보하기가 만
만치 않다. 규제기관들이 이 제도를 신뢰할만한 공약(credible commitment)으로 받아들이도록
만들 유인과 보상체계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된다. 더 나아가 이런 충분히 예상되는 사태의
진전은 이 글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 규제집행 자원의 제약성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
고, 결국은 이 제도가 지향하는 바, 궁극적 의도라고 볼 수 있는 규제자의 합리적인 의사결
정 관행을 유도해 내기에는 역부족이다.
규제총량제의 이런 모순점을 극복하기 위해 나온 것이 영국의 규제비용총량제(One In, One
Out System: OIOO)이다. 이 제도는 규제의 신설 시 그 규제와 동등한 비용과 부담을 유발하고

있는 기존 규제의 개선을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 하에서 강력한 규제를 신설하고자
하는 규제기관은 그럴수록 더욱 더 기존규제 중에서 불합리성이 높은 규제를 우선적으로 찾
아내 제거하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는 일반적인 규제총량제보다 분명히 우월한 점
이 있다(이혁우, 2013). 그러나 이 제도 역시 규제총량제가 극복해야만 하는 장애물인 신뢰할
만한 공약성의 확보 측면에서 보면 별달리 강력한 무기로 무장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때 이런 혁신적인 규제개혁 제도 도입의 대전제는 역시 이런 접근방법에 대
한 국민들의 합의와 지지라고 아니할 수 없다. 영국과 같은 나라가 아니면 이런 제도의 도입
이나 성공적 운영은 기대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30) 영국은 과잉규제(over-regulation)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고, 얼마간이든 신사의 풍모가 남아 있는 나라가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30) 영국은 이 제도의 도입으로 2011~13년간에 약 931만 파운드의 규제비용을 절감했다고 한다(이혁우,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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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면 이 제도를 우리나라가 도입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다. 다만 한 가지 희망적인 메시
지가 있다면, 그것은 이 제도가 규제의 비용편익분석 체계 속에서 정교하게 움직이도록 설
계되고 있지만, 모든 규제의 비용과 편익이 다 계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신설규제와 폐지규제의 비용만 계산하면 된다는 점이다.
이런 사정을 모두 감안해 본다면 현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 도입을 검토해 볼만한 대안으
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겠다. 즉 규제총량제를 실시하되, 각 규제기관으로 하여
금 금년을 기준년도로 삼고, 각 규제분야에서 이룩된 (규제 하의) 현재상태(현재의 환경수준, 안
전수준 등)의 몇 % 개선을 내년에 달성할 규제목표로 삼을지를 계획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런 방식의 접근이 갖고 있는 장점은 여럿이다. 첫째, 이 방식에 따른 규제목표의 설정에
대하여 비교적 쉽게 국민들의 동의와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둘째, 이 제도
가 시행된다면 각 분야의 규제기관이 제약된 규제집행 자원을 놓고 서로 경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한 차례도 시도된 바 없다는 점에서 규제집
행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합리적인 논의의 출발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큰 성과일 수 있다. 셋째, 이 방식이 도입되면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기관에 따라 One In,
One Out이 아니라, Two In, Two Out 혹은 Three In, Three Out 하는 식으로 규제개혁의 목
표치를 부과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

V. 결 론
강조하건대 규제의 성패나 효과를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것은 규제의 집행과정과 단계에
서의 효율성과 효과성이다. 아무리 훌륭한 규제목표를 세운들, 아무리 강력한 규제수단을
채택한들, 규제집행 자원이 부족하고 능력이 모자라면 무용지물이다. 아니 오히려 더 큰 부
작용을 만들어낸다. 그럼에도 규제집행 과정과 단계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나 관심은 늘 부
족하고, 언제나 사각지대로 밀려나 있다. 이 연구는 규제목표→ 수단 → 자원의 순서로 위
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하향식(top-down) 접근이 아니라, 거꾸로 자원 → 수단 → 목표의 순
서로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상향식(bottom-up) 접근시각을 취하게 되면, 이들 각각을 매
개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결정짓는 요인으로서 규제집행 단계에서의 규제기관과 관료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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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결정 패턴 및 행태의 중요성이 뚜렷이 부각되고, 이 때 기존의 통념(conventional wisdom)은
수정이 불가피해진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보여 주었다고 생각한다.
누차 지적하였듯이 사건 사고 후에 도입되거나 강화되는 규제의 목표가 턱없이 높게 설
정되는 이유는 위기상황이라는 특수성 때문만이 아니다. 항상적인 규제집행 자원의 제약 하
에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고, 달리 어찌해 볼 방도가 없기에 불필요하게 강력한 규제와
처벌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며, 이것이 다시 수많은 부작용과 폐단을 초래한다는 사실에 대
한 무지와 외면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런 논리적 필연 속에서 규제목표를 제 아무리 높게
설정해 본들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며, 규제수단이 강력하다고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이 글은 끊임없이 물어 왔다. 이 글에서 “현재상태의 X% 개선” 방식의 규제목표
설정을 제안한 것은 이런 현실적인 문제인식과 고민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과도한 규제목표의 설정이 초래하는 일련의 문제점의 극복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바라는
규제의 적정선이나 적정수준을 한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몇 퍼센트의 국민들이 현재
상태의 규제수준, 아니 그것으로 이룩된 삶의 질이나 경제상태에 대하여 만족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로되, 우리의 국민소득 수준에 비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누리고 있는 삶의 질 수준
이나 경제상태가 그리 형편없는 수준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를 전제한다면 이제
우리도 영국처럼 국민들에게 이 질문을 던질만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규제
체제 하의 경제사회 상태가 그럭저럭 견딜만한 수준이라고 한다면 현재상태를 기준으로 삼
아 내년, 내후년의 규제목표를 세우는 방식으로 접근해 보자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다.
무턱대고 규제총량제나 규제비용총량제를 들이밀어 반발을 사기보다는 금년의 상태보다
내년의 상태가 전반적으로 몇 % 정도 향상된다면 그런대로 만족할만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내용의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면 최소한 수많은 규제분야 중에 어디에 제한된 자원을 우
선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명한 일일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고, 국
민의 합의와 지지를 모아나갈 수 있는 기초와 단서가 제공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다. 만
일 일반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가 믿을만하거나 실용적이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그 대안
으로서 각 규제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것도
불만이라면 세계은행의 규제조사연구보고서인 Doing Business에 나오는 규제분야별 국가순
위를 참고해, 우리나라의 경제력이나 국민소득 수준을 감안해 볼 때, 우리의 규제 하 상태
(SUR)가 선진국에 비해 현저하게 뒤떨어져 있는 분야의 규제목표를 우선적으로 높이고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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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자원이 우선적으로 배분되도록 하는 방법도 있겠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우리 사회에는 이런 정책문제에 관한 어떤 국민적 합의도 없다. 그 결
과 우리나라 규제체계는 목적지 없이 정치사회 분위기에 밀려 이리저리 표류하고 있는 꼴이
다. 이런 속에서 규제기관과 피규제기업들은 아무런 비전이나 로드맵 없이 규제의 거대한
틀(regulatory juggernaut)에 끼여 있는 꼴이지만, 그런대로 선방하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연이은 사건 사고 소식에 넌더리를 치는 국민들도 많겠지만, 다른 나라의 더 형편없는 사고
소식을 접할 때면 이 정도면 살만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국민도 의외로 많지 않은가
? 그럼에
도 불구하고, 정치인이나 규제기관이 매 사건 사고에 과잉대응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이 물음을 던질만한 시점에 이르렀다면, 또 무수한 시행착오를 겪어
왔다면, 우리가 이 시행착오에서 배워야 할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할 바가 무엇인지를 아
는 것, Wildavsky(1973: 56)의 기막힌 표현을 빌린다면, 막연하고 이상적이기만 하던 정책선
호(policy preferences)를 구체적이고 현실성이 있어 달성 가능한 것으로 바꾸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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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Regulatory Goals,
Instruments, and Resources

Byung-Sun Choi

Regulatory goals tend to be set as high as possible, and its instruments chosen as strong
as possible. This tendency is usually justified on such ground that regulations designed as
such must accomplish regulatory goals most effectively. This study casts strong doubt about
this naive belief. Paying particular attention to the inherent vagueness and lack of
concreteness of policy goals in nature and the typical behavior both on the part of regulators
and the regulated at the stage of regulatory enforcement, and also taking cognizance of the
utmost strong influence that resources constraints exert at this stage, this study argues, from
the perspective of incremental approach, that such a synoptic approach to regulatory goal
setting must end up with greater dissatisfaction, for those regulations designed in such a
fashion—mostly input standards in sort—would only further increase unreasonableness of
regulations. In the spirit of incremental approach, this study suggests an alternative way of
setting regulatory goals in such a manner as to make “X% improvement from the status quo”
—which can be derived from an expert survey or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states achieved
under current regulatory structures of advanced countries—a realistic goal to be achieved next
year. This method would help increase economic efficiency of allocating limited resources
available for regulatory enforcement, set policy priorities right in the midst of unending
requests for ever higher regulatory goals from the society, and make it far easier to appraise
and compare the levels of achievement of regulatory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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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집중 규제론, 무엇이 문제인가
- 일반집중 추세분석을 중심으로 황인학* · 최원락**
경제민주화는 지난 2012년 대선 과정에서 여·야 정치권의 공통 화두였고, 2013년 새 행정
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구체적 제도화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경제민주화가 정치
적 쟁점으로 부상한 이면에는 경제력집중 현상에 대한 우리 사회의 깊은 우려가 함께 하고
있다. 경제력집중은 일반집중, 복합집중, 시장집중, 소유집중을 포함하는 다의적 개념이다.
이 중에서 각국의 정부가 정책규율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소비자후생과 직결되는 시장집중
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제민주화 논쟁과 대선공약에서 보듯이 일반집중의 문제를 중시하
는, 매우 독특한 규제 프레임을 견지하고 있다. 세계화 개방경쟁 시대에 각국의 시장제도와
기업정책은 국제적으로 수렴하는 추세인데 경제력집중 규제에 관한 한 한국적 특이성이 지
속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이러한 의문과 관련, 이글에서는 경제력집중 폐해 가설의 내용과
한계를 재평가하는 한편, 최근 10년 동안의 경제력집중 변화추이를 추정·분석한다. 분석 결
과,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GDP 기준 집중지표는 최대 60%의 上向偏倚와 함께 추세 해석상
錯視를 야기하는 등 경제력집중의 실상을 왜곡 전달하는 오염된 척도인 것으로 나타난다.
핵심 용어: 경제력집중, 기업패권, 경제민주화, 기업집단, 경쟁정책
*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inhak@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ochoi@keri.org)
*** 본 논문은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경제력집중 통계의 진실’을 학술 논문 형식에 맞추어 수정,
편집한 것임을 밝히며, 본 논문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주신 두분의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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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경제민주화의 열풍이 일면서 경제력집중 규제방안이
중요 현안으로 부상하였다. 민주당은 경제민주화의 최우선 과제로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집
중 완화’를 직접 언급하면서 재벌에 대한 순환출자 금지 및 해소, 2009년에 폐지된 출자총액
제한제도의 재도입, 지주회사 규제 강화, 금산분리 강화 등의 규제안을 공약하였다. 경제력
집중에 대해 원인 규제를 해야 한다는 민주당과 달리 새누리당은 ‘경제적 약자를 지켜주고,
잘못된 시장질서를 바로 잡겠다’면서 경제력 남용의 통제와 시정을 강조하였다. 경제력집중
에 대한 與野 정치권의 정책처방은 서로 다른 면이 있어도 경제력집중의 문제를 이대로 방
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는 차이가 없는 듯이 보인다.
선거는 끝났고 2013년 새 정부가 출범했으나 경제력집중의 억제 또는 경제력 남용의 방
지를 위한 규제안의 입법화 과정에서 규제의 수위와 대상에 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돌
이켜보면, 경제력집중은 전혀 새로운 쟁점이 아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하 공정거래법)’이 처음 제정되던 198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해묵은 주제이다. 그럼에도 경

제력집중이 정치적, 사회적 쟁점으로 재연된 까닭은 무엇인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명
박 정부가 출범 전부터 내세운 ‘business-friendly’ 정책방향 때문에 경제력집중이 심화되었
을 것으로 예단하는 경향, 그리고 세계적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해 모든 경제주체들이 어려
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전자와 자동차 계열의 일부 기업집단은 오히려 수익성이 크게 높아
지면서 불거진 대·중소기업 양극화론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1)
1) 2010년 여당의 지방선거 패배 이후, ‘2분기 삼성전자가5조 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이익을 냈다는 소식에 가슴
이 아팠다’, ‘파이는 대기업이 다 먹었다, 대기업이 얻는 성과가 중소협력사로 전혀 파급이 안 되고 있다’ 는
등 당시 장관급 인사들의 발언이 이어지면서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는 ‘비즈니스 프렌드리’에서 ‘동반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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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전략의 측면에서는 이명박 정권과의 차별성을 보여야 하는 정치공학적 필요성과 함
께 기왕에 경제민주화의 깃발을 내건 이상 정치권에서 재벌과 경제력집중의 문제를 부각시
켜 강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경제력집중을 빌미로 기업의 구조와 행태에 막
대한 영향을 주는 경제민주화 공약경쟁을 벌이면서도정작 경제력집중의 실상에 대한 객관
적이고 진지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재벌규제의 상징이었던 출자총액제한제
도를 폐지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방향,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숫자가 늘고 있다는 통계의 발
표, 그리고 대기업들이 중기 업종과 골목상권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갈등이 생기는 사례의
언론 보도에 힘입어 경제력집중의 심화는 ‘굳이 검증이 필요 없는 당연한 사실’처럼 인식하
는 경향이 과학적 분석을 대신하였다.
예를 들어 ‘최근 4년 동안 재벌의 계열사가 400개 늘었고, 2011년 5대 재벌의 매출액은
GDP의 절반을 넘었다2)’, ‘공정위에 따르면 2008년 55%였던 10대 그룹의 경제력집중도는
2010년에 75.6%까지 급증했다’3)는 주장에 접하면 경제력집중은 의심할 나위 없이 심각한
문제인 듯이 보인다. 그러나 한 기업이 신규 사업을 함에 있어서 별도의 계열사를 통해 할지
아니면 기존의 회사 내 사업부를 통해 할지는 전략적 선택 사안일 뿐, 계열사의 수는 경제력
집중의 적절한 척도일 수 없다. 한 가지 음식을 파는 전문식당과 수많은 차림표로 무장한
범용식당 중 어느 쪽의 규모(매출액)가 더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과 같은 이치다. GDP
기준으로 재벌의 매출액 또는 자산액의 비중을 계산하는 방식도 이론상 많은 문제를 내포한
다.4) 문제가 되는 대기업들의 세계화, 현지화 전략에 따라 해외생산 비중이 늘어나면 GDP
대비 집중지표도 따라서 상승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 기업의 국내시장 독과점 또는 국내
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경제력집중은 해묵은 주제임에도 때만 되면 논쟁이 재연되는 근본적 이유는 객관적이고
으로 바뀌었고, 정치권에서는 ‘경제민주화’ 카드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2) 모 방송 보도(2012. 7. 16): “대기업의 무차별 영토 확장도 문제입니다. 슈퍼마켓에 빵가게에 물티슈까지 골목
상권과 서민업종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몸집을 불렸습니다. 최근 4년 동안 35개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
는 400개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5대 재벌의 매출은 국내 총생산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경제력
집중이 극심했던 외환위기 직전 수준에 바짝 다가선 겁니다.”
3) 모 일간지 기사 내용 일부(2011. 3. 1): “공정위에 따르면 2008년 55%였던 10대 그룹 계열사의 경제력집중도
는 2010년에 75.6%까지 급증했다. 중소기업 설 자리는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
정한 룰 속에서 경쟁한 결과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4) ‘GDP를 사용한다면, 중소기업 자산집중도는 2008년 88%에서 2010년 94%로 증가했고 공공기관 자산집중도
는 82%, 중소기업 매출집중도는 120%라는 주장도 사실이어야 한다’(전경련 보도자료).

3 8 규제연구 제22권 제2호 12월

신뢰할 만한 연구와 분석이 아직도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이 글에서는
경제력집중의 제 유형 중 일반집중에 특화하여 왜 한국 특유적인 규제론이 지속되고 있는
지, 그리고 일반집중의 실상은 어떠한지에 대해 좀 더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분석
을 시도한다. 여기에서 분석기간은 최근10년(2001~’11) 동안이며, 종업원, 매출액, 자산액 등
다양한 변수를 사용하여 해당 변수별로 30대 그룹의 집중도를 추정하는 한편 변동 추이와
변동 요인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집중도 추정시 분자와 분모에 같은 성격의 변수를 일관되
게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선행연구에 내재된 한계를 보완하는 한편, 기업집단의 다각화 지수
를 별도로 추정하여 집중도 변화요인의 질적인 측면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절에서는 우리나라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의 특징과 변천
과정을 약술하고 최근의 규제동향을 정리한다. 제3절에서는 베블렌(T. Veblen)에서 시작된 구
제도학파의 기업패권론, 그리고 주류 경제학의 적대적 전통을 중심으로 경제력집중 규제론
의 논거와 한계를 정리하고 평가한다. 제4절에서는 GDP 기준 집중도의 국제비교 분석을 통
해 선행연구의 집중도 분석이 갖는 한계를 살펴보고 제5절에서 다양한 변수와 엔트로피 다
각화지수를 이용, 최근 10년 동안 경제력집중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분석한다. 끝으로
제6절에서는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본 연구의 한계를 설명한다.

II. 경제력집중 규제의 변천과정과 최근 동향
경제력집중에 대한 우려는 대기업 조직의 확산과 역사적 궤를 같이 한다. 유한책임 원리
에 기초한 근대적 회사형태는 1602년의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로 알려져 있으나 대기업 조직
은 19세기 후반에 미국에서 비롯되었다. 미국에서 대기업 조직이 확산되고 경제력집중에 대
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1890년에 Sherman Antitrust Act를 제정하게 된다. 1911년 이 법에 의
거하여 Standard Oil과 American Tobacco가 여러 회사로 강제 분할된 사건은 역사적으로 희
소한, 매우 유명한 사례이다. 그러나 당시의 기업분할명령은 이 논문의 연구주제인 일반집
중이 아니라 시장집중의 문제를 시정하고자 함이었다. 즉 동종업종의 사업자들이 트러스트
형태로 시장을 독점한 것이 문제가 되었고, 시장경쟁을 회복시킬 목적으로 기업분할을 명령
했던 것이다. 셔먼법의 이러한 전통은 오늘날 반독점법 또는 경쟁법을 운용하는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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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채택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경제력집중은 시장집중보다 일반집중에 가까운 개념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제1조(목적)를 보면, ‘과도한 경제력집중의 방지’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을 구분하고 있는데, 이 중 ‘경쟁의 촉진’은 다른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시장
집중의 문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에 ‘경제력집중의 방지’는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것이며 이때의 경제력집중은 동법 제3장(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의 규제내
용에 비추어볼 때 일반집중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지배주주
가 존재하는 기업집단의 모든 문제를 경제력집중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러한 특징은 공정거
래연보(1996)의 다음 설명에서 엿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력집중은 ……기업집중(일반
집중), ……시장집중(산업집중), ……소유집중, ……업종다각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경제력집중도 이와 같은 관점을 포괄하고 있으며, 특히 소수 특정인
이 혈연을 중심으로 다수의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사실상 소유·지배하는 가운데 개별 기업의
독립경영이 아닌 선단식 그룹경영으로 계열사를 확장하고 영위업종을 다각화하여 시장을
독과점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p.115)”.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의 억제 목표는 동법이 제정된1980년에 이미 천명되었지만 본
격적인 규제는 1986년 법 개정 이후 시작되었다. 경제력집중의 정책 변천과정은 <그림 1>에
요약되어 있다. 시기별로 구분해 보면, 첫째,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시장집중 완화(경쟁
촉진)보다는 일반집중, 복합집중, 소유집중 완화를 중시하는 경향이 높았다. 다른 나라에서는

일반집중과 소유집중은 시장집중의 문제를 초래하지 않는 한 정부가 사전 규제로 규율할 사
안이 아니라고 보는 반면, 우리나라는 소유집중과 일반집중을 직접 규제대상으로 삼았던 것
이다.5) 1990년대 전반에 김영삼 정부에서 출자총액제한 한도를 기존의 순자산액40%에서
25%로 강화하면서 주식 소유의 분산과 업종전문화기업에게는 출총제를 적용하지 않는 당
근책을 썼던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그러나 업종전문화 정책은 해당 산업의 시장집중 문제
를 심화시키고, 주식의 소유분산 정책은 소유-지배의 괴리를 확대시킴으로써 나중에 기업지
배구조 측면에서 비판거리가 되었음을 상기하면 이들 정책은 논리적 모순 및 정책의 시간
비일관성(time-inconsistency) 문제가 심각했음을 알 수 있다.

5) 공정거래위원회(1994. 8. 20), “경제력집중의 실상과 공정거래법 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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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억제시책의 변화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11. 11

둘째, 외환위기 이후 기업지배구조 관련 제도가 보강되면서 공정거래정책은 질적인 변화
를 맞이한다. 정부에 의한 직접 규율보다는 이해관계자 참여에 의한 시장규율이 강조되고,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획일적인 사전규제는 완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공정위는 담합, 시장지배력의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한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의
적발 및 시정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반면에 경제력집중 규제의 상징이었던 출총제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에 규제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정도로 완화되고,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완전 폐지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지주회사는 설립금지에서 제한적 허용으로 바뀐
후 2007년 노무현 정부에 와서는 지주회사에 적용되는 부채비율, 출자단계, 최소출자비율에
관한 규제도 대폭 완화하였다. 주목할 사실은 이명박 정부에서 지주회사 규제를 좀 더 완화
하려 했으나 국회 법사위를 지배하는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되었으며, 따라서 현행의 지주회
사 제도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완성된 내용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경제력집중의 억제를 위
한 지주회사 규제방안으로 민주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 내용을
보면(<표 1> 참조), 정확하게 노무현 정부의 2007년 규제완화를 부인하고 그 이전 상태로 되
돌아가자는 것이라는 점에서 아이러니를 느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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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제19대 국회에서는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사전규제에
서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사후 제재로 가닥을 잡아가던 공정거래정책이 또 다시 전환점을 맞
게 되었다. <표 1>에 정리된 경제력집중 규제 관련 법률 개정안에서 보듯이 출총제는 1980
년대의 규제로, 지주회사 규제는 2007년 이전으로 회귀하고, 이전에 없던 순환출자 규제의
신설을 포함하는 내용들이 경제민주화의 바람을 타고 공론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화 개
방경쟁 시대에 국제적 정합성에 맞지 않는 규제는 기업 활동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크다는 비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없는 규제의 신설, 강화가 언급되는 까닭
은 무엇인가? 경제력집중에 대해 지금껏 몰랐던 사실이 새로이 발견되었는가 아니면 한국의
경제력집중이 최근 들어와 과도하게 증가했기 때문인가? 다음 두 절에서는 이러한 의문에
관해 살펴본다.

<표 1> 제19대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력집중 억제 관련 법률 개정안
(2013년 3월 말 기준)
구분
출자
총액

순환
출자

지주
회사

금산
분리

주요 내용
비고
∙ 상위 10대 기업집단에 대해 순자산의 30%로 제한(김영주
∙ 새누리당: 규제부활
의원안), 또는 30대 기업집단에 대해 순자산의 25%로 제
반대
한(김기식 의원안)
∙ 신규 순환출자 금지
∙ 민주당 발의안
∙ 기존 순환출자 : 3년 내 해소/ 미해소시 의결권 제한 명령 ∙ 새누리당은 신규순환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모두에게 적용
자에 한해 금지 주장
∙지주회사 부채비율 : 200% →100%
∙자(손)회사 지분율 상장: 20%→30%, 비상장: 40% →50%
∙자  손자 및 손자 증손회사간 사업연관성 요건 추가
∙지주비율 산정시 자회사 주식가액 판단기준 변경
(장부가액 → 공정가액)
∙두 개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공동지배 금지
∙ 의결권 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자기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한도를 5%로 축소
· 은행소유제한: 2009년 개정 전 수준인 4%로 환원

∙ 민주당 발의안
∙ 새누리당: 규제강화
반대

∙ 여야 의견 비슷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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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경제력집중 규제론의 논거와 한계
1. 제도학파의 기업패권가설(corporate hegemony hypothesis)
자원배분 효율의 관점에서 경쟁당국의 주된 관심사는 개별 시장의 독과점(시장집중) 문제
이다. 그러나 경제력집중(일반집중)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하
는 학설도 없지 않다. 대표적인 가설은 구 제도학파(old institutional school) 계열에 속하는 학자
들이 주창하는 ‘기업패권론’이다. 베블렌(T. Veblen)의 유한계급론에서 시작해서 갈브레이
드(J. K. Galbraith)의 불확실성의 시대로 맥을 잇는 구 제도학파의 논리에 따르면 기업의 힘
과 규모는 상호 보강관계에 있고 복합대기업에 의한 경제력집중은 필연적으로 증가한다고
한다. 이들에 의하면 ‘보이지 않는 손’의 시장경쟁 메커니즘에 의해 자원이 배분된다는 경제
이론은 허구이며 사회 전반에 대기업의 힘과 강압(power and coercion), 즉 기업패권이 실재하
고 작용한다는 관점에서 경제력집중의 폐해를 경고한다.
기업패권론의 요지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생산과 배분은 시장원리가 아
니라 복합대기업에 의해 통제된다. 가격은 경쟁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대기업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뮌크리스-뇌들러(Munkris and Knoedler, 1987)는 전·후방 연
관산업까지 포함해서 미국의 대기업들이 직, 간접적으로 계획, 통제하는 부문이 미국 경제
전체의 55~60%에 이른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둘째, 기업패권은 경제 영역에 머물지 않고
정치, 교육, 문화 등 사회 전 부문으로 확장되어 작용한다. 대기업들은 주어진 환경에 단순
적응하는 게 아니라 공익과 배치되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경기규칙을 바꾸려
한다. 더 나아가 대기업은 경제교육, 광고 및 홍보를 통해 富의 축적과정과 기득권을 정당화
하고 확대 재생산하기 위하여 문화와 가치관을 변화시키려 한다. 셋째, 이러한 이유들로 인
해 경제력집중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으며, 이를 막으려면 대기업을 민주적 통제하에 두
어야 한다. 이에 관해 갈브레이드는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대기업이 시장의 꼭두각시이고
스스로 힘이 없고 소비자에게 봉사한다는 주장은 신화이며, 기업 권력을 영속화시키기 위한
책략일 뿐’이라 하면서 대기업의 이사회를 폐지하고 公共의 대표가 경영을 감독,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구 제도학파의 경제력집중 폐해 가설 중에는 경청할 대목이 없지 않을 것이다. 경제학의

경제력집중 규제론, 무엇이 문제인가 4 3

창시자인 아담 스미스(A. Smith)도 시장경제의 敵은 정치권과 결탁하여 독점적 지위를 유지
하려 하는 대기업이라고 일갈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과정이 민주화되고 대기
업에 대해 비판과 견제기능을 하는 다양한 시민사회의 발전, 그리고 국경을 무색하게 하는
개방경쟁 환경 등을 감안할 때, 기업패권론의 우려와 예언은 과장된 측면이 많다. 특히 경제
력집중의 필연적 확대 예언은 기업패권론의 핵심 요지이지만 그 이후의 실증연구에서 사실
과 다르다는 점이 거듭 확인되면서 논리적 기반을 잃었다. 예를 들면, 벌리-민스(Berle and
Means, 1932)는 1909~1929년 기간 중 미국 200대 기업의 자산점유율이 빠르게 증가하여1929

년에는 49%에 달했다며 그러한 추세라면 1950년에는 70%, 1972년에는 100%에 이른다고
우려 반, 예언 반 하였다. 결과는 물론 杞憂였다. 오토센(Ottosen, 1991)에 의하면 미국에서
M&A를 통해 복합대기업화 열풍이 일던 1960년대에 미국 500대 기업의 자산 점유율은 63%
에서 69%로 다소 증가했던 적이 있었으나 1984년에는 다시 55%로 떨어졌다며 ‘경제력집중
의 一路擴大 가설’의 문제점을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과 경우가 다르지 않을까? 기업집단 형태가 보편화되어 있고 경제력
집중이 끊임없는 논란거리였음을 감안하면 한국의 경제력집중은 계속 증가하는 것이 아닐
까? 이런 질문에 대해 황인학(1997)은 기업집단을 분석단위로 한국의 경제력집중 현상과 추
이에 대한 통계적 분석과 검증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에서 저자는 한국의 경제력집중 역시
계속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집중의 수준에서도 변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반드시 높은 것만은 아님을 보인 바 있다. 예를 들면, 매출 변수 기준
으로 30대 재벌의 비중은 80년대 후반의 48.0%에서 42.8%로 감소하여 기업패권가설은 한
국에서도 통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그 이후 재벌과 경제력집중에 대한 실증연구가 늘면
서 최정표(2004)는 분석기간을 1986~2002로 확장하여 검증하였는데 결과는 대동소이했다.
경제력집중은 단기적으로 오르락내리락하지만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없음을 거듭 확
인한 것이다. 더 나아가 장지상· 이근기(2011)는 상위 20대 재벌의 매출 비중이 2000년의
21.5%에서 2009년 16.8%로 감소했다고 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가 경제력집중의 심
화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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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류 경제학의 적대적 전통(inhospitality tradition)
주류 경제학의 일각에서도 경제력집중 규제론을 주창하는 경우가 있다. 경제력집중은 시
장집중에서 파생하는 문제가 핵심이며 일반집중이나 사업다각화 활동이 시장집중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한 굳이 정부가 사전 규제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는 게 보통이지만 일부 학
자들 중에는 복합대기업, 기업집단에 대해 적대적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없지 않다. 특히 코
오즈(R. Coase, 1972)나 윌리암슨(O. Williamson, 1987)에 의하면 수학적인 ‘완전경쟁균형’을 이
상적인 상태로 확신하는 학자들 중에는 이 균형에 이르는 과정을 방해하는 경제현상이 관찰
되면 이를 비정형 상태 또는 시장실패(market failure)로 간주하여 정부의 개입, 규제를 촉구하
는 성향이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완전경쟁균형이 성립하려면 모든 경제주체들이 상호간에
사실상 차이가 없는 원자적 경쟁(atomistic competition)을 가정해야 하는데, 현실에서 관찰되는
복합대기업 또는 기업집단의 존재는 경제학자들에게 익숙한 이론적 기업모형과 배치되기
때문에 적대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경제학자들의 이와 같은 성향에 대해 코오즈는 다음과 같이 정리, 비판한 바 있다: ‘경제
학자들은 기존의 이론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제현상에 접하면 독점화 동기에서 비롯된 것
으로 지레 해석하고 규제 처방을 들고 나온다.’6) 한편 윌리암슨은 비정형적인 경제조직, 거
래행태, 계약과 관련, 경제학계에서는 적대적 태도를 보였던 사례를 거래비용 분석방법으로
다시 살펴보면 정반대의 결론이 도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경제력집중에 대한 한국 특
유의 문제의식이나 규제지향 태도 역시 ‘코오즈-윌리암슨 비판’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즉 기업집단이 경제학 교과서의 기업모형과 다르다는 사실, 지금에야 기업집
단은 세계 도처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는 사실(ubiquity and diversity)이 알려져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기업집단은 한국적 압축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비정형으로 이해한다는 점,
기업집단은 계열사 간 출자고리를 통해 사업의 범위와 회사의 수를 손쉽게 확장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기업집단에 의한 경제력집중은 당연한 현상일 것이라는 인식틀이 형
성, 고정화되기 십상일 것이다.
모크(R. Morck, 2009)는 기업집단을 경제력집중의 주범으로 보는 대표적 학자이다. 기업집
6) "If an economist finds something-a business practice of one sort or another-that he does not understand he looks
for a monopoly explanation(Coase 1972, 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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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 피라미드 출자구조 때문에 기업집단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경제
력집중이 더 빠르고 크게 확대된다는 것이다. 소수통제구조(controlling minority structure)로 특
징되는 기업집단은 지배주주와 외부주주의 대리인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경제력집중 측
면에서도 우려의 대상으로 본 것이다. 이에 모크(2005)는 1935년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 일환
으로 배당소득에 대해 이중과세하는 규제시책 등을 통해 미국에서 피라미드 기업집단이 효
과적으로 소멸되었다고 하면서 다른 나라에서도 피라미딩 규제를 해서 기업집단을 해체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뱅크-체핀스(Bank and Cheffins, 2010)는 모크(2005)의 연구가 역
사적 사실이 아닌 꾸며낸 사례(fable)라고 고증을 통해 논박하였다. 당시 미국에는 피라미딩
그룹이 많지도 않았지만 남아 있던 그룹도 뉴딜 규제(이중과세)에 사실상 영향을 받지 않았음
을 보인 것이다.7)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한때 경제민주화의 열풍 속에서 모크의 주장에 따
라 법인 간 배당소득에 이중과세함으로써 재벌을 해체하자는 주장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
된 바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법인 간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율이 이미 미국보다 높다는 사실
이 알려지며 이 주장은 한바탕 해프닝으로 지나갔다.8) 이렇듯 2012년은 사회적 쟁점 사안에
대해 학문적 검증보다 정치적 재단이 앞서는 정치 과잉의 시기였고, 경제력집중 논란 또한
그 중의 하나였다.

IV. 선행연구와 오염지표(QDM)
경제력집중 및 재벌 정책 이슈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많은 연구가 있었다. 최근의 연구로는
장지상· 이근기(2011)와 위평량· 김우찬(2011)을 들 수 있다. 장지상· 이근기(2011)는 2000년
이후의 경제력집중 추이를 일반집중, 다각화, 소유집중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경제력집중
추이변화와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변화와의 관련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다. 장지상· 이근기
(2011)의 연구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 및 영위 업종 수 그리고 일반집중의 증가가 출자

총액 및 지주회사 규제완화의 결과라는 증거는 발견하기 어려우며 기업집단의 관련 다각화
비중은 증가 추세이므로 기업집단에 대한 정책기조를 출자규제에서 소유집중으로 인한 폐
7) 이들 연구에서 뉴딜 규제의 하나였던 ‘공익지주회사금지법(PUHCA)’의 효과는 인정하고 있다.
8) 미국과 한국의 법인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 및 재벌세 관련 논쟁은 황상현·김현종(2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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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와 부당 내부거래로 인한 시장질서 왜곡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위평량· 김우찬(2011)은 기업집단의 실질자산 증가, 계열사 증가, 계열사 편입유형,
업종진출 현황, 총수일가의 출자행태 등을 분석한 후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이들은 장
지상· 이근기(2011)와 달리 2000년대 후반부터 출총제 적용집단을 중심으로 자산과 계열사
수가 급증한 것은 출총제가 어느 정도 유효한 규제시책이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
는 한편, 경제력집중 심화와 일감몰아주기, 회사기회 유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
한 대책을 촉구하고 기업집단법 도입,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규제 강화, 일감몰아 주기에
대한 과세, 회사기회 유용에 대한 규율 강화 등의 정책처방을 제안하고 있다.
경제력집중에 대한 해석과 정책처방이 연구자별로 상이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집중도를 추
정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집중도 추정은 연구목적에 따라 다른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분모, 분자에 서로 비교할 수 없는 변수를 사용하거나 대표성 없는
변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30대 기업집단의 2011년 매출액은 1
천 345조 원으로서 명목 GDP를 추월했으며, 이런 집중화는 경제적 양극화 현상으로 이어지
면서 사회적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는 식의 주장을 많이 접하게 된다.9) 여기에서 보듯이 많
은 경우, 특정 대기업군(예: 30대 재벌)의 매출총액 또는 자산총액을 분자 변수로, 그리고 국내
에서 생산된 부가가치의 합계인 GDP를 분모 변수로 이용하여 집중도를 추정하고는 한다. 이
렇게 매출액/GDP, 또는 자산액/GDP를 추정하면, 대개의 경우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지표에 의존하는 연구자나 언론에서는 경제력집중의 일로확대를 주장하게 된다.
그러나 매출 또는 자산 변수를 GDP로 나눈 값을 경제력집중 지표로 사용하는 것은 이론
상 문제가 많다. GDP는 국내에서 창출된 순부가가치의 합계인 반면, 매출액은 원자재 구입
비용까지 포함한 총액 개념인데다 거래단계마다 중복 계산되는 변수이기 때문이다. 이론적
으로는 분자가 특정 대기업군의 매출 변수이면 분모 또한 경제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매출
총계를 사용함이 적합하고, 분모를 GDP로 한다면 분자 또한 특정 대기업군이 창출한 부가
가치의 합계로 함이 적정하다. 그렇지 않고 매출/GDP 지표를 사용하면 경제력집중이 실제
보다 부풀려 보이게 하는 錯視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특히 기업집단은 시장거래비용을 절감
할 목적으로 생성되었기 때문에 계열사 간 거래가 빈번하기 마련이며, 이 과정에서 매출액

9) 연합뉴스 2012. 8. 30.일자, ‘재벌 경제력집중 갈수록 심화’에서 발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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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중·삼중으로 중복 계상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다른 모든 것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기업집단의 매출액은 사업부제 복합대기업의 매출액보다 과대 계상될 것이다
. 또한 경제의
대외 개방도가 높고 국내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면서 생산의 상당부분이 해외 현지
에서 담당하는 추세에서는 해당 기업의 매출액 상승이 해당 기업의 GDP 기여보다 빠르기
때문에 매출액/GDP를 추정하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문제도 발생한다.10)
자산을 GDP로 나눈 값을 사용하면 위의 문제 외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자산은 전
기 자산에 신규투자를 더하고 감가상각을 감한 저량 변수(stock variable)로서 매년 누적되는
반면, GDP는 특정기간에 걸쳐 유량으로 측정되는 변수(flow variable)이다. 저량 변수(자산)를
유량 변수(GDP)로 나눈 값을 집중도 지표로 활용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적정하지 않다. 분모
를 GDP로 한다면 분자 또한 해당 기업군이 창출한 부가가치의 합계로 함이 이론적으로 맞
다. 그러나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액은 추정하기 쉽지 않고2005년 이후 제조 원가명세서가
의무공시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추정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11) 이와 같은 현실
적 어려움 때문에 이론적 흠결, 그리고 사실관계의 왜곡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손쉽게 이용
가능한 GDP를 기준으로 경제력집중도를 추정, 사용하는 관행이 널리 퍼져 있다.
요약하면, 일상에서 널리 활용되는 매출액/GDP 또는 자산액/GDP와 같은 지표는 ‘측정과
이해는 쉽지만 오염된 지표(QDM: quick and dirty measure)’이다. 따라서 편의상 GDP를 모수로
하는 집중도를 굳이 사용해야 한다면 그 한계를 이해하고 해석에 상당히 주의할 필요가 있
다. 경제력집중의 적정 수준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염 지표를 가지고 경제력집중이 과
도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이며, 특정 환경에서는 매출액 또는 자산액의 증가 속도
가 GDP보다 빠를 수 있음을 간과한 채 시계열 자료를 보고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도
문제가 있다.
오염지표(QDM)를 꼭 써야 한다면 다른 나라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비교 평가를 하는
등의 보완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GDP 대비 매출집중도를 다른 나라와 견

10) 예를 들면, 한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FDI)는 2005년 63.7억 달러 → 2012년 330억 달러로 5배 이상 증가했
으나 외국인의 Inward FDI는 동 기간 중 63억 달러 → 99억 달러로 약 1/2 증가했다.
11) 30대 기업집단의 부가가치 집중도는 기초 데이터의 한계 때문에 신뢰할 만한 추정치를 얻기 어렵다. 본 연
구에서도 2004년까지는 제조 원가명세서에 근거하여 인건비 등 부가가치 구성요소를 추정하고, 2005년부터
는 주석(註釋) 자료에 의존하여 추정을 시도했다. 그러나 일부 주요기업의 주석이 빠져 있는데다 2010년부
터는 IFRS를 채택한 기업들의 경우 아예 註釋이 없어서 추계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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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 보자. 삼성그룹의 2011년 매출총액(비금융 210조 원)이 한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7.8%이며, 금융업을 포함해도 21.7%이다. 이를 가지고 한국의 경제력집중이 과도하다
고 판단할 수 있는가? 동일한 잣대를 다른 나라에도 적용해서 집중도를 비교한 결과가<그
림 2>의 내용이다. 여기서 보면 룩셈부르크의 집중도(ArcelorMittal)는 161%에 이르고, 네덜란
드(Royal Dutch Shell)는 56%에 달한다. 한국 1대 그룹의 집중도는 홍콩(China Mobile), 태국
(PTT), 대만(Hon Hai)보다 낮다. 이와 같이 기왕에 QDM을 사용해야 한다면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상대적 수준을 가늠해 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 대표기업의 GDP 대비 매출집중도 국제비교

자료: The Economist(8/25, 2012)에서 재인용. 삼성그룹 별도 추가

같은 방법을 상위 20대 기업으로 확장하여 선진국과 비교하면 어떤가? 그렇게 GDP 대비
자산집중도 및 매출집중도를 추정한 결과가<그림 3>의 내용이다. 여기에서 보면 한국의 경
제력집중은 미국이나 일본, 대만보다는 높지만 스웨덴보다는 크게 낮고, 프랑스, 독일과 비
슷한 수준이다. GDP 대비 자산집중도는 스웨덴 > 프랑스 > 독일 > 한국 ≒ 영국 > 일본>
대만> 미국의 순서로 나타난다. 이 결과는 다시 말하면, GDP를 분모로 하는 오염척도를 가
지고 국내에 국한된 분석을 할 경우 경제력집중의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데 명백한 한
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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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상위 20대 기업 경제력집중도 국제비교

주: 각국의 GDP 대비 매출집중도 및 자산집중도, GDP는 실질구매력 기준 환산 GDP

V. 경제력집중의 추정 및 분석
1.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2001년에서 2011년 기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발표하는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중 공기업 집단을 제외하고, 포스코와 KT 등 민영화 집단은 포함한30대 기업
집단을 대상으로 집중도를 추정, 분석한다. 분석 대상을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와 같이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할 경우 기업집단의 수가 매
년 변동되어 집중도를 일관되게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분석대상을30대 기업집
단으로 한정한다. 그리고 KISVALUE D/B와 연동하여 엔트로피 다각화지수까지 추정하는
방법론상 본 연구에서는 30대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중에서도 외감법인 이상만을 포함시키
고 있다. 즉 30대 그룹의 계열사이지만 자산총액 100억 원이 안 되는 비외감법인은 분석대
상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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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대규모기업집단 지정현황
(단위: 개, 조 원)
구분

2002 2003

기업집단 수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59

62

79

48

53

55

63

1,680

1,137

1,264

1,554

1,831

1,310.6

1,472.2

1,690.5

1,997.6

49

51

55

소속회사 수 841

884

968

자산총액

652

696

1,117 1,196

778.5 873.5 979.7 1,161.5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전년도 기준
<표 3> 30대 기업집단 비금융업의 평균 계열사 수 및 영위업종 수 추이
(단위: 개)
구분
계
열
사
영
위
업
종

4대
30대
4대
30대

연도
공정위
외감 이상
공정위
외감 이상
공정위
외감 이상
공정위
외감 이상

2001
44.0
24.3
17.6
9.4
20.0
17.5
10.8
7.5

2003
44.0
27.8
17.9
10.2
21.0
19.3
10.9
7.8

2005
42.8
29.5
19.8
12.2
22.0
20.8
11.7
9.1

2007
46.5
32.8
25.6
14.6
25.3
21.5
14.6
10.6

2009
55.5
39.8
29.4
18.4
29.0
23.8
16.0
12.4

2010
67.5
45.5
34.0
21.4
31.8
27.0
17.3
13.6

2011
69.0
49.5
37.9
24.4
32.3
27.5
18.9
14.5

주: 공정위 발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중 외감기업 이상 비금융 기업 기준

<표 3>은 30대 그룹(금융업 제외)의 연도별 평균 계열기업 수 및 영위업종 수를 나타낸다.
공정위 발표기준 30대 그룹(금융업 제외)의 평균 계열사 수는 2001년 17.6개에서 2011년에는
37.9개로 증가하였으며 중분류 기준 영위업종 수는2001년 10.8개에서 2011년에는 18.9개로
증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외감기업 이상을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별도로
살펴보면, 30대 그룹 전체 평균(금융업 제외) 계열사 수는 2001년 9.4개사에서 2011년 24.4개사
로, 영위 업종 수는 2001년 7.5개에서 2011년 14.5개로 증가하였다. 비외감법인을 제외함으
로써 집중도 계산시 下向偏倚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비외감기업의 규모가 자산 100억
원 미만으로 작기 때문에 비외감기업의 제외가 집중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예를 들어 <표 3>에서 4대 그룹의 비외감법인 총수는 60개이나 이들의 자산총액 합계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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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그룹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에 불과하다.12)
본 연구에서 경제력집중은 고용, 매출, 자산의 세 가지 변수로 추정, 분석한다. 분석에 사
용되는 기초통계자료는 공정위의 대규모 기업집단 통계(Openi), KISVALUE DB,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통계, 통계청 고용통계이다. 구체적으로 자산집중도, 고용집중도, 매출집중도
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며, 사업다변화 관련 엔트로피 지수는 뒤에서 별도로 설명한다. 자산
및 매출집중도와 관련, 본 연구에서는 분모 변수로 GDP가 아니라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통계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기업경영분석의 통계에 시계열 단층
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정할 필요가 있다. 즉, 통계의 모집단이 2007년까지는 매출 25억 원
이상의 법인세 납부 기업이었으나 2008년부터는 매출 25억 원 이하 법인세 납부기업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2008년을 기점으로 통계 시계열에 단층이 발생한다.13)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계열 단층문제를 보정하기 위해 2009~2011년의 자료를 별도로 입수하
여 통계 기준을 매출 25억 원 이상의 법인세 납부기업으로 통일한 자료를 분모로 집중도를
추정, 일관된 기준으로 시계열 분석을 행하였다.

*고용집중도 = 30대그룹 종업원 수/ 통계청 발표 임금근로자 수 * 100
*자산집중도 = 30대그룹 자산총계/ 기업경영분석의 전산업 자산총계 * 100
*매출집중도 = 30대그룹 매출총계/ 기업경영분석의 전산업 매출총계 * 100

2. 분석결과
① 경제력 일반집중
최근 10년 동안의 30대 그룹의 집중도를 추정한 결과를 <표 4>∼<표 6>에 정리하였다.
개관하면 경제력집중은 어느 지표를 기준으로 보든 2009년 이후 최근까지 4대 그룹을 중심
으로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뒤에 설명하겠지만 일과성 사건에 가까운 대규
12) 2011년 KISVALUE상의 4대그룹 자산총액, 594.5조 원으로 추정
13) 통계 기준의 단층을 감안하지 않으면 당연히 심각한 왜곡 현상이 발생한다. 2012년 11월, 국회 정무위 주최
로 ‘경제력집중 완화를 위한 법률 개정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경제단체 대표는 ‘2008년 이전
과 이후의 수치는 상호 비교할 수 없는 별개의 통계자료임’을 간과하고 집중도가 완화되었다는 결론을 내렸
다며, 당시 노회찬 의원으로부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추가내용은 각주 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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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M&A가 다수 있었고 과거에도 집중도의 연도별 騰落이 상당했음을 감안하면, 최근의 상
승을 추세적 변화로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른 측면이 있다. 그러나 前代未聞의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유로존 국가의 재정위기까지 겹쳐 국내외 경제가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2009년
이후 상위 대규모기업집단의 국민경제적 비중이 다소 높아졌음은 사실이다.

<표 4> 30대 기업집단 비금융업 고용집중도 추이
구분

2001

2003

2005

2007

2009

(단위: 천명, %)
2010
2011

4대

집중도

1.9

2.1

2.3

2.4

2.5

2.8

3.0

5~10대

집중도

1.0

1.1

1.2

1.1

1.1

1.1

1.2

11~20대

집중도

0.4

0.5

0.8

0.8

1.0

1.2

1.2

집중도

0.3

0.3

0.3

0.3

0.5

0.3

0.4

종업원 수

492

581

692

747

839

915

1,019

집중도

3.6

4.0

4.6

4.7

5.1

5.4

5.9

20~30대
30대 전체

<표 5> 30대 기업집단 비금융업 자산집중도 추이
(단위: 집중도, %)

자
산

구분
4대
5~10대
11~20대
21~30대

2001
17.3
8.4
4.6
2.3

2003
18.1
7.8
3.4
2.8

2005
16.9
8.9
5.5
2.9

2007
17.7
10.3
6.7
3.4

2009
16.1
10.1
6.7
3.6

2010
17.5
10.5
6.7
3.3

2011
18.9
10.5
6.6
3.5

30대 전체

32.5

32.0

34.2

38.1

36.5

38.0

39.4

<표 6> 30대 기업집단 비금융업 매출집중도 추이
(단위: 집중도, %)
구분

매
출

2001

2003

2005

2007

2009

2010

2011

4대

21.8

18.7

17.4

17.3

18.0

19.3

20.1

5~10대

8.2

4.6

6.9

7.6

7.8

9.1

9.6

11~20대

3.7

3.1

4.3

5.0

5.4

5.9

5.7

21~30대

2.0

1.9

2.6

2.7

3.5

2.3

3.5

30대 전체

35.7

28.3

31.2

32.6

34.8

36.5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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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표 4>에서 고용집중도의 변화 추이를 보면, 다른 변수와 달리 30대 그룹(비금융업
외감법인 이상)의 비중이 꾸준히 일관되게 증가하였다. 즉, 30대 그룹의 종업원 수는 2001년

49만 명 ⇒ 2005년 69만 명 ⇒ 2009년 84만 명 ⇒ 2011년 1백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고용집
중도는 2001년 3.6% ⇒ 2005년 4.6% ⇒ 2009년 5.1% ⇒ 2011년 5.9%로 증가했다. 특히 최
근 3년의 고용집중도 증가분(0.7%p)을 분해해보면 4대 그룹의 기여(0.5%p)가 절대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자산 변수를 기준으로 보면, 집중도는 2001년 32.5%에서 2007년 38.1%까지 상승하다가
2009년에 36.5%로 낮아졌고, 2011년에는 39.4%로 다시 증가하였다.14) <표 5>에서 다소 흥
미로운 사실은 2001∼2011년 기간 중 자산집중도가 6.9%p(32.5% → 39.4%) 높아진 데에는 10
대 그룹과 그 이하의 그룹이 각각 3.7%p와 3.2%p로 엇비슷하게 기여했으나 최근 3년(2009∼
2011)을 따로 보면 10대 그룹의 자산집중도 증가분(3.2%p)이 30대 그룹의 증가분(2.9%p)을 상

회한다는 점이다. 환언하면 최근에 상위 대규모 기업집단의 자산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간을 늘려 중기적으로 보면 4대 그룹의 집중도는 16~18%대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매출기준 집중도는 2001년 35.7%에서 2007년 32.6%까지 떨어졌다가 2009년
34.8%, 2011년 39.0%로 최근에 비교적 크게 상승하였다.15) 매출은 자산보다 그 해의 업황
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매출집중도는 자산집중도에 비해 매년 등락의 진폭이 비교적
큰 편이다. 그러나 최근에 매출집중도가 높아진 이면에는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의 해외매
출 신장 등 업황적 요소도 작용하였으나 기업집단의 수직계열화가 한층 진전되면서 이른바
물량 몰아주기 내부거래로 알려진 계열사 간 거래가 증가했고 이들 중 상당부분이 중복계상
(double-counting) 된 것도 주요요인의 하나로 추정된다.

연결재무제표를 이용하면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를 하나의 회사로 취급하여 연결 대상 회
사의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모두 지배회사의 실적에 합산하여 매출액이 이중계상(과대평가)
되는 문제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현행의 K-IFRS(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종속회사에
대한 지배기업의 지분율이 50%를 넘는 경우에만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된다. 그러나 공
14) 기업경영분석 통계를 보정하지 않고 사용하면, 30대 그룹의 자산집중도는 2009년 31.8%, 2010년 33.5%,
2011년 35.1%로 본 분석에 사용된 통계치보다 낮고, 시계열 추이 분석결과도 달라진다.
15) 기업경영분석 통계를 보정하지 않고 사용하면, 30대 그룹의 매출집중도는 2009년 32.4%, 2010년 34.2%,
2011년 36.7%로 본 분석에 사용된 통계치보다 낮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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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은30% 지분율 기준을 사실상의 지배력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현행 회
계기준으로는 동일 기업집단에 소속되어 내부거래에 의존하는 상당수의 계열기업 매출액이
이중계상 되는 문제를 피할 수 없다.16) 이처럼 매출집중지표는 고용집중지표나 자산집중지
표와 달리 회계처리방식에 큰 영향을 받으며, 경제력집중의 실상을 왜곡 전달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감독위원회에 의하면 2013년 회계연도 1분기부터 ‘종속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50% 미만이어도 사실상 지배력(De Facto Control)을 행사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 대상에 포함
하도록’ K-IFRS를 바꾸겠다고 한다.17) 이렇게 될 경우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기업집
단의 내부거래 매출액 거품이 빠지면서2013년도 매출집중도는 본 연구의 2011년 추정치에
비해 낮아질 것이다. 매출집중지표에 또 다른 한계가 내재하고 있음이다.
이처럼 일부 집중지표의 경우 추정과 해석에 상당한 유의가 필요하지만 고용과 자산, 매
출 그 어느 것으로 평가하든 2009년 이후 경제력집중도가 증가했음은 사실이다. 그 원인을
따져보면, 전자(삼성그룹)와 자동차(현대·기아차그룹)의 글로벌 시장 약진 외에도 이 기간에 있
었던 다수의 대형 M&A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 동 기간 중 30대 그룹의 자산집중도 변동요
인을 미시 분석하면, 대부분의 增分이 현대·기아차, SK, POSCO, 삼성, LG, CJ그룹에 의해
주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동 기간 중 기업집단별 자산집중도는 현대·기아차와 SK가 각각
1.0%p, POSCO 0.5%p, 삼성 0.4%p, LG와 CJ가 각각 0.3%p 증가했으며 이들 합계(3.5%p)는
30대 그룹의 增分(2.9%p)을 크게 상회한다. 이들 그룹의 자산비중이 증가한 까닭은 현대·기
아차의 현대건설 인수(2011년), SK의 하이닉스 인수(2011년), POSCO의 대우인터내셔널 인수
(2010년), 삼성의 메디슨 인수(2011년), LG의 해태음료(2011년) 및 대우엔텍 인수(2011년), CJ

의 대한통운 인수(2011년) 등 대규모 M&A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했던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자산 비중은2009년의 1.31%에서 2010년에는 0.60%로
약 0.7%p 감소하였다.

16) 예를 들어 현대모비스는 현대차의 지분 20.78%를 보유하고 있어 현행 기준으로는 연결대상이 아니다. 이에
현대모비스가 현대차에 공급한 중간재는 현대모비스의 매출로 계상되는 한편, 이 중간재는 완성차의 가격에
포함되어 현대자동차의 매출로 이중 계상된다. 또 SK C&C는 SK그룹 내 거래비중이 높지만 SK텔레콤, SK
네트웍스, SK이노베이션 등 핵심 계열사들과 연결 대상이 아니다.
17) ‘현대차-모비스; SK-SK C&C…깐깐해진 회계기준 촉각’(매일경제, 2013.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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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각화/전문화 추이
경제력집중 관련, 또 다른 쟁점은 대규모 기업집단의 사업다변화 전략이다. 경제력 일반
집중(A)과 시장집중(B), 다각화 지표(C) 사이에는 A=B/(1-C)의 항등식 관계가 성립한다(황인
학, 2000). 위 식에서 대기업의 사업범위 확장(다각화)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일반집중에 영향

을 미친다. 즉, 사업범위 확장은 대기업의 규모 팽창을 통해 일반집중을 높이는 반면에 새로
진출하는 시장에서의 경쟁촉진 효과(시장집중 완화)를 통해 일반집중 완화에 기여한다. 사업
다변화 전략이 경제력집중에 미치는 최종 효과는 실증분석을 통해 판단해야 할 사안이지만
이는 본 연구의 대상이 아니다. 여기에서는 최근 10년 동안 30대 그룹의 사업다각화 추세를
살펴보고, 엔트로피 지수를 이용하여 기존 사업구조와의 연관성을 평가한다.
기업집단 전체의 매출(비금융업)에서 1대 업종 또는 3대 업종의 매출비중을 업종 특화율로
정의하고 추정한 결과는 <표 7>에 정리하였다. 집중도와 달리 업종 특화율은 연도별 등락이
잦은 편이나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특화율의 연도별 등락이 잦은 까닭은 앞
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업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측정했기 때문이다. 전반
적으로 특화율은 영위업종이 많고 다양한 상위기업집단보다 하위 기업집단이 높고 연도별
편차도 큰 가운데 두 그룹의 특화율 격차는 점차 좁혀지는 추세를 보인다. 즉 2001년에는
4대 기업집단의 1대 업종 특화율이 53%로서 30대 기업집단의 평균치인 62%를 큰 폭으로
밑돌았지만 2011년에는 각각 53%와 57%로 그 격차가 줄었다.

<표 7> 30대 기업집단 비금융업 평균 특화율 추이
구분
1
대
3
대

2001

2003

2005

2007

2009

2010

2011

4대

53.3

54.5

59.3

57.8

57.7

56.6

53.0

30대 전체

61.6

66.3

66.4

65.0

61.6

57.2

57.0

4대

85.8

81.2

84.0

81.5

81.1

80.4

76.6

30대 전체

88.5

86.7

87.8

85.7

84.7

83.3

81.5

주: 1대 및 3대 업종이 해당 그룹의 비금융업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

엔트로피 다각화 지수를 추정해 보면, 이러한 특징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엔트로피 지수
는 기업집단별 업종 다각화를 관련 다각화와 비관련 다각화로 분해하여 볼 수 있는 장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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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기업의 매출총액에서 각 업종의 비중, 영위업종 간의 관련성을 감안하여 추정된다.
총 다각화 지수는 소분류 업종의 매출액 비중을 동 값의 자연대수의 역수를 가중치로 하여
합산한 값으로 전문기업의 경우 0의 값을 가지며 값이 클수록 다각화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
다. 관련다각화 지수는 소분류 업종의 매출액 지수를 중분류 업종의 매출액 지수로 나눈 값
에 동 값의 자연대수의 역수를 곱하여 합산한 값으로 같은 중분류 산업의 여러 소분류 업종
에 진출한 기업집단일수록 지수의 값이 높아진다. 엔트로피 지수의 구체적인 추정산식은 아
래와 같다.


 

  ×    ,

 



where S: 중분류 기준 총 영위 업종 수 ,   : 중분류 업종의 매출액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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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N: 소분류 기준 총 영위 업종 수,   : 소분류 업종의 매출 비중
② 관련 다각화 지수:  









ln 



∈



③ 비관련 다각화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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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엔트로피 다각화 지수를 추정한 결과가<표 8>의 내용이다. 4
대 기업집단의 경우, 2001년에는 관련 다각화 지수(1.4)와 비관련 다각화 지수(1.2)가 엇비슷
했으나 지난 10년 동안 사업 연관성이 크게 개선된 결과 2011년에는 관련 지수(2.3)가 비관
련 지수(1.5)를 크게 상회한다. 반면에 30대 기업집단 전체로는 관련 對 비관련 지수가 2001
년에 0.4: 0.8로 시작하여, 2011년에도 0.9: 1.1로 여전히 비관련 지수가 다소 높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달리 말하면 상위 기업집단은 사업간 연관성(관련 다각화 지수)이 크게 높아진
반면에 하위 기업집단은 아직도 비관련 사업 다각화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집단일수록 사업간 연관성이 낮은 것은 이들 기업집단의 경우 한 두 개의
업종에 주력하기에는 특정 사업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이나 핵심역량이 아직 충분치 않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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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30대 기업집단 Entropy 다각화 지수(비금융업)
구분
4대

30대
전체

2001

2003

2005

2007

2009

2010

2011

총 다각화

1.5

1.7

1.6

1.8

1.8

1.8

1.9

관련 다각화

1.4

1.5

1.6

2.0

2.3

2.4

2.3

비관련 다각화

1.2

1.3

1.3

1.3

1.3

1.4

1.5

총 다각화

0.9

0.9

0.9

1.1

1.1

1.2

1.3

관련 다각화

0.4

0.4

0.5

0.6

0.7

0.8

0.9

비관련 다각화

0.8

0.8

0.8

1.0

0.9

1.0

1.1

③ 두 가지 補論
경제력집중과 관련 두 가지 사안을 추가적으로 살펴본다. 첫째는 자산/GDP 또는 매출
/GDP로 집중도를 추정하면 경제력집중의 수준과 추세 분석에 편의와 왜곡이 발생할 수 있
음을 앞서 지적하였는데 이 문제점을 계량적으로 다시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방법대로 자산액 또는 매출액을 GDP로 나눈 오염된 척도(QDM)로 2001~2011년 기간 중 집
중도로 추정한 결과는 <표 9>의 A행에 표기하였다. 비교 목적의 편리를 위해 앞서 추정한
자산집중도와 매출집중도를 B행에 병행 표기하였다.
<표 9>를 보면 QDM 척도를 사용할 경우, 무엇보다 먼저 큰 폭의 상향편의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즉 2010년의 경우 30대 그룹의 집중도는 앞서 추정한 결과에 비해 50% 가까운
上向偏倚를 발생시키며 그 편차는 최근에 올수록 더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GDP
를 분모로 매출액 또는 자산액을 분자로 하는QDM 지표를 사용하면 경제력집중의 심각성
을 실제 이상으로 부각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QDM 지표를 사용할 경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경제력집중이 매년의 등락이 없이 급상승한 것처럼 오인하게 한다는 점이다. 즉 30대
그룹의 자산총액이 GDP에서 점하는 비중은 2001년 49.2%에서 2011년 100%에 이르기까지
한 번의 조정도 없이 급증하였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생산과 매출에서 해외의존도가 높아지
면서 이들 대기업의 해외 현지 생산 관련 부가가치 창출활동이 분자 지표에는 반영되지만
분모 지표(GDP)에는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
만큼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QDM 지표의 추세 왜곡 문제가 중화될 수 있
겠으나 안타깝게도 2005년 이후 FDI 역조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18)
<표 9>의 비교표는 GDP를 분모로 하는 QDM 지표의 한계와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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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편의상 QDM 지표를 사용해야 한다면 해석에 많은 주의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
고 있다.

<표 9> QDM 지표의 상향편의 및 추세왜곡
(단위: 집중도, %)
구분
4대
자
산
30대
전체

4대
매
출
30대
전체

2001

2003

2005

2007

2009

2010

2011

GDP(A)

26.1

27.8

27.6

31.6

39.4

42.5

48.1

자산총계(B)

17.3

18.1

16.9

17.7

16.1

17.5

18.9

편의(A-B)

8.8

9.7

10.7

13.8

23.3

25.1

29.2

GDP(A)

49.2

49.2

55.9

67.9

89.4

92.5

100.3

자산총계(B)

32.5

32.0

34.2

38.1

36.5

38.0

39.4

편의(A-B)

16.7

17.2

21.7

29.8

52.9

54.5

60.9

GDP(A)

35.0

30.6

32.5

33.1

40.5

45.2

50.3

매출총계(B)

21.8

18.7

17.4

17.3

18.0

19.3

20.1

편의(A-B)

13.2

11.9

15.1

15.8

22.5

25.9

30.2

GDP(A)

57.3

46.5

58.2

62.3

78.2

85.5

97.5

매출총계(B)

35.7

28.3

31.2

32.6

34.8

36.5

39.0

편의(A-B)

21.6

18.2

27.0

29.7

43.4

49.0

58.5

두 번째로 살펴볼 사안은 개방경쟁 환경에서 경제력집중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의 대기업은 해외시장을 염두에 두고 글로벌 투자를 하고,
매출의 절반 이상이 해외시장에서 발생한다. 이 경우 시장집중도를 추정할 때에는 해당 기
업의 국내 매출액이 해당 시장의 국내 총 판매액에서 점하는 비중으로 계산하고, 해외 매출
은 시장집중도 계산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경제력집중도 추정 시에는 생산과 매출이 해외에
서 발생해도 연결재무제표를 통해 국내 모기업의 실적에 포함되면 집중도 계산에 그대로 반
영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이 안 되면 경제력집중도가 떨어지는데 이런 경우 경제력집중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일 수 있다.
시장집중도를 추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경제력집중을 추정할 때 해외 수출을 제외하면 어
떤 결과가 도출되는가? 즉, 30대 그룹의 국내매출액을 국내 총매출액으로 나눈 지표를‘국
내 매출집중도’로 정의하고 시산해본 결과는 <표 10>의 내용과 같다. 이 시산을 위해 본 연
18) 각주 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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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KISVALUE DB 상에서 특정기업의 매출을 내수와 수출로 구분한 통계, 그리고 한
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에서의 업종별 매출액 및 제조업 평균 수출비중 통계를 활용하였
다.19) 업종별 수출비중 통계는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제조업 평균 수출비중으로 업종별 매출
총액을 개략적으로 추정한 후, 해외부문을 제외한 국내 매출집중도를 試算한 결과가 <표
10>의 B-행이다.

<표 10> 수출을 감안한 30대 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 시산
구분
4대
30대
전체

매출집중도(A)
국내매출 집중도(B)
편의(A-B)
매출집중도(A)
국내매출 집중도(B)
편의(A-B)

2003

2005

2007

2009

2010

2011

18.7
16.8
1.9
28.3
23.9
4.4

17.4
15.3
2.1
31.2
29.4
1.8

17.3
10.1
7.2
32.6
20.3
12.3

18.0
11.1
6.9
34.8
22.8
12.0

19.3
14.1
5.2
36.5
26.9
9.6

20.1
12.8
7.3
39.0
25.5
13.5

여기에서도 비교목적으로 <표 6>의 매출집중도를 A행에 병기하였다. <표 10>은 경제의
개방성을 감안하지 않을 경우 30대 그룹의 경제력집중도(A)는 최근에 약 10%p 이상 과대평
가되고 추세 해석에서도 <표 9>와는 또 다른 편의가 발생함을 보여준다. 즉, 국내활동 기준
으로 집중도를 측정하면 30대 그룹의 매출집중도(B)는 2005년 29.4%로 가장 높고 최근에는
26.9%(2010)에서 25.5%(2011)로 오히려 하락하였다. 특히 갈수록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며 수
출을 주도하는 상위 기업집단의 경우 국내 매출집중도는 2005년의 15% 대에서 최근에는
13% 내외로 낮아졌다. 즉, A행의 집중도와 B행의 집중도는 상반된 추세변동을 보인다. 회
계기준상의 차이를 무시하고 <표 6>과 <표 10>의 추정결과만 놓고 보면, 전체로는 상위 기
업집단의 매출집중도가 상승한 듯이 보이지만 이는 해외매출 신장에 의한 효과이며, 국내경
제에서의 비중은 오히려 하락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시산이기는 하지만 <표 10>의 내용은
경제의 개방성을 간과한 경제력집중 논의는 QDM 지표가 아니라 해도 문제의 본질과 실상
을 왜곡하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19) 제조업 부문의 수출비중 통계는 다음과 같다(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2006년 43.9%(대기업 55.9: 중소
기업 23.4) → 2008년 41.5%(57.9: 15.6) → 2010년 43.2%(59.0: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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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맺음말
경제력 일반집중을 막겠다며 대규모기업집단을 지정하여 별도의 규제를 부과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 때문에 경제계는 경제력집중 규제를 역차별 또는 자승자
박(自繩自縛) 규제라며 완화 또는 폐지를 촉구해왔다. 세계시장을 무대로 해외 대기업과의 경
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국내 대기업에게만 불리한 규제를 가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편에서는 GDP에서 상위 기업집단의 국민경제적 비중이 갈수록 급증하고 경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력집중을 막기 위한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 이러한 규제 강화론은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의 선거 과정에서 여야 정치권의 경제
민주화 공약으로 발전했고, 그 후 국회에서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강구하면서 경제계의
불만과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제력집중 규제론의 주요 논거와 한계
를 살펴보는 한편, 2001~2011년 기간 중 경제력집중도를 추정, 분석하여 규제 강화론의 타
당성을 간접적으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GDP 대비 자산 또는 매출비중
(QDM)’은 측정이 용이하기 때문에 경제력집중 지표로 널리 활용되지만 동 지표는 서로 비교

할 수 없는 변수를 비교하는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실무적으로도 경제력집중의 수위 및 추
세변동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편의를 야기한다. 동 지표에 의한 추정결과는 최대 60%의 상
향편의를 보이며, ‘기업패권가설’이 주장하듯이 추세적으로 계속 급증하는 듯이 보이게 하
는 錯視와 歪曲을 초래한다. 같은 기준으로 주요국의 20대 기업의 자산집중도를 추정하면,
스웨덴> 프랑스> 독일> 한국 ≒ 영국> 일본> 미국의 순서로, 한국의 경제력집중은 프랑스
나 독일보다 높지 않다.
둘째, QDM 지표의 대안으로 고용, 매출, 자산집중도를 추정한 결과 최근에 집중도가 다
소 높아졌다. 그러나 추세적 상승의 시작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매출집중지표
의 경우 다른 지표에 비해 상승폭이 비교적 높으나 동 지표는 계열사 간 거래의 이중계상
관행과 해외매출(수출)의 포함으로 인한 왜곡 등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다. 만약 예정대로
2013년부터 K-IFRS(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을 변경하여 사실상 지배력 기준으로 연결재무제
표를 작성하게 되면 중복계상 문제가 사라지면서 매출집중도가 향후 하락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고용과 자산을 기준으로 볼 경우 전자는 3.6%(2001)→ 4.7%(2007)→ 5.1%(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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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011), 그리고 후자는 32.5%(2001)→ 38.1%(2007)→ 36.5%(2009)→ 39.4%(2011)로 최근
들어 다소 상승하였다. 최근에 이처럼 집중도가 다소 상승한 까닭은 무엇보다도 대규모
M&A가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이나 이와 같은M&A 이벤트가 앞으로 계속될 지는
의문이다. 한편, 대규모 M&A는 공정위에서 기업결합 심사를 통해 승인된 사안이기 때문에
M&A를 통해 특정 대기업집단의 비중이 높아졌다고 해서 사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
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적 모순일 것이다.
셋째, 위 분석 결과와 더불어 ‘기업패권가설’과 ‘주류 경제학의 적대적 전통’에 내재하는
문제점, 그리고 세계화 개방경쟁의 시대에 요구되는 기업규제의 국제적 정합성에 비추어 볼
때 경제력집중 방지를 위해 우리나라만의 사전규제를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만약에 규제를 해야 한다고 해도 현행 자산규모 5조 원 이상 기준을 높여 규제대상을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다. 규모면에서 40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기업집단을 똑같이 규제하는 것
은 역진적인 규제이며 하위 기업집단의 추가적인 성장기회를 제약하는 부작용이 심각하다.
본 연구의 자산집중도를 분해해 보면 1~10대의 비중은 29.4%로 높은 반면에 11~20대는
6.6%, 21～30대는 3.5%로 미미한 수준이다. 2009년 이후 집중도의 증가 또한 10대 그룹이
주도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제도를 폐지할 수 없다면,
최소한 지정기준이라도 현행의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에서 대폭 줄여 10대 기업집단으로 축
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경제력집중 통계의 추정 관련 본 연구의 한계와 과제는 다음과 같다. QDM의 우선적인
대안으로 특정 대기업군의 부가가치 창출액이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기준의 변경으로 인해 2005년 이후 제조 원가
명세서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동 지표를 추정할 방법은 없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註釋자료를 이용하여 추정을 시도했으나 원자료에 누락이 많고K-IFRS가 도입된 2010
년 이후에는 IFRS를 채택한 기업들의 경우 아예 註釋이 없어져서 부가가치 집중도를 유의
미하게 추정할 방법이 없었음을 밝혀둔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금융업의 차별적인 특성
때문에 비금융업 부문을 대상으로 집중도를 추정, 분석하였다. 그러나 금산분리는 경제민주
화 관련 또 다른 쟁점 사안인 만큼 향후 연구에서는 금산복합집중 현상과 국민경제적 영향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본 논문의 집중도 추정 방식을 다른 나라에도 확대,
적용하여 경제력집중의 현상과 원인, 정책 접근방식을 국제 비교·분석하는 후속 연구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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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 있을 것이다. 기업집단 형태가 유지되고 경제력집중 규제가 계속되는 한 논란은 앞으
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에 Lee, et.al.(2012)의 연구가 보여주듯이 앞으로는 경제력집중이 경
제성장, 소득분배, 물가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 다양한 주제로 더 많은 실증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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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mpirical Evaluation of Korea-Specific Regulation on
Economic Concentration

Inhak Hwang · Onelack Choi

Since 1981, Korea has maintained an unique regulatory framework on economic
concentration. While most countries manage competition laws to discipline the market
concentration and its subsequent problems, Korea rather focuses on restraining the aggregate
concentration, esp. the economic power of the big chaebols. Recently the inhospitality
tradition against the business groups is being aggravated mostly due to the political rhetoric
of economic democratization propagated during the 18th presidential race in 2012. Why has
the economic concentration been so much social concern in Korea? What makes the Korea
specific regulation persistent and even stricter in the globalization era of open competition?
In this paper we evaluate the logics and myths behind the regulation in the contexts of
economic theory and history. We also estimate theoretically consistent measures of
concentration of the 30 large chaebols and test the corporate hegemony hypothesis, using the
data of employments, sales, assets, and diversification indices. The major finding is that
various measures used in previous literatures have a feature of ‘quick-and-dirty ones’ in that
they lead to significantly upward biases up to 60 percent and a misleading interpretation in
the long-term change of economic concentration.

Key words: Economic Concentration, Business Group, Corporate Hegemony, Economic
Democratization, Competi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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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규제연구의 경향분석
-연구주제 및 연구자의 경향성을 포함하여이수아* ･ 김태윤**
본 연구는 지난 20여 년간의 규제연구의 전반적인 경향성을 규제이론 및 규제정책적 시
각 등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1992년부터 2012년까지 ｢규제연
구｣에 게재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의 공식적인 주제뿐만 아니라 연구자가 지니는
연구의 지향 및 규제개혁에 대한 입장이나 관점, 전제 등을 중심으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또한 분과학별 및 시기별로도 논문들의 경향성을 살펴보고 각 주장내

지는 관점 및 입장에 대한 대표적 유형의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규제이론에 관한 입장에서는 시장지향적이며 전통적
인 주장이나 관점이 대체로 수용되고 있었다. 둘째, 규제정책에 관한 입장에서는 규제나 정
부의 개입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이나 관점이 내재된 연구들이 많았다. 셋째, 규제의 정치
경제학적 입장인 규제기관 및 관료의 포획, 규제의 사익성, 규제의 수요 등에 대한 주장이나
관점도 대체로 수용되고 있었다. 넷째, 규제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에서는 선진국과 우
리나라에 대한 평가가 대조적으로 나왔다. 마지막으로 규제연구를 위한 핵심적 분과학인 행
정학과 경제학 분야 논문들 간의 규제의 정당성, 정부의 역할 등에 대하여 차별성이 존재하

* 제1저자, 한양대 행정학과 박사과정,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sua8873@naver.com)
** 교신저자,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tykiim@gmail.com)
*** 이 논문은 2013년 한양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HY-2013-G).
접수일: 2013/6/18, 심사일: 2013/9/23, 게재확정일: 201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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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규제완화 및 정부개입의 비효율성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있었
음을 알 수 있었다.
핵심 용어: 규제연구, 규제이론, 규제정책, 규제의 정치경제학, 규제개혁, 내용분석, 연구
경향

I. 서론 :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규범적인 차원에서” 규제는 바람직한 경제사회 질서의 구현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
하여 기업과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최병선, 1992: 18)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개입정책
으로서 그 영역이 대단히 넓으며 개인과 기업의 많은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국내의 규제연
구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반인데(최병선․이혜영, 2001: 140), 미국이
1960년대 후반에, 영국은 1970년대 말에 규제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 동안 규제연구에 대한 국내의
관련 학계의 관심은 꾸준히 증가해 왔고,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룬 것으로 보
인다. 다만 이러한 규제연구의 질적․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규제연구의 전반적
인 경향에 대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며, 특히 연구의 지향 및 규제개혁에 대한 입장이나
관점, 전제에 대한 구체적인 경향성을 살펴본 연구는 없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진정한 사
회적 필요성보다는 관료의 포획이나 정치가의 정치공학적 판단에 기인하여 규제가 도입되
거나 완화될 우려가 높고, 규제의 품질에 따라 국가의 경쟁력이 좌지우지되며, 무엇보다도
불필요한 규제는 국민과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근원적으로 파괴할 수도 있다는 우려는 매우
진지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규제연구들이 어떠한 경향성을 갖고 있는가를 분석적으
로 파악하는 작업은 이론적, 정책적, 일반 정치경제사회적 차원에서 무시하지 못할 상당히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내용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연구의 공식적인 주제뿐만 아니라 연구자의 내
면적인 관점이나 입장을 포착하는 방식으로 지난 20여 년간의 규제연구의 전반적인 경향성
을 규제이론 및 규제정책적 시각 등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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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규제연구의 경향분석을 위한 이론적 고찰
규제이론들은 사회조직과 운영의 두 가지 기본원리이자 사회문제 해결의 메커니즘인 시
장(기능)과 정부(기능)의 선택과 조합의 문제를 핵심내용으로 다루며, 주로 (1) 특정 사회문
제를 시장의 자율기능에 맡겨 두지 못하고 정부가 개입해서 규제해야 할 이유, 그리고 규제
의 필요성과 정당성 등을 다루는 규제의 원인 이론(theory of regulatory origin), (2) 규제의 도입
및 운용 과정에서 다양한 이익집단의 정치적 영향력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규제기관은 상
반되는 정치적 압력에 어떻게 대응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다루는 규제의 정치적 과
정 이론(theory of regulatory political process), (3) 규제기관과 관료의 포획(capture) 등 규제기관과
관료의 행태에 관한 이론, (4) 규제정책(혹은 규제개혁)의 결정 및 집행과정 이론 등을 주축으
로 하는 광범위한 이론체계를 형성한다(최병선․이혜영, 2001).
각각의 분류에 대한 상세한 이론적 검토를 함에 있어서 규제연구자들의 경향을 파악하려
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게 위의 분류를 아래와 같이 다소 변형하고자 한다.우선 규제의
원인이론의 차원은 [규제이론에 관한 입장]으로, 규제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이론의 차원은
[규제정책에 관한 입장]으로, 그리고 규제의 정치적 과정이론과 규제기관 및 관료들의 행태
에 관한 이론의 차원을 [규제의 정치경제학적 입장]으로 구분하여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에
더하여 연구자들이 규제정책을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신뢰하는가의 차원에서 [규제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를 부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1. 규제이론에 관한 입장
규제관련 논문을 발표한 규제연구자의 규제이론에 관한 경향을 파악하는데 있어 가장 중
요한 차별성은 아마도 규제의 정당성과 타당성이 될 것이다. 즉 규제라는 정부개입이 어떤
상황에서 정당한 것인지, 또 규제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조건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규제의
이론적 분류 등에 대하여 연구자들 간에 상당한 입장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1) 규제의 정당성
규제도입의 근거가 되는 규제의 정당성에 대한 가장 협의의 판단근거는 시장실패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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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이다.1) Pigou(1938)는 외부성, 정보의 비대칭성, 경쟁의 부족 등으로 인해 시장이 실패하
고, 이러한 실패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증
적으로 지광석 ‧ 김태윤(2010)은 현실의 규제, 특히 신설되는 규제가 시장실패를 이론적 근거
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관찰을 보고한 바 있으며, 오히려 거래비용의 경감이라는 차
원에서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신설규제의 수는 상당히 많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규범론
의 관점에서 벗어나면, 현실의 규제는 이해관계집단이 관료제를 포획하여 가격상승, 진입장
벽 등을 도모한 결과이다(Stigler, 1971).2) 종합하면 “정부가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시장실패의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가, 아니면 거래비용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는가?”의 이분법적 논의
로 귀결된다(지광석 ‧ 김태윤, 2010).

(2) 규제의 타당성
규제의 타당성과 관련하여 연구자들 간에 보편적으로 수용되지 않는 핵심적인 사항은 규
제영향분석의 기능과 보편적 도입의 필요성이다. 규제영향분석의 과정은 행정부의 규제남발
을 제어하고 보다 합리적인 규제대안을 모색하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의 타당성
은 규제영향분석 등 비용편익분석적 접근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여차민․김태윤, 2009).
이러한 맥락에서 많은 문헌은 규제영향분석은 규제개혁을위한 핵심적인 제도 중 하나임에
동의하고 있다(Arrow et al., 1996; Kirkpatrick & Parker, 2003; 김태윤, 2000; 노화준, 2005). 정책결정

1) Coase(1960)에서 비롯된 법경제학 입장에서는 시장실패는 규제가 필요한 상황적 배경에 불과하며, 규제도입
의 필요성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경쟁이 기업의 능률과 역량을 제고시키기 때문에 시장은
잠재적 실패를 해결하는데 있어 뛰어난 능력을 지니게 되는 한편, 계약은 법원에 의해 집행됨으로써 대부분
의 외부성이 해결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후생경제학과 법경제학의 입장이 최근에 와서 재조명되고 있다. 즉,
후생경제학과 법경제학 모두가 암묵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전제, ‘법원(사법부, courts)의 완전성’에 이론적, 실
증적 문제가 있으며, 따라서 제도적 선택의 핵심은 규제 vs. 시장이 아니라 규제 vs. 법원(또는 소송)에 있다
는 입장이 대두되고 있다. 사법부의 재량성(Posner, 2008), 사법절차의 지연과 비용 등으로 인하여 판결의 불
확실성이 높아지게 되고 그 결과 계약 자체의 불완전성이 심화되므로, 효율성의 관점에서는 법원의 판결보다
는 보다 안정적이고 확실성이 높은 규제가 선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법치주의가 안정적으로 운용되
고 있는 경우에도 고액의 손해배상액에 부담을 느끼는 고용주들이 재판 판결의 자의성 등에 의존하며 근로현
장에서의 안전 확보 의무를 게을리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규제라는 명료한 사회적 기제가 없는 경우
에는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가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것이다(Shleifer,
2010). 규제의 정당성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론적인 토론을 위해서는 지광석‧김태윤(2010) 참조
2) Hart(2009)는 규제란 “다른 유효한 해결방안이 존재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시장의 성과가 불만족스러울 때면
공중의 압력에 의하여 도입되는 경제위기에 대한 인기영합적인 반응에 불과하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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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비용편익분석의 결과는 합리적 의사결정 도구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Viscusi,
2006:1996; Hahn & Layburn, 2003; Hahn, Lutter, & Viscusi, 2000; Lutter, 1999; Morrall; 2003; 최병선,
1992:793-94). 이해관계가 얽힌 정부 규제에서 비용과 편익에 대한 인식의 편차가 발생하는

경우, 각 이해당사자들은 비용과 편익을 상이한 측정방법을 통해 측정하고 서로 상반된 주
장을 하게 된다. 이때 다양한 객관적 분석기법의 존재를 인정하는 가운데 정치적 협상 혹은
조정과 선택이 요구되는데(김태윤․김상봉, 2004:15), 비용편익분석은 이러한 정치적 협상과 조
정을 구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Lutter(1999)는 국민과 의회가 때로 건강, 안전,
그리고 환경규제에 대해 잘못 이해하여 그 결과가 과장될 수 있는데, 비용편익분석은 위험
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제공해 주고 좀 더 균형 잡힌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정부
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Nussbaum(2000)
은 비용편익분석은 인간능력의 본질적인 속성에 대한 침해를 다루게 되지만, 이러한 침해에
대한 보다 궁극적인 논의는 정치 및 공론의 영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비용편익분석, 즉 규제
영향분석의 한계는 비교적 명료하다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밖에 규제영향분석을 행정실
무에서 구현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규제영향분석보다는 집행가능성이 높은 표준비용
기법(SCM: Standard Cost Method)3) 등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3) 규제의 분류
규제는 일반적으로 그 특성에 따라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대별되고 있으며(최병선,
1992), 이와 같은 규제이원론은 규제연구의 관례처럼 되어 있다(Lilley & Miller, 1977; Mitnick,
1980; Greer, 1987; Ripley & Franklin, 1986; 최병선, 1992; 김영훈, 1995 등). 즉 규제의 목적이나 근거,

피규제자 등의 특성이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는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반면, 김태
윤(2012)은 이러한 기존 규제이원론의 분류개념이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을 문제의식으로 하
여, 규제의 실질적인 효과 내지는 결과 등에 주목하는 Stigler의 관점에서, 규제의 목적, 규제
대상, 규제자, 대상산업, 규제자 네트워크 등이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 간에 특별한 차

3) 표준비용모형(Standard Cost Model Measurement; SCM)은 특정 기간 동안 정부 부처나 국가 규제 당국으로부
터 발생하는 행정부담의 측정을 목적으로 하는 모형으로써, 이는 민간기업이 정부규제에서 비롯된 정보제공
의무에 순응할 때 소요되는 시간과 그에 따른 비용을 계산하는데 이용된다(이종한(2006), “행정부담의 측정
및 국가간 비교분석”, 한국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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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성이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분석을 시도한 바 있다.

2. 규제정책에 관한 입장
(1) 규제분류별 규제개혁의 방향성
위에서 제기한 전통적인 규제이원론적 분류에 따라 규제분류별로 규제에 대하여 다른 입
장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즉 경제적 규제는 규제완화나 규제철폐의 대상이지만, 사회적 규
제는 그 예외가 되어야 하며 오히려 강화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지만, 기존의 사회적 규제의
합리화도 필요하다는 입장의 문헌이 대부분이다(홍완식, 2008; 최병선, 1992; 최병선, 1993).4)

(2) 규제의 효과 및 결과
규제의 효과에 대한 문헌들의 입장도 다양하며, 그 결과 규제의 양적 팽창에 대한 평가
내지는 태도도 매우 대양하다. 우선 자유로운 경제적 의사결정 및 경제행위가 보장되어 있
지 않은 나라의 경제성장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Rodrik et al., 2004; North,
1990; Bergson, 1992).5) 일례로 Loayza et al.(2005), Djankov et al.(2006), Dawson(2006) 등은 일

관성 있게 규제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론을 얻고 있다. 특히 Djankov et
4) 일례로 미국에서는 모든 경제사회문제의 근원을 규제 탓(national whipping boy)으로 돌리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사회적 규제마저 무분별하게 완화되어 국가의 기초가 흔들리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도 있었다
(Tolchin & Tolchin(1983), “Dismantling America: The Rush to Deregulate”, Boston:Houghton Mifflin).
5) 경제주체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경제행위를 저해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규제가 왜 경제성장에 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OECD(2002)는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첫째, 과도한 규제는 경제내의 효율적인 자
원배분을 왜곡시키는 방향으로 인센티브가 작용하도록 하여 비효율적인 투자, 고용, 자원배분이 이루어지게
한다. 둘째, 규제로 인하여 자유로운 시장경쟁이 저해될 경우 특정경제주체가 불공정한 이득(렌트)을 누리게
되어 공정한 게임의 룰이 깨지게 된다. 셋째, 규제는 생산비용을 상승시켜 제품의 가격을 경쟁수준 이상으로
상승하게 한다. 넷째,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순응비용이 발생한다. 다섯째, 진입장벽과 같은 규제는 경쟁을
방해하고 시장지배력이 높은 기업을 형성시켜 불공정경쟁에 의한 사회적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자
유로운 경제적 의사결정 및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들은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곽노선․김홍균․박정수(2008), “외환위기 이후의 금융정책에 대한 평가: 효율성과 시장친화성 기준으로”,
규제연구 제18권 제1호). 사실 현실적으로 준수하기 힘든 규제는 오히려 기회주의적 왜곡을 부추길 수 있고
복잡한 절차는 정책지연뿐만 아니라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Feiock & Jeong, 2002; Meier, 1985). 또한
엄격하거나 복잡한 규제는 오히려 시장왜곡을 유인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생산성 감소와 규제증가
는 동시에 발생한다는 경험적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Meier, 1985; Denison,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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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2006)은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기업규제지수를 이용하여 기업규제의 강화가 경제성장률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지대의 관점에서 규제를 해석하여, 정부의
역할이 권리를 보호하고 계약을 집행하는 데만 제한된다면 경제적 지대는 경쟁적인 진입에
의하여 분산되지만, 정부의 역할이 이런 범위를 벗어나 확대된다면, 즉 시장의 조정과정에
정부가 개입한다면 지대의 분산과정은 정지되고 지대를 획득하려는 행동이 나타난다
(Buchanan, Tollison and Tullock, 1980:8-9; Medema, 1991:1052-1053에서 재인용)는 전통적인 공공선택

론적 시각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규제정책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집행될
경우, 규제는 시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ㆍ구조적 환경을 마련해 줄 시장과 경
제주체에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제활동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즉 제대로 작동하는 규
제는 시장 역동성을 강화시켜 국가경쟁력이나 경제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Koedijk &
Kremers, 1996)는 주장과 실증결과도 없지 않다. 또한 산업별, 사례별, 상황별로 일정한 조건

하에 규제강화내지는 도입은 문제해결에 효과가 있다는 입장도 언제나 존재해왔다. 일례로
유통규제 강화를 통해 불공정 행위나 지역과점의 폐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
고 폐해를 최소화하는 규제는 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Pilat 1997; 김성철 1997).

3. 규제의 정치경제학적 입장
(1) 규제의 정치경제: 수요와 사익성
Stigler(1971)는 지금까지 규제의 존립 근거를 제공해 온 ‘공공이익론(the public interest theory
of regulation)’을 뒤엎고 오히려 정부규제 없이 민간자유경쟁에 맡겨 두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면서, 규제는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정당화되
지 못한다는 점을 드러내었다. 같은 맥락에서 Peltzman(1976)은 정부는 선거에서 득표에 유
리한 방향으로 규제를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규제는 여러 이익집단의 상대적인 역학관계를
고려하여 정당, 정치가, 정부와 같은 정치행위자가 정권의 유지 및 안정 등의 자기이익을 극
대화하려는 동기에서 발생한다고 본다. 그 결과 이익집단들이 자신들의 혜택을 위해 정치인
들이나 규제기관을 통하여 규제를 만들거나 유지하고자할 때 사용되는 자원은 사회후생손
실을 야기하고, 사회후생손실은 국가자원의 낭비와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일례로 Shleifer & Vishny(1994)는 기업에 대한 진입장벽과 같은 규제는 정치인들과 관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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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여금 지대추구행위를 강화시킨다고 주장하였다. 동일한 맥락에서 75개국의 기업에 대
한 진입장벽을 분석한 Djankov et al.(2000)도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규제를 통해 얻는 효용을
밝히면서, 진입규제가 심한 국가일수록 부패와 비공식 경제가 커질 뿐만 아니라 공공재화나
사적 재화의 질도 결코 나아지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포획
포획이론에 따르면 규제는 규제기관과 소수의 피규제집단의 이익을 보호하는 경우가 많
다. 심지어 Gormley(1983)는 “규제관료들을 피규제 산업의 감각을 전달해 주는 운송벨트에
불과하다”라고 하였다. 포획이론에 근거한 규제의 부정적 영향에 관한 가설은 다양한 기업,
산업 및 국제 수준의 실증연구들을 통해 입증되어 왔고, 그 핵심적인 주장은 시장경쟁을 위
축시키는 규제가 강화되거나 규제정책의 결정 및집행을 담당하는 관료조직의 질이 떨어질
경우 해당 산업과 국가경제는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Van Stel et al., 2004; Johnson et
al., 1998).

4. 규제연구 경향성 분석의 구조
우리나라의 규제연구가 규제이론의 주요 구성요소에 따라 어떠한 경향성을 갖고 있는가
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의 틀을 고안하는 과정에서, 규제이론, 규제정책, 규제의 정치경제학
에 관한 이슈들을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파악하고 핵심적인 주장내지는 입장 및 관점을
개발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목적을 다소 보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의 이론적 관점에 부가
하여, 연구자들이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제도 및 규제수준에 대하여 암묵적 또는 명
시적으로 부여하는 신뢰의 정도를 분석의 틀에 도입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개발된 규
제연구들의 주장내지는 입장 및 관점의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한 본 연구의 분석틀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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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본 연구의 분석틀: 규제연구들의 주장내지는 입장 및 관점의 경향성
분류
규제
이론에
관한
입장

규제연구자들의 주장내지는 입장 및 관점

규제의 정당성

규제의 정당성은 시장실패에서 비롯된다

규제의 타당성

규제의 타당성은 RIA 등 비용편익분석적 접근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규제의 분류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를 구분한다

규제분류별 규제개혁의
규제
경제적 규제는 줄이고, 사회적 규제는 늘려야 한다
방향성
정책에
관한 규제 및 규제완화의 필요성 가능한 한 규제는 만들지 말아야 한다
입장
규제의 효과 및 결과
규제를 통하여 국가의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규제의 규제기관 및 관료의 포획 규제기관이나 관료는 포획된다
정치
규제의 사익성
규제관련 이익집단은 사익추구 행위를 한다
경제학
규제의 수요
일반국민이나 정치가들은 규제를 선호하여 수요한다
적 입장
규제개혁제도에 대한 평가 선진국의 규제개혁제도를 신뢰한다
규제
규제수준 및 품질에 대한 선진국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규제의 수준은 낙후되지
정책에
평가
않았다
대한
규제개혁제도에 대한 평가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제도를 신뢰한다
일반적
인 신뢰 규제수준 및 품질에 대한 우리나라의 규제의 수준은 일반적으로 낙후되지 않았다
평가

III. 연구의 설계
1. 분석방법
논문에는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자의 견지가 암묵적이라도 드러나게 된다. 본 연구는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을 통해, 규제연구의 경향성을 연구의 지향 및 규제개혁의 주된 주장/입
장/관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내용분석은 “사람들의 의사소통 내용 기록에 대한 분
석”으로,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무슨 이유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효과를 노리고 하는
가?’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준다(고성호 외 역⋅Earl Babbie저, 2007: 447-448). 김경동․
이온죽(1995)도 내용분석은 “인간의 상징적 기호로 표현된 의사소통의 기록물의 내용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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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나아가 그 동기나 원인 및 결과나 영향을 체계적으로 추론하려는
사회과학의 분석기법”이라 하였다. 따라서 내용분석은 “특정한 메시지가 가진 특성을 객관
적․체계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추론하는데 사용되는 기법”(Holsti, 1969: 14)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분석방법이라 판단된다. 또한 내용분석은 실험이나 조
사연구와는 달리 언제든지 절차적 오류의 재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에 방법론적으로 안전하
며, 반복적 조사를 할 수 있어 연구대상을 훼손하지 않고 경험적 연구가 가능하다(Woodrum,
1984)는 장점을 지닌다.

2. 분석대상
(1) 분석대상의 개요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1992년에 창간호부터 2012년 제21권 제2호에 걸쳐 ｢규제연구｣6)에
게재된 논문들이다. ｢규제연구｣는 규제와 관련된 주제를 가진 논문들만 싣고 있고 다양한
분과학 배경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정보와 지식을 교환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주요전문학
술지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규제연구｣의 기고논문의 내용과 연구방법은 규제 연구
경향을 가늠할 수 있는 적절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단, 특집, 동향, 정책
과제, 규제포럼, 초점, 사례연구, 기념논단, 부록, 특별기고, 권두언, 보고서 요약 등 142편의
원고들은 심사를 받지 않았거나 이론적 검토가 없고, 참고문헌이 부재하는 등 일반적인 학
술논문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규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4편7)도 제외하였다. 결국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연구논문 및 특
6) ｢규제연구｣는 1992년 한국경제연구원이 규제완화에 대한 인식확산과 규제관련연구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
라는 이름으로 창간된 후 1995년 ｢규제연구｣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02년 한국규제학회가 창립됨에 따라
2002년 제11권 제2호부터 한국규제학회와 한국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간되고 있다.
7) 전성훈․황윤재(2010)의 “이랜드-까르푸(2006년) 기업결합의 경쟁효과에 대한 계량경제학적 분석”은 기업결
합의 경쟁효과에 대한 경제분석을 시도한 논문이며, 강순희(2010)의 “실업자 훈련 종류별 노동시장 성과의
비교”는 실업자 훈련을 대상 등에 따라 나누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증의 일환으로 세부 훈련 종류별 노
동시장 성과를 비교분석하였다. 김정유(1997)의 “보완제품시장에서의 진입저지와 진입유도”는 정보가 없는
잠재적 진입기업이 사적 정보를 가지고 상호보완재를 생산하는 기존기업들이 존재하는 산업 내의 하나의 시
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수학적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우관(1997)의 “금융체제의
효율성과 금융·기업의 관계”는 금융이 자금의 동원과 배분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업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즉, 이 논문들은 기업결합, 실업자 훈련, 보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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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논문 280편이 되는바, 이상 본 연구의 분석대상을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연구의 분석대상
구분
전체 대상 논문

제외 논문

논문 수(편)

비중(%)

｢규제연구｣에 게재된 원고

426

100.0

특집

72

16.9

동향

20

4.7

정책과제

15

3.5

규제포럼

9

2.1

초점

8

1.9

사례연구

7

1.6

기념논단

5

1.2

부록

3

0.7

특별기고

1

0.2

권두언

1

0.2

보고서 요약

1

0.2

규제 미관련 연구논문

4

0.9

소계

146

34.3

280

65.7

분석대상

(2) 분석대상 논문들의 일반적인 속성: 기존문헌의 분석대상과의 비교
이러한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규제연구의 경향성을 살펴본 최병선․이혜영(2001)과 이민
창(2003)의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이 두 연구는 동일한 분류기준으로 연구주제 및 연구영역
별 규제연구의 경향을 살펴보고 있는데, 최병선․이혜영(2001)은 1992년부터의 ｢한국행정학
보｣, ｢한국정책학보｣, ｢한국정치학회보｣, ｢한국행정연구｣, ｢행정논총｣에 게재된 논문, 그리
고 주요 대학의 박사학위 논문 등 총 48편의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1990년대 초반 이
래 국내의 행정학자, 정책학자들에 의해 수행되어 온 규제 및 규제정책 연구에 대한 특징을
품시장, 금융의 기능 등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 규제와 관련된 지식을 창출하는 데는 틀림이 없으나 직접
적으로 규제와 관련된 본격적인 규제연구와는 다소 이질적이라고 판단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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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고 있다. 또한 이민창(2003)은 1990년부터 2002년까지 ｢한국행정학보｣, ｢한국정책학보｣,
｢한국정치학회보｣, ｢한국행정연구｣, ｢행정논총｣, ｢경제학연구｣, ｢규제연구｣에 게재된 논문과
박사학위논문 등 총 111편의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1990년부터 10년간의 규제연구가 전
체적으로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두 연구들은 행정학 및
정책학 분야에서의 규제연구의 경향을 분석하는 것에 중점을 둔 반면, 본 연구는 다양한 분과
학의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규제연구｣에 게재된 논문들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차별성이
있다.
참고로 최병선․이혜영(2001)과 이민창(2003)의 규제연구의 연구주제 및 연구영역별 분류
에 따라,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규제연구｣ 280편의 논문들을 유형화 하여 두 연구와 비교
해 보면 다음 <표 3>과 <표 4>와 같다.
<표 3>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규제연구의 연구주제 및 연구영역별 분류 비교
본 연구
연구주제
규제 정책결정
정책
과정
에
관한 정책집행
기준
과정
규제
행위
연 자에
구 관한
기준
영
역 규제

최병선․이혜영(2001)

이민창(2003)

규제 및
규제 및
규제 및
경제적 사회적
경제적 사회적
경제적 사회적
규제 소계
규제 소계
규제 소계
규제 규제
규제 규제
규제 규제
개혁일반
개혁일반
개혁일반
2

2

0

4

0

7

2

9

3

9

3

15

0

1

2

3

2

7

0

9

8

8

2

18

이익집단 및
공익단체

4

0

1

5

0

2

0

2

2

2

0

4

규제 기관과
관료의 행태

1

1

2

4

2

2

4

8

2

2

8

12

17

19

103

3

2

1

6

17

4

6

27

17

14

64

0

3

0

3

5

9

5

19

40

7

50

97

0

4

7

11

1

5

10

16

147

45

88

280

7

27

14

48

38

39

34

111

규제효과
원인
67
과 및 개선방안
수단
에
관한 정책수단 33
기준
기타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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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규제의 세부유형별 분류 비교
대분류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소분류

본 연구

최병선․이혜영(2001)

이민창(2003)

진입규제

24

4

19

가격규제

16

4

17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규제

92

0

0

품질규제

12

0

0

기타 경제적 규제 전반

3

0

0

소계

147

8

36

환경규제

18

14

19

산업안전 및 보건규제

5

5

5

소비자안전규제

13

1

4

사회적 차별규제

6

0

0

교통안전규제

1

2

3

위험과 위험의 관리

2

5

5

소계

45

27

36

* 본 연구에서는 연구주제 중 경제적 규제의 세부 분류에 있어, 진입규제와 가격규제만으로 논문
들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최병선(1992)의 분류를 참고하여 경제적 규제의 세부유형에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규제’, ‘품질규제’, ‘기타 경제적 규제 전반’을 새로이 추가하였다.
** 최병선․이혜영(2001)과 이민창(2003)의 연구에서는 경제적 규제 논문에서 2개 이상의 세부
규제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해당란에 모두 표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의 연구주제별 현황을 보면,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는 각각 147편
과 45편으로 경제적 규제에 대한 논문이 많다. 반면에 최병선․이혜영(2001)은 연구주제별로
는 경제적 규제가 7편, 사회적 규제가 27편으로 사회적 규제 관련연구가 많았고, 이민창
(2003)은 경제적 규제 38편, 사회적 규제가 39편으로 유사한 정도의 분포를 보였다. 연구영역

별로는 규제원인과 수단에 관한 기준인 규제효과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103편으로 가
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책수단에 관한 논문이 64편으로 많았다. 반면에 최병선․이혜영
(2001)은 규제정책에 관한 기준인 정책결정과정과 정책집행과정에 관한 연구가 각각9편으

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규제행위자에 관한 기준인 규제기관과 관료의 행태에 관한 연구
가 8편으로 많았다. 이민창(2003)은 본 연구와 같이, 규제원인과 수단에 관한 기준인 규제효
과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27편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책수단에 관한 논문이19
편으로 많았다. 최병선․이혜영(2001)과 이민창(2003)의 연구는 비슷한 시기의 논문들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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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차이가 나는데, 이는 이민창(2003)의 연구가
｢경제학연구｣와 ｢규제연구｣에 게재된 논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 연구 역시
분석대상인 ｢규제연구｣에 경제학자들이 논문을 많이 게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연구들과
는 다른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민창(2003)도 밝혔듯이, 행정학자
와 정책학자의 규제에 대한 연구경향이 경제학자들의 연구초점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분석대상 논문들의 기타 속성
본 연구의 분석대상의 전공분야별 논문 게재 현황을 살펴보면
, 경제학을 전공한 연구자들
의 논문이 141편으로 가장 많고, 행정학이 49편, 법학이 43편으로 나타났다. 다저자의 경우,
주저자의 전공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기타 전공분야로는 도시계획학, 도시공학, 교육학, 사
회학 등이 있었다.
<표 5> 분석대상의 전공분야별 게재 현황
구분

논문 수(편)

비중(%)

경제학

141

50.4

행정학

49

17.4

법학

43

15.4

경영학

33

11.8

정치학

4

1.4

기타

5

1.8

알 수 없음

5

1.8

합계

280

100.0

연구방법으로는 양적 연구가 86편, 질적 연구가 194편으로 질적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졌
으며, 그 중 사례 및 이슈 분석의 방법을 사용한 논문이 170편으로 가장 많았다. 양적 연구
의 경우 대부분 2차 자료를 이용한 논문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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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분석대상의 연구방법별 게재 현황
중분류

소분류

논문 수(편)

비중(%)

설문조사

12

4.2

2차 자료

71

25.4

실험연구

3

1.1

소계

86

30.7

사례 및 이슈 분석

170

60.7

문헌자료(판례문 등)

15

5.4

기타

9

3.2

소계

194

69.3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연구의 저자유형별로는 단독 연구가 221편으로 가장 많았고, 공동연구는 59편이었다. 연
구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은 외부지원 14편, 교내 지원 20편으로 총 34편이었다.

<표 7> 분석대상의 저자유형별 게재 현황
구분

단독

논문 수(편)
비중(%)

공동

전체

2인

3인

4인 이상

소계

221

41

14

4

59

280

78.9

14.6

5.0

1.4

21.1

100.0

<표 8> 분석대상의 연구지원 유무별 게재 현황
구분

논문 수(편)

비중(%)

외부지원

14

5.0

교내지원

20

7.1

지원받지 않음

246

87.9

전체

28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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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절차
본 연구의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용분석을 하기 위한 분석기준과 색인어를 설
정한다. 색인어는 각 분석항목의 주된 주장내지는 입장 및 관점에 대한 근거가 되는 이론과
연구 등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을 추출하였고, 코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을 추가시켜가며 최종 결정하였다. 분석항목과 색인어를 정리하면, 다음 <표 9>와 같
다. 분석항목에 대한 확인(평가)은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단 분명하게 대조되는 경우에는
3점 척도(5점, 3점, 1점)로 구성하였다. 점수에 대한 해석의 용이성을 위하여 전통적으로 규제
연구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정 및 전제나 규제개혁(완화)적인 지향을 가진 경우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설정하였다.

<표 9> 내용분석을 위한 분석항목과 색인어
분석항목
주장/입장/
관점

점
수

유형

주된 주장/입장/관점의 예시

색인어

규제이론에 관한 입장
규제는 시장실패외의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5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

규제의
정당성은
시장실패
에서
비롯된다.

-규제는 시장실패(자연독점, 외부효과 ∙정부개입, 정당
(외부성), 정보비대칭성, 공공재)에 성, 목적, 규제의
의해서만 도입되어야 한다고 명시하 이론적 근거, 규
제의 도입목적,
는 경우
규제
형성 목적
-규제는 대부분 일반적으로 시장실패
규제는 시장실패에 (자연독점, 외부효과(외부성), 정보비 ∙시장실패(독점,
4
의해서 도입된다.
대칭성, 공공재)에 의해서 도입된다 외부성/외부효과,
공공재, (정보의)
고 보는 경우
비대칭성)
3
판단유보/해당 주장에 대한 입장표명이 없음.
∙공익, 공공의 이
규제의 정당성의
익, 국민 후생, 건
근거로는
-규제는 시장실패(자연독점, 외부효과 강, 정부의 판단
시장실패이외에도 다른
(외부성), 정보비대칭성, 공공재) 이 (감시, 통제, 불공
많은 것들이 있다.
2
외의 요인들에 의해서도 도입될 수 정, 회피, 불법,
규제는 공익, 공공의
있다고 명시하는 경우(ex> 거래비용, 악용, 오용), 거래
이익, 정부의 판단 등에
비용, 금융안정,
공익, 정부의 판단 등)
의하여 도입되어야
정치적 편의, 국
정당성이 있다.
민들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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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항목
주장/입장/
관점

점
수

유형

주된 주장/입장/관점의 예시

색인어

-시장실패(자연독점, 외부효과(외부
성), 정보비대칭성, 공공재)에 의해
규제는 시장실패외의 규제가 도입된다는 가설을 완전히
1
다른 요인들에
반대하는 경우
의해서만 도입된다. -시장실패가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
서 도입되는 것이라고 명확히 언급
하고 있는 경우

규제의
타당성은
RIA 등
비용편익
분석적
접근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를
구분한다.

규제의 타당성은
근본적/기본적으로
비용편익분석 등과
같은 사회후생
극대화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규제의 타당성은
비용편익분석 등과
같이 공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규제 도입 및 규제 검토에 있어서 규
제가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비용
편익분석이나 규제영향분석 등을 실
시해야/중요하다고 보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이나 비용편익분석이
5
실시되지 않으면, 사회적 비용이 초
래된다고 보는 경우
-전반적으로 규제영향분석이나 비용
편익분석(비용효과분석)등의 필요성 ∙비용, 편익, B/C
및 중요성을 언급하는 경우
분석(BC분석)
3
판단유보/해당 주장에 대한 입장표명이 없음.
∙규제영향분석,
-규제 도입 및 규제 검토에 있어서 규 RIA, 사회총후
제가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비용 생
편익분석이나 규제영향분석 등의 방 ∙화폐화, 계량화
법이 합리적/효율적/형평적이지 않다 ∙타당성 조사, 공
는 등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 리적, 심사
규제의 타당성은
는 경우
비용편익분석 등과
1
-규제 도입 및 규제 검토에 있어서 비
같이 공리적으로
용편익분석 등을 실시할 필요가 없
접근해서는 안 된다.
다고 보는 경우
-규제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
법으로 비용편익분석 등의 공리적인
방법이 아닌 전혀 다른 방법을 제시
하고 있는 경우
규제는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경제적 규제나 사회적 규제를 구분
5 구분되며, 이 둘은 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그 성격이 상
상당한 차별성이
이함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 경우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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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항목
주장/입장/
관점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를
구분한다.

점
수

유형

주된 주장/입장/관점의 예시

4

규제는 경제적 규제와
-경제적 규제나 사회적 규제를 구분
사회적 규제로
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구분된다.

3

판단유보/해당 주장에 대한 입장표명이 없음.

-경제적 규제나 사회적 규제를 구분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이 둘이 혼합
2
규제를 구분하기
되어 있거나 중복되어 있어 확실히
모호한 규제가 있다. 구분하기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보
는 경우

색인어

∙경제적 규제(경
제규제, 경제
규제), 사회적
규제(사회규제,
사회 규제)
∙규제분류, 규제
유형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경제적 규제나 사회적 규제가 차이
1
규제는 특별한
가 없음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 경
차별성이 없다.
우
규제정책에 관한 입장

경제적
규제는
줄이고,
사회적
규제는
늘려야
한다.

가능한 한
규제는
만들지
말아야
한다.

규제정책적으로
-경제적 규제는 줄여야 하고, 사회적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5
규제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
규제를 구분하여
우 혹은 그 반대인 경우
접근해야 한다.
∙경제적 규제(경
3
판단유보/해당 주장에 대한 입장표명이 없음.
제규제, 경제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를 구분 규제), 사회적
규제정책적으로
해서 집행할 필요/이유가 없다고 주 규제(사회규제,
사회 규제)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장하는 경우
1
규제를 구분하여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를 구분
접근할 필요가 없다. 해서 집행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가
지고 있는 경우

5

규제의 신설은
지양해야 한다.
규제는 완화 및
폐지되어야 한다.

4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지양해야

-규제를 신설하거나 정부는 개입을 ∙규제완화, 규제
하면 안 된다(억제해야한다)고 명확 강화, 규제폐지
∙민영화, 민간위
히 언급하는 경우
-규제 대신 민간 등의 해당 주체가 문 탁, 작은 정부,
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 자율(적)
∙줄여(야 한다),
는 경우
-규제의 신설 및 정부의 개입과 관련 늘려야 한다,
하여 우려의 입장이 분명히 밝혀져 만들지(말아야
한다/어야 한
있는 경우
다), 신설(하지
-비효율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규
말아야 한다/해
제의 신설이나 정부의 개입은 안 된
야 한다),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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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항목
주장/입장/
관점

점
수

3

유형

주된 주장/입장/관점의 예시

한다.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완화되어야
한다.

다(정부의 억제해야한다)고 언급하
는 경우
* 5점의 경우, 규제는 무조건 신설이
지양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4점은
불필요한 규제는 신설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경우임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 및 완화되어
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판단유보/해당 주장에 대한 입장표명이 없음.

-규제 신설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규
제는 합리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품질 높은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발생하면 규제를
것을 피력하고 있는 경우
신설하거나 강화해야
2
*4점의 경우, 비합리적이고 불필요한
할 필요성은 여전하나
것을 없애야 한다 혹은 완화해야 한
그 과정은
다는 점에 중점을 둔 반면에 2점은
합리적이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규제 신설 및 강화의 필
요성은 인정하는 입장임

색인어

야 (한다), 정부
개입(하지 않아
야 한다/해야
한다/필요하다)
∙한시적 규제유
예, 규제일몰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사회문제 해결수단 중 규제가 가장
발생하면 규제를 신설
1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인식하고
및 강화해서 대응해야
있는 경우
한다.

규제를
통하여
국가의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규제의 도입이나 적용으로 인해 문
제가 더 커졌거나 해결되지 않았고,
규제를 통하여 국가의 혹은 시장의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국가의 문제, 규
5
문제는 해결되지
표현이 언급된 경우
제 도입, 문제
않는다.
-국가의 문제 해결을 위해 더 효율적
해결, 역할, 기
이라며 규제외의 다른 수단(민간위탁,
대
민영화 등)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
∙효율성 달성(떨
-계획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규제는 어뜨렸다), 형평
계획적이고
국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주 성 추구
합리적이지 않은
∙공익실현, 교차
장을 하는 경우
4 규제는 국가의 문제는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조
해결할 수 없다.
규제가 합리적이고 체계적이고 합리
적이어야 한다고 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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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항목
주장/입장/
관점

점
수
3

유형

주된 주장/입장/관점의 예시

색인어

판단유보/해당 주장에 대한 입장표명이 없음.

규제를 통하여 국가가
당면한 문제를
2 일시적/단기적으로나
마 해결해 나갈 수
있다.

-규제가 특정분야에서라도 어느 정도
혹은 일시적으로나마 국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 경우

-규제의 도입이나 적용으로 인해서
국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
는 경우
국가가 당면한 문제는
-경험적 사례 등에 있어서 규제의 도
1 규제를 통하여 해결할
입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제시하
수 있다.
는 경우
-국가의 문제 해결을 위해 효율적/합
리적인 수단이 규제라고 보는 경우
규제의 정치경제학적 입장

규제기관이
나 관료는
포획된다.

-규제기관이나 관료는 자체적인 사익
이나, 외부의 이익관계에 종속되어
규제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
-규제기관이나 관료는 자체적인 사익
이나, 외부의 이익관계(집단)에 포획
될 가능성이 있거나 되었다고 언급
∙관료, 규제자,
하는 경우
-관료의 재량에 따라 의사결정을 할 공무원, 정부
가능성이 있거나 한다고 보는 경우 종사자, 규제기
관
3
판단유보/해당 주장에 대한 입장표명이 없음.
∙포획, 압력, 종
-규제기관이나 관료는 어떠한 영향을 속, 재량
받지 않고 공익을 위하여 규제를 입 ∙의사결정(의사
규제기관이나 관료는 안 및 집행한다고 보는 경우
결정)
공익에 입각하여 -규제기관이나 관료는 객관적이고 공정
규제를 입안하며, 그 하게 집무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
1
집행에서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집무를 해야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한다고 보는 경우는 이와 다름, 공정
집무한다.
하게 집무를 못하는 현실을 비판하
는 입장이 될 수 있으므로 정반대의
입장일 수 있음
규제기관이나 관료는
자체적인 사익이나,
외부의 이익관계에
종속되어 규제와
5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
관료의 재량에 따라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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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항목
주장/입장/
관점

규제관련
이익집단은
사익추구
행위를
하므로,
현실의
규제는
이러한
사익추구행
위의
결과이다.

점
수

유형

주된 주장/입장/관점의 예시

색인어

규제관련 이익집단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활발한 활동을
5
수행하며, 현실의
규제는 이러한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규제관련 이익집단들이 자신들의 이
익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고 언급
하는 경우
-규제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개입된
다거나 이해관계 구조를 가진다는
것을 언급하는 경우
∙이익집단, 이익
3
판단유보/해당 주장에 대한 입장표명이 없음.
단체
∙상호작용
규제관련 이익집단은
∙사익, 사익추구,
자신들의 이익을
이해(관계/관계
위하여 활동을
자)
수행하지 않으며,
1 현실의 규제형성에
있어서 실제로는
이익집단들의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

일반국민이나 5
정치가들은
규제를
선호하여
수요한다.
3
1

-일반국민이나 정치가들은 규제를 선
호한다고 보는 경우
일반국민이나
-일반국민이나 정치가들이 자신들이 ∙일반국민, 정치
정치가들은 규제를 원하는 바대로 규제를 도입하고자 가/정치인, 의
회, 유권자
노력한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
선호하여 사실상
-규제는 정치인, 국민들의 요구, 정치 ∙규제 선호, 수
수요한다.
적 편의 등에 의해서 도입된다고 보 요
∙순투표 극대화,
는 경우
재선가능성(재
판단유보/해당 주장에 대한 입장표명이 없음.
선출) 극대화,
일반국민이나
선거, 당선
정치가들은 규제를
선호하지 않는다.
선진국의 규제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

선진국의
규제개혁제
도를
신뢰한다.

선진국의
규제개혁제도는
나름대로의 역사성과
5
사회성을 개입된
가운데, 상당히 높은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선진국의 제도나 규제개혁을 소개 ∙선진국(미국, 유
및 언급하면서 그 제도의 우수성을 럽, 영국, 일본,
비용 등의 정확한 근거를 들고 있는 OECD 국가 등)
경우
∙규제개혁(규제
-선진국의 제도나 규제개혁을 대안으 개혁), 규제체
로 제시하거나 롤모델로 삼고 있는 계, 평가
경우
∙선진(적이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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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항목
주장/입장/
관점

점
수

3

선진국의
일반적인
규제의
수준은
낙후되지
않았다.

유형

주된 주장/입장/관점의 예시

선진국의
규제개혁제도는
신뢰할 수 있다.

-선진국의 제도나 규제개혁을 우수하
다/효율적이다/합리적이다 등의 긍정
적인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경우

판단유보/해당 주장에 대한 입장표명이 없음.

1

특별히 선진국의
규제개혁제도를
신뢰하지 않는다.

5

선진국의 일반적인
규제의 수준은
낙후되지 않았다./
높은 편이다.

3
1

-선진국의 제도나 규제개혁을 언급하
면서 그 제도가 잘못된 것임을 정확
한 근거를 들고 있는 경우
-선진국의 제도나 규제개혁을 비효율
적이다/비합리적이다 등의 부정적인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경우

색인어

이지 않다), 신
뢰( 한다/ 하지
않다), 체계(적
이다/적이지 않
다), 합리(적이
다/적이지 않다)
∙긍정(적), 부정
(적)

-선진국의 규제자체가 혹은 규제의
수준 및 품질이 우수/효율/합리/체계 ∙선진국(미국, 유
적이다 등의 긍정적인 단어로 표현 럽, 영국, 일본,
하고 있는 경우
OECD 국가 등)
판단유보/해당 주장에 대한 입장표명이 없음.
∙규제수준, 규제
-선진국의 규제자체가 혹은 규제의 품질
선진국의 일반적인
수준 및 품질이 비효율적이다/비합 ∙평가, 낙후(되었
규제의 수준은
리적이다 등의 부정적인 단어로 표 다/되지 않았다)
낙후되어 있다.
현하고 있는 경우
우리나라의 규제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

5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체계내지는
제도는 선진적이며
합당하다.

3

판단유보/해당

1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체계내지는
제도는 뒤떨어져
있거나, 내용이나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제도를
신뢰한다.

-우리나라의 제도나 규제개혁이 선진
국과 비슷한 제도를 가지고 있거나 ∙우리나라(우리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언급하고 있 나라), 한국
∙규제개혁(규제
는 경우
-우리나라의 제도나 규제개혁을 언급 개혁), 규제체
하면서 그 제도의 우수성을 비용 등 계, 평가
의 정확한 근거를 들고 있는 경우 ∙선진(적이다/적
-우리나라의 제도나 규제개혁을 우수 이지 않다), 신
하다/효율적이다/합리적이다 등의 긍 뢰( 한다/ 하지
정적인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경우 않다), 체계(적
이다/적이지 않
주장에 대한 입장표명이 없음.
다), 합리(적이
-우리나라의 제도나 규제개혁은 문제 다/적이지 않다)
점을 가지고 있어 이를 개선하지 않 ∙긍정(적), 부정
거나 일정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적)
주장 및 제안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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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항목
주장/입장/
관점

점
수

유형

주된 주장/입장/관점의 예시

색인어

-우리나라의 제도나 규제개혁을 언급
하면서 그 제도가 잘못된 것임을 정
실질이 형식적인
확한 근거를 들고 있는 경우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우리나라의 제도나 규제개혁을 비효
있다.
율적이다/비합리적이다 등의 부정적
인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경우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규제의
수준은
낙후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규제의
5
수준은 낙후되지
않았다./ 높은 편이다.
3

1

-우리나라의 규제자체가 혹은 규제의
수준 및 품질이 우수/효율/합리/체계
적이다 등의 긍정적인 단어로 표현
∙우리나라(우리
하고 있는 경우
나라), 한국
판단유보/해당 주장에 대한 입장표명이 없음.
∙규제수준, 규제
-국민들의 규제의 체감도가 낮거나 품질
규제품질 및 수준이 낮다고 언급되 ∙평가, 낙후(되
우리나라는
어 있는 경우
었다/되지 않았
일반적으로 규제의
-우리나라의 규제자체가 혹은 규제의 다)
수준은 낙후되어
수준 및 품질이 비효율적이다/비합
있다.
리적이다 등의 부정적인 단어로 표
현하고 있는 경우

코딩을 위한 사전 준비를 위하여 일차적으로 예비코딩을 수행할 6명의 분석원들에게 코
딩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고, 저자들이 중심이 되어 분석원들과 코딩과정에 사용될 분석기
준 및 항목, 코딩방법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몇 차례의 토론의 과정을 거쳤다. 코딩은
HWP파일이나 PDF파일 형태의 논문에서 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색인어를 넣고 검색하여,
색인어를 포함하는 문장 혹은 전후 문맥을 해석한 뒤, 분석항목의 유형과 예시들을 기준으
로 점수를 부여하였다. 띄어쓰기나 조사 등에 의해 검색이 제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
여 위 <표 9>의 색인어에 밑줄 친 것처럼 어근을 중심으로 색인어를 검색하였다. 마지막으
로 코딩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 오류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자를 포함한 2인이 중복
적으로 코딩결과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또 다른 1인이 검토하였다. 일부 해석에 대한 의
견의 불일치가 있어, 조작적 정의를 보강하여 다시 적용하는 과정을 거쳐 분석결과의 정합
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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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분석결과: 규제연구의 경향성
본 절에서는 규제이론적 분석틀에 입각하여, 규제연구의 경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분석항목에 따라서는 논문이나 연구자의 입장이 명료하게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
았는바, 이러한 경우 ‘판단유보 내지는 해당 주장에 대한 입장표명이 없음’으로 분류하였고,
이 경우에는 그 빈도에 대한 설명이나 사례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1. 규제이론에 관한 입장
(1) 규제의 정당성: 규제의 정당성은 시장실패에서 비롯된다
‘규제의 정당성은 시장실패에서 비롯된다’는 관점의 전체 평균은 3.22점으로, 규제는 독
점, 외부효과(외부성), 정보비대칭성, 공공재 등 시장실패에 의해서 도입된다는 전통적인 입
장이 비교적 높이 수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규제는 시장실패에 의해서 도입된다(4
점)’는 관점이 87편으로 가장 많았다. ‘규제의 정당성의 근거로는 시장실패 이외에도 다른

많은 것들이 있다(2점)’가 42편으로 다음으로 많았다. ‘규제는 시장실패 외의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5점)'는 관점도 11편이 있었다.
<표 10> 규제의 정당성에 대한 평가의 경향
점수(점)

경제학

행정학

기타

전체

논문 수(편) 비율(%) 논문 수(편) 비율(%) 논문 수(편) 비율(%) 논문 수(편) 비율(%)

5

4

2.84

4

8.16

3

3.33

11

3.9

4

50

35.46

11

22.45

26

28.89

87

31.1

3

70

49.65

22

44.90

45

50.00

137

48.9

2

16

11.35

10

20.41

16

17.78

42

15.0

1

1

0.71

2

4.08

0

0.00

3

1.1

전체

141

100.00

49

100.00

90

100.00

280

100.0

평균

3.28

3.10

3.18

3.22

각 유형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는 시장실패 외의 다
른 요인들에 의해서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5점)’의 유형이다. 최진욱․구교준(2009)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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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행정제재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분석”에서 ‘규제는 국가가 시장실패를 치유하거나 시
장실패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다’라고 하였으며, 김은자(1995), 이종한․최진식
(2012) 등도 유사한 입장이었다. 둘째, ‘규제는 시장실패에 의해서 도입된다(4점)’의 유형이다.

이용환(2000)은 “김대중 정부의 규제개혁 중간 평가”에서 ‘정부규제 논거는 공익설에 근거한
다. 공익설은 대체적으로 자연독점으로 인한 시장실패를 전제로 한다.’고 하였으며, 이혁우
외(2011), 김성준(2002), 곽노선․김홍균․박정수(2008) 등도 유사한 입장이었다. 셋째, ‘규제의
정당성의 근거로는 시장실패 이외에도 다른 많은 것들이 있다(2점)’의 유형으로, 규제 도입
의 정당성을 공익, 정부의 판단 등에서 찾는 경우이다. 이혁우(2012)는 “이명박 정부의 규제
개혁 평가”에서, ‘규제를 단순히 그 때 그 때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
이 아니라 제도의 차원에서 사회 안의 사람들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줄여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허석균(2012)은 “DTI, LTV 및 대
출상환 조건이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는 금융안
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수단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라고 하였다. 소성규(2002),
김은자(1995) 등도 유사한 입장이었다.8)
한편 분과학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규제의 정당성에 대한 규제연구들의 경향성을 살펴보
면 <그림 1>과 같으며, 지난 20여 년 동안 규제연구에서 규제의 정당성은 시장실패에서 비
롯된다는 관점이 일반적으로 수용되어져 왔다고 할 수 있겠다. 행정학 분과의 경우, 1994년
과 1995년에는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규제연구가 없었고, 이 두 해를 제외하고 나
면 시간이 흐를수록 규제의 정당성의 근거로서 시장실패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
이고 있다. 반면 경제학 분과 논문은 시점과 무관하게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8) 참고로 현실의 규제는 시장실패 외의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만 도입된다는 입장에서, 최병선(2003)은 “규제문
화의 연구: 정치문화이론의 적용가능성”에서 ‘일반국민의 규제(정책)에 대한 선호와 태도는 경제학자들이 규
제와 논거로서 제시하고 있는 시장실패이론과는 거의 아무런 관계가 없다. 대신에 이들의 가치와 신념이야말
로 실제 규제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고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하였고, 김태윤(2012)은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비차별성에 대한 연구”에서 ‘현실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규제는 이론적으로 시
장실패에 기인하지 않으며, 정치적 편의나 국민들의 요구나 특수 이해관계 등에 따라 도입된 것이 많다는 것
이다’라고 하며, 규제는 시장실패가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도입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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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분과학별 시간의 흐름에 따른 규제의 정당성에 대한 평가의 경향

(2) 규제의 타당성: 규제의 타당성은 RIA 등 비용편익분석적 접근에 의하여 확인
되어야 한다
‘규제의 타당성은 RIA 등 비용편익분석적 접근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는 주장 내지
는 관점의 전체 평균은 3.45점이었으며, 특히 행정학 분과의 평균이 3.86점으로 높아서 경제
학 분과보다는 행정학 분과에서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김태윤․
정재희․허가형(2008)은 “한국 정부의 규제영향분석의 수준: 평가틀의 도출 및 평가 결과”에
서 ‘규제영향분석의 과정이 행정부의 규제남발을 제어하고 더욱 합리적인 규제대안을 모색
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고, 여차민․
김태윤(2009), 이용환(1996), 김은자(1995) 등도 유사한 입장이었다.
한편 분과학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규제의 타당성에 대한 규제연구들의 경향성을 살펴보
면 <그림 2>와 같으며, 전 분야의 평균이 3점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었다. 특히 1997년에
1999년까지의 평균이 다른 해에 비해 높게 분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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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규제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의 경향

점수(점)

경제학

행정학

기타

전체

논문 수
비율(%)
(편)

논문 수
비율(%)
(편)

논문 수
비율(%)
(편)

논문 수
비율(%)
(편)

5

32

22.70

21

42.86

10

11.11

63

22.5

4

0

0.00

0

0.00

0

0.00

0

0.00

3

109

77.30

28

57.14

80

88.89

217

77.5

2

0

0.00

0

0.00

0

0.00

0

0.00

1

0

0.00

0

0.00

0

0.00

0

0.00

전체

141

100.00

49

100.00

90

100.00

280

100.00

평균

3.45

3.86

3.22

3.45

<그림 2> 분과학별 시간의 흐름에 따른 규제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의 경향

(3) 규제의 분류: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를 구분한다.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를 구분한다’는 주장 내지는 입장의 전체 평균은 3.15점이나,
규제분류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3점의 유형을 제외하고 보면, 규제연구에서 경제적 규제
와 사회적 규제를 이원적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은 관례처럼 되어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규제는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구분된다(4점)’가 31편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규제는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구분되며, 이 둘은 상당한 차별성이 존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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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점)’가 8편으로 많았다.

<표 12> 규제의 분류에 대한 경향

점수(점)
5

경제학

행정학

기타

전체

논문 수
비율(%)
(편)

논문 수
비율(%)
(편)

논문 수
비율(%)
(편)

논문 수
비율(%)
(편)

4

2.84

2

4.08

2

2.22

8

2.9

4

14

9.93

14

28.57

3

3.33

31

11.1

3

123

87.23

31

63.27

84

93.33

238

85.0

2

0

0.00

1

2.04

1

1.11

2

0.7

1

0

0.00

1

2.04

0

0.00

1

0.4

전체

141

100.00

49

100.00

90

100.00

280

100.0

평균

3.16

3.31

3.07

3.15

각 유형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는 경제적 규제와 사
회적 규제로 구분되며, 이 둘은 상당한 차별성이 존재한다(5점)’의 유형으로, 이병기(2008)는
“경제자유, 규제와 경제성장”에서 ‘정부규제는 그 대상영역을 기준으로 하여, 기업 및 개인
의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경제규제와 사회적 활동을 규제하는 사회적 규제로 나눌 수 있다’
고 하였고, 서용구(1998), 김은자(1995), 이용환(2000) 등도 유사한 입장이었다. 둘째, ‘규제는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구분된다(4점)’유형이며, 규제의 분류에 대한 경향이 나타나는
대부분 논문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김성준(2002), 이혁우(2012) 등이 그러한 입장으로서, 직접
적으로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가 구분된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규제가 이 둘로 분류되
는 것을 암묵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를 구분하기
모호한 규제가 있다(2점)’의 유형으로서, 김동현․박형준․이용모(2011)는 “규제정책의 설계
와 사회적 형성이론: 제한적 본인확인제 규제형성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경제적 규제와 사
회적 규제의 구분에 의해서 설명되기 어려운 분야’로 경제적 규제인 진입규제와 청소년 보
호규제가 혼합된 형태인 App시장의 게임시장을 규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곽노현(1993)은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강화논쟁”에서 ‘소비자보호법, 환경법, 산업재해법, 증뢰
금지법 등 수많은 사회경제적 규제들이 제정되었다’라고 하며,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
를 통합하여 “사회경제적 규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넷째,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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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특별한 차별성이 없다(1점)’의 유형으로, 김태윤(2012)은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비차별성에 대한 연구”에서 ‘규제의 실질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분류개념으로는 사회적 규제
와 경제적 규제 간의 본질적인 차이를 분석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는 것으로 드러난다’고 하
였다.

2. 규제정책에 관한 입장
(1) 규제분류별 규제개혁의 방향성: 경제적 규제는 줄이고, 사회적 규제는 늘려
야 한다
‘경제적 규제는 줄이고, 사회적 규제는 늘려야 한다’는 주장 내지는 입장, 관점은 단 10편
의 논문에서만 나타났으며, 이 10편의 논문 모두 ‘규제정책적으로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
제를 구분하여 접근해야 한다(5점)’의 유형에 해당된다.

<표 13> 규제분류별 규제개혁의 방향성에 대한 평가의 경향

점수(점)

경제학

행정학

기타

전체

논문 수
비율(%)
(편)

논문 수
비율(%)
(편)

논문 수
비율(%)
(편)

논문 수
비율(%)
(편)

5

3

2.13

4

8.16

3

3.33

10

3.6

3

138

97.87

45

91.84

87

96.67

270

96.4

1

0

0.00

0

0.00

0

0.00

0

0.00

전체

141

100.00

49

100.00

90

100.00

280

100.00

평균

3.04

3.16

3.07

3.07

김순양(1998)은 “사회적 규제와 중간 집단의 역할”에서 ‘그 동안 논의되어 온 규제개혁의
방향은 규제를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구분할 경우에 주로 경제적 규제(특히 사전적 규
제)를 완화하며, 사회적 규제는 오히려 합리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하였고, 또한

서순복(1996)도 “정보통신산업에서의 공정경쟁 규제정책”에서 ‘일반적으로 경제적 규제는
완화되어야 하지만, 사회적 공정경쟁규제는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들 연구에서는 기
본적으로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구분을 가정하고 있으며, 경제적 규제는 줄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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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회적 규제는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노전표(2003), 신동선(2002) 등도 유사한 주장이
나 입장이었다.

(2) 규제 및 규제완화의 필요성: 가능한 한 규제는 만들지 말아야 한다
‘가능한 한 규제는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 내지는 입장의 전체 평균은 3.42점이며,
경제학 분과의 평균이 3.57점으로 행정학의 경우나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왔다.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지양해야 한다(4점)’가 82편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해야 할 필요성은 여전하나 그 과정은 합리적이어야 한다
(2점)’가 64
편으로 다음으로 많았다. ‘규제의 신설은 지양해야 한다/규제는 완화 및 폐지되어야 한다(5
점)’도 53편으로 적지 않게 나타났다.

<표 14> 규제 및 규제완화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의 경향

점수(점)

경제학

행정학

기타

전체

논문 수
비율(%)
(편)

논문 수
비율(%)
(편)

논문 수
비율(%)
(편)

논문 수
비율(%)
(편)

5

33

23.40

9

18.37

13

14.44

53

18.9

4

44

31.21

18

36.73

29

32.22

82

29.3

3

35

24.82

15

30.61

25

27.78

78

27.9

2

28

19.86

0

0.00

21

23.33

64

22.9

1

1

0.71

7

14.29

2

2.22

3

1.1

전체

141

100.00

49

100.00

90

100.00

280

100.0

평균

3.57

3.45

3.33

3.42

각 유형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의 신설은 지양해야
한다/규제는 완화 및 폐지되어야 한다(5점)’의 유형으로서, 김재홍(1995)은 “규제완화, 민영화
의 경제정책적 분석”에서 ‘규제완화는 이러한 상황적 필요성에 대한 최선의 대안이었다. 정
부의 통제와 간섭을 줄이고 민간의 자율성과창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규제완화정책이 기업
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었음은 너무나도 당연한 현상이었다’고 하였
다. 최병선(1992), 최승재(2009), 김은경(2007), 김성천(1997) 등도 유사한 주장 내지는 입장이었
다. 둘째,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지양해야 한다(4점)’의 유형으로서, 김솔․채지윤(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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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주요국의 부동산 파생상품 및 시사점”에서 ‘규제에는 항상 부작용이 있게 마련이며, 충
분한 사전 고려 없이 근시안적으로 도입한 규제는 오히려 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필요
한 걸림돌로 전락하기가 쉽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규제를 자꾸만 추가하기보다는 기존
제도의 활용 폭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제방안을 잡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된다’고
하였다. 김순양(1998), 김종호(2008), 김유찬(2012), 김희성(2004) 등도 유사한 주장 내지는 입장
이었다. 셋째,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해야 할 필요성은 여전
하나 그 과정은 합리적이어야 한다(2점)’의 유형으로서, 김재홍(1992)은 “정부규제의 유형별
문제점 분석”에서 ‘기존의 규제제도의 개선에 모든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새로이 규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합리적인 규제를 만드는데 최
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규제 신설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규제는 합리
적으로 만들어져야 하거나 품질이 높은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서
순탁(1993), 이우권(2004), 김관호(2009) 등도 유사한 주장 내지는 입장이었다. 넷째, ‘사회적으
로 문제가 발생하면 규제를 신설 및 강화해서 대응해야 한다(1점)’의 유형으로서, 김명수
(2011)는 “지역건설규제와 국제통상협약에 따른 시장변화”에서 ‘지역의무 공동 도급제도의

폐지는 각 지역업체에 엄청난 시장축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서울을 제외한 대
부분의 지역에서 축소율이 높게 나타나며, 무엇보다 지역 간의 시장축소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고 하였고, 윤철홍(1995) 등도 유사한 주장 내지는 입장이었다.
한편 분과학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규제의 도입관련 규제정책에 대한 규제연구들의 경향
성을 살펴보면 <그림 3>과 같다. 1990년대 초기에는 모든 분과학 분야 논문에서 규제의 신
설 및 정부의 개입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992년부터 1년
씩 시차를 두고 행정학, 경제학, 기타 분과의 평균이 5점에 달하였다. 경제학 분과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시기에 평균이 전체 평균을 상회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며, 행정학 분과의
경우, 평균의 변동폭이 크지만 2000년과 2005년 사이에서는 3점대 수준에서 변화가 거의 없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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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분과학별 시간의 흐름에 따른 규제 및 규제완화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의 경향

(3) 규제의 효과 및 결과: 규제를 통하여 국가의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규제를 통하여 국가의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주장 내지는 입장의 전체
평균은 3.33점이었으며, 경제학 분과의 평균이 3.51점으로 높았다. ‘규제를 통하여 국가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5점)’가 54편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획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규제는 국가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4점)’가 41편으로 많았다. ‘규제를 통하여 국가가
당면한 문제를 일시적/단기적으로나마 해결해 나갈 수 있다(2점)’와 ‘국가가 당면한 문제는
규제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1점)’에 대한 주장 내지는 입장도 각각 19편씩 있었다.
<표 15> 규제의 효과 및 결과에 대한 평가의 경향

점수(점)

경제학

행정학

기타

전체

논문 수
비율(%)
(편)

논문 수
비율(%)
(편)

논문 수
비율(%)
(편)

논문 수
비율(%)
(편)

5

39

27.66

7

14.29

8

8.89

54

19.3

4

19

13.48

8

16.33

14

15.56

41

14.6

3

65

46.10

28

57.14

54

60.00

147

52.5

2

11

7.80

1

2.04

7

7.78

19

6.8

1

7

4.96

5

10.20

7

7.78

19

6.8

전체

141

100.00

49

100.00

90

100.00

280

100.0

평균

3.51

3.22

3.10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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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유형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를 통하여 국가의 문
제는 해결되지 않는다(5점)’의 유형이다. 원동철(1999)은 “전파시장의 법경제적 분석”에서 ‘만
약 지금까지 당국이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 시장거래를 허용하지 않고 일일이 규제와 간섭으
로 접근해 왔다면 현재와 같은 형태의 시장이 형성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비효율이 발생했을 것이다’고 하며, 규제의 도입이나 적용으로 인해 문제가 더 커졌
거나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시장의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보고 있다. 김성배(2006), 사공영
호(2004), 김문성․배형(2012) 등도 유사한 주장 내지는 입장이었다. 둘째, ‘계획적이고 합리
적이지 않은 규제는 국가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4점)’의 유형이다. 이성우(1998)는 “고품질
규제를 위한 시장친화적 유인규제수단의 탐색”에서 ‘전통적 유형의 명령통제적 규제는 안정
적이고 표준화된 해결책을 필요로 하는 문제에 가장 적합하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기준
에 맞는 문제는 거의 없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는 시장기능을 전략적으로 이용한 유인규제
의 방법을 연구, 도입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합리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보이며, 홍명수(2006), 박병무(1994)
등도 유사한 주장 내지는 입장이었다. 셋째, ‘규제를 통하여 국가가 당면한 문제를 일시적/
단기적으로나마 해결해 나갈 수 있다(2점)’의 유형이다. 허석균(2012)은 “DTI, LTV 및 대출
상환 조건이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에 미치는 영향”에서 ‘일견 DTI규제 도입이 결과적으로
강남지역에 투여되는 부동산 투자자금을 줄이는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했을 가능성을 시사
한다’고 하였다. 이는 특정분야에서 규제가 어느 정도 국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고 보는 것으로, 백욱인(2002), 조성한(1999) 등도 유사한 주장 내지 입장이었다. 넷째, ‘국가
가 당면한 문제는 규제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1점)’의 유형이다. 유용봉(2000)은 “인터넷상
의 해킹에 대한 형법적 규제”에서 ‘국내의 경우 개인, 기업, 국가기관 등 모두가 이 사이버
공간의 해킹행위에 의한 범죄에 의하여 몸살을 앓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여야 할 법적 개념의 부재와 규범의 적용상 문제점으로 인하여 법적 특히 형법적으로
시급하게 해결하고 규제하여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규제를 통하여 국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관점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전영평(2002), 김성준(2002) 등도
유사한 주장 내지 입장이었다.
한편 분과학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규제의 효과 및 결과에 대한 규제연구들의 경향성을
살펴보면 <그림 4>와 같다. 경제학 분과의 경우, 1999년과 2002년부터 2003년까지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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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는 전반적으로 평균이 높게 분포되어 있어, 규제의 효과 및 결과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
내지는 관점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 분과학별 시간의 흐름에 따른 규제의 효과 및 결과에 대한 평가의 경향

3. 규제의 정치경제학적 입장
(1) 규제기관 및 관료의 포획: 규제기관이나 관료는 포획된다
‘규제기관이나 관료는 포획된다’는 주장이나 관점의 전체 평균은 3.39점으로 특히, 이와
같은 주장이나 관점은 경제학 분과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56편의 논문이 ‘규제기관이나
관료는 자체적인 사익이나, 외부의 이익관계에 종속되어 규제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가능
성이 있다(5점)’라는 주장이나 관점을 나타내고 있다.
<표 16> 규제기관 및 관료의 포획에 대한 평가의 경향

점수(점)

경제학

행정학

기타

전체

논문 수
비율(%)
(편)

논문 수
비율(%)
(편)

논문 수
비율(%)
(편)

논문 수
비율(%)
(편)

5

24

17.02

18

36.73

14

15.56

56

20.0

3

117

82.98

30

61.22

76

84.44

223

79.6

1

0

0.00

1

2.04

0

0.00

1

0.4

전체

141

100.00

49

100.00

90

100.00

280

100.00

평균

3.34

3.69

3.31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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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현상(2012)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위한 규제개혁: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적
사용 기술개발의 규제개혁을 중심으로”에서 ‘정책결정자들은 전문가나 시민 및 이해관계자
들로부터 깨끗한 지역환경과 경제성장에 대한 압력과 제안을 지속적으로 받게 된다. 이러한
영향관계에서 지방정부와 정책결정자들은 지역사회 그린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수단개발에
더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된다’고 하였고, 전영평(2002) 역시, “대
기오염저감을 위한 환경규제부처와 에너지관리부처 기능조정에 관한 연구”에서 ‘규제기관
인 정부는 피규제기관의 논리, 정보, 영리적 제안, 퇴직 후 직장보장 등의 제안에 의해 포획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사공영호(2010), 박수혁(2001), 김재홍(1995), 이성우(1998) 등 여
러 논문들이 이와 유사한 주장 내지 입장을 나타내고 있었다.
한편 분과학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규제기관 및 관료의 포획에 대한 규제연구들의 경향
성을 살펴보면 <그림 5>와 같다. 행정학 분과에서 분석대상에 포함되지 않은1994년과 1995
년과 사례수가 적어 돌출된 점수 분포를 보이고 있는1998년과 2002년, 2010년을 제외하면,
전 분과학의 평균이 3점과 4점 사이에 분포하고 있어, 규제의 포획현상이 존재하고 있음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림 5> 분과학별 시간의 흐름에 따른 규제기관 및 관료의 포획에 대한 평가의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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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의 사익성: 규제관련 이익집단은 사익추구 행위를 한다
‘규제관련 이익집단은 사익추구 행위를 한다’는 주장이나 관점의 전체 평균은 3.48점이었
다. 67편의 논문이 ‘규제관련 이익집단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활발한 활동을 수행하며,
현실의 규제는 이러한 상호작용의 결과이다(5점)’라는 주장이나 관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와 같은 주장은 경제학 분과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표 17> 규제의 사익성에 대한 평가의 경향

점수(점)

경제학

행정학

기타

전체

논문 수
비율(%)
(편)

논문 수
비율(%)
(편)

논문 수
비율(%)
(편)

논문 수
비율(%)
(편)

5

33

23.40

17

34.69

17

18.89

67

23.9

3

108

76.60

32

65.31

73

81.11

213

76.1

1

0

0.00

0

0.00

0

0.00

0

0.00

전체

141

100.00

49

100.00

90

100.00

280

100.00

평균

3.47

3.69

3.38

3.48

박병무(1994)는 “기술개발 활동과 정부의 규제”에서 ‘규제의 성격이나 내용, 또는 대상을
둘러싸고 있는 이해관계 집단은 때로는 정부당국 못지않게 규제의 성격이나 집행시한 등의
결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이는 규제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개입된다거나 이해관계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규제관련 이익집단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는 관점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최진욱(2006), 이용환(1996), 김동현․
박형준․이용모(2011) 등 여러 논문들이 유사한 주장 내지 입장을 나타내고 있었다.
한편 분과학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규제의 사익성에 대한 규제연구들의 경향성을 살펴보
면 <그림 6>과 같은바, 앞서 살펴본 규제기관 및 관료의 포획에 대한 규제연구들의 경향성
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며, 규제관련 이익집단은 사익추구 행위를 한다는 관점도 규제연구에
서 보편적으로 수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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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분과학별 시간의 흐름에 따른 규제의 사익성에 대한 평가의 경향

(3) 규제의 수요: 일반국민이나 정치가들은 규제를 선호하여 수요한다
‘일반국민이나 정치가들은 규제를 선호하여 수요한다’는 주장이나 관점의 전체 평균은
3.20점이었고, 이와 같은 주장은 경제학과 행정학 분과에서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28
편의 논문이 ‘일반국민이나 정치가들은 규제를 선호하여 사실상 수요한다(5점)’라는 주장이
나 관점을 나타내고 있다.
<표 18> 규제의 수요에 대한 경향성 평가

점수(점)

경제학

행정학

기타

전체

논문 수
비율(%)
(편)

논문 수
비율(%)
(편)

논문 수
비율(%)
(편)

논문 수
비율(%)
(편)

5

13

9.22

12

24.49

3

3.33

28

10.0

3

128

90.78

37

75.51

87

96.67

252

90.0

1

0

0.00

0

0.00

0

0.00

0

0.00

전체

141

100.00

49

100.00

90

100.00

280

100.00

평균

3.18

3.49

3.07

3.20

이주선(2000)은 “일반의약품 표준소매가격규제 폐지의 경제학”에서 ‘규제는 자신들의 집
단적 이익을 유지하거나 획득하려는 이익집단들에 의해서 수요되고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
는 정치적 연대를 이끌어 내려는 선출직 공직자들과 이들에 의해서 임명되는 관료들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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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공급된다’고 하여 ‘일반국민이나 정치가들은 규제를 선호하여 수요한다’는 입장을 잘 드
러내고 있다. 이용환(2000)도 “김대중 정부의 규제개혁 중간 평가”에서 ‘지역구민의 이해가
걸린 경우에는 국회의원 스스로 지역의 이익을 위해 나선다. 이같은 활동은 다음 선거 시
유권자들의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국회의원 역시 이해관계자가 된다’
고 하였다. 김일중(1994), 김미경․라휘문․정용덕(1998), 전용덕(1993), 이혁우(2012) 등도 유
사한 주장 내지 입장이었다.

4. 선진국의 규제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
(1) 선진국의 규제개혁제도에 대한 평가: 선진국의 규제개혁제도를 신뢰한다
‘선진국의 규제개혁제도를 신뢰한다’는 입장이나 관점의 전체 평균은 3.54점으로, 82편의
논문이 ‘선진국의 규제개혁제도는 나름대로의 역사성과 사회성을 개입된 가운데, 상당히 높
은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선진국의 규제개혁제도는 신뢰할 수 있다(5점)’라는 입장이나 관점
을 보이고 있다. 반면, ‘특별히 선진국의 규제개혁제도를 신뢰하지 않는다(1점)’는 6편이었다.
<표 19> 선진국의 규제개혁제도에 대한 평가의 경향

점수(점)

경제학

행정학

기타

전체

논문 수
비율(%)
(편)

논문 수
비율(%)
(편)

논문 수
비율(%)
(편)

논문 수
비율(%)
(편)

5

40

28.37

17

34.69

25

27.78

82

29.3

3

96

68.09

32

65.31

64

71.11

192

68.6

1

5

3.55

0

0.00

1

1.11

6

2.1

전체

141

100.00

49

100.00

90

100.00

280

평균

3.50

3.69

3.53

100.00
3.54

‘선진국의 규제개혁제도는 나름대로의 역사성과 사회성을 개입된 가운데, 상당히 높은 성
과를 창출하고 있다/선진국의 규제개혁제도는 신뢰할 수 있다(5점)의 유형을 살펴보면, 한현
옥(2002)은 “전자상거래시대의 공정거래정책
”에서 ‘아직 미국이나 EU처럼 관련 규제를 개선
하거나 독자적인 관련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한 경쟁정책당국의 인식
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일반론적인 접근에 머물고 있다’고 하며,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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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EU처럼 우리나라의 규제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또한 강병
호(2005)는 “우리나라 금융감독 및 자율규제체계에 관한 연구”에서 ‘선진국의 경우 공적 규
제기구와 자율규제기구 간의 적절한 업무 및 권한배분을 통해 조화로운 규제체계를 갖고 있
다’고 하였다. 이와 유사한 입장으로 김솔․채지윤(2010), 이주선(2001), 서순탁(1993) 등의 연
구가 있다. 한편, ‘특별히 선진국의 규제개혁제도를 신뢰하지 않는다(1점)’의 유형으로는, 노
전표(2003), 김금수(2000) 등의 연구가 있다.

(2) 선진국의 규제수준 및 품질에 대한 평가: 선진국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규
제의 수준은 낙후되지 않았다
‘선진국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규제의 수준은 낙후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나 관점의 전체
평균은 3.14점으로, 20편의 논문이 ‘선진국의 일반적인 규제의 수준은 낙후되지 않았다(5
점)’라는 입장이나 관점을 나타내고 있다.
<표 20> 선진국의 규제수준 및 품질에 대한 평가의 경향

점수(점)

경제학

행정학

기타

전체

논문 수
비율(%)
(편)

논문 수
비율(%)
(편)

논문 수
비율(%)
(편)

논문 수
비율(%)
(편)

5

10

7.09

4

8.16

6

6.67

20

7.1

3

131

92.91

45

91.84

84

93.33

260

92.9

1

0

0.00

0

0.00

0

0.00

0

0.00

전체

141

100.00

49

100.00

90

100.00

280

100.00

평균

3.14

3.16

3.13

3.14

김관호(2009)는 “국가안보 차원의 외국인직접투자 규제: 한국과 미국의 관련 규제의 비교
고찰”에서 ‘미국은 자국의 규제가 국가안전의 보호라는 목표와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방적
환경의 조성이라는 경제적 목표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
다’고 하였는데, 이는 선진국의 규제의 수준 및 품질이 우수하다는 관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입장으로 이성우(1998), 김태윤(2012) 등의 연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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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리나라의 규제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
(1)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제도에 대한 평가: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제도를 신뢰한다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제도를 신뢰한다’는 입장이나 관점의 전체 평균은 2.17점으로 선진
국의 규제개혁제도의 신뢰성에 대한 평가(평균 3.54점)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체계내지는 내용이나 실질이 형식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1점)’라는 주장이
나 관점을 가진 논문이 131편으로,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체계내지는 제도는 선진적이며 합
당하다(5점)’가 15편인 것에 비해 매우 많았다.
<표 21>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제도에 대한 평가의 경향

점수(점)

경제학

행정학

기타

전체

논문 수
비율(%)
(편)

논문 수
비율(%)
(편)

논문 수
비율(%)
(편)

논문 수
비율(%)
(편)

5

6

4.26

4

8.16

5

5.56

15

5.4

3

71

50.35

14

28.57

49

54.44

134

47.9

1

64

45.39

31

63.27

36

40.00

131

46.8

전체

141

100.00

49

100.00

90

100.00

280

100.00

평균

2.18

1.90

2.31

2.17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체계내지는 제도는 선진적이며 합당하다(5점)’의 유형을 살펴보면,
이혜영 외(2011)는 “금융부문의 유사행정규제에 관한 연구”에서 ‘현 정부 들어서는 규제개
혁을 국정의 최고 우선순위로 설정하여 정책적 규제의 개혁, 제도 선진화를 추진했으며, 그
결과 실제 상당한 규제 정비 및 합리화를 이룬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 유사
한 입장으로 이재림․이상민(2003), 이혁우 외(2011) 등의 연구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규
제개혁체계내지는 제도는 뒤떨어져 있거나, 내용이나 실질이 형식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
고 있다(1점)’의 유형으로, 이종한․최진식(2012)은 “제도적 특성과 규제개혁의 상호보완관계
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OECD 국가의 생산물시장 규제를 중심으로”에서
‘문제는 IMF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단행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에 대한 논의는 제도개혁
에 대한 논의와는 별개로 시장과 정부개입이라는 이분법적 논리에 갇혀 있었다고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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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였다. 또한 김태윤․양준석(2005)은 “규제개혁 국제지수의 개발”에서 ‘글로벌스탠더
드의 차원에서 보면 한국은 아직도 규제체계가 중앙통제적이고 복잡하며 불투명하고, 다른
경쟁대상 국가에 비교하여 규제의 효율성 역시 뒤떨어져있다는 평가가 많다’고 하였다. 이
들 연구에서 연구자는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은 문제점을가지고 있다는 관점을 지니고 있다
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최유성․최무현(2012), 김은자(1995), 조성한․주영종(2008) 등 여
러 논문들이 유사한 주장 내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분과학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제도에 대한 평가에 대한 규제연
구들의 경향성을 살펴보면 <그림 7>과 같다. 선진국의 규제개혁제도에 대한 평가의 경향성
과 대조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고, 1992년에 기타 분과와 2011년 행정학 분과에서만 예외적
으로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 7> 분과학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제도에 대한 평가의 경향

(2) 우리나라의 규제수준 및 품질에 대한 평가: 우리나라의 규제의 수준은 일반
적으로 낙후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규제의 수준은 일반적으로 낙후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나 관점의 전체 평균은
2.53점으로, 선진국의 규제수준 및 품질에 대한 평가(평균 3.14점)와는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규제의 수준은 낙후되어 있다(1점)’라는 주장이나 관점을 가진 논문이 71편으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규제의 수준은 높은 편이다(5점)’이 5편인 것에 비해 매우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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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우리나라의 규제수준 및 품질에 대한 평가의 경향 평가

점수(점)

경제학

행정학

기타

전체

논문 수
비율(%)
(편)

논문 수
비율(%)
(편)

논문 수
비율(%)
(편)

논문 수
비율(%)
(편)

5

1

0.71

0

0.00

4

4.44

5

1.8

3

101

71.63

33

67.35

70

77.78

204

72.9

1

39

27.66

16

32.65

16

17.78

71

25.4

전체

141

100.00

49

100.00

90

100.00

280

100.00

평균

2.46

2.35

2.73

2.53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규제의 수준은 낙후되지 않았다(5점)’의 유형을 살펴보면, 김정
수(1992)는 “우리나라 규제완화, 그 역사와 평가”에서 ‘행정규제완화 대상과제에 대해 정부
는 새로운 개선대상의 지속적 발굴 및 이미 발굴된 개선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등으로
규제완화에 대한 각 기관의 관심을 높여 규제완화대상의65%를 조치 완료했거나 조치키로
합의하였다고 발표, 그 성과가 양호한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이원흠(2008)
등도 유사한 주장 내지 입장이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규제의 수준은 낙후되어
있다(1점)’의 유형으로, 이혜영 외(2011)는 “금융부문의 유사행정규제에 관한 연구”에서 ‘금
융부문에서 규제완화, 규제합리화에 대한 체감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림 8> 분과학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우리나라의 규제수준 및 품질에 대한 평가의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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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2002), 한선옥(1997), 전영평(2002), 김종호(2008) 등도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에 대한 국
민들의 체감도가 낮고, 규제의 품질 및 수준이 낮다는 관점을 지닌 연구들이다.
한편 분과학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의 규제수준및 품질에 대한 평가에 대한 규
제연구들의 경향성을 살펴보면 <그림 8>과 같다. 1992년과 2008년에 기타 분과와 1993년
경제학 분과만 예외적으로 평균점수가3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규
제수준 및 품질에 대한 규제연구자들이 지니고 있는 경향은 부정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지난 20여 년간의 규제연구의 전반적인 경향성을 ｢규제연구｣에 실린 유효한
논문들 전수를 대상으로 규제이론 및 규제정책에 관한 시각 등에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
내용분석을 도입하여, 연구의 공식적인 주제뿐만 아니라 연구자가 지니는 연구의 지향 및
규제개혁에 대한 입장이나 관점, 전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하여 분과학별, 시기별로도 논문들의 경향성을 살펴보았으며, 각 주장내지는 입장 및 관점
에 대한 대표적 유형의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규제이론에 관한 입장에서는 시장지향적이며 전통적
인 주장이나 관점이 대체로 수용되고 있었다. 규제의 정당성은 시장실패에서 비롯된다는 관
점과 규제의 타당성은 비용편익분석적 접근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관점, 규
제가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구분된다는 입장이 그것이다. 둘째, 규제정책에 관한 입
장에서는 규제나 정부의 개입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이나 관점이 내재된 연구들이 많았다.
규제의 신설과 정부의 개입은 지양되어야 하고, 국가사회적 문제는 정부의 개입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셋째, 규제의 정치경제학적 입장인 규제기관 및 관
료의 포획, 규제의 사익성, 규제의 수요 등에 대한 주장이나 관점도 대체로 수용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규제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에서는 선진국과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가 대조
적으로 나왔다. 선진국의 규제개혁제도나 규제품질은 합리적이고, 우수하다는 입장이나 전
제가 일반적이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규제개혁제도에 많은 문제점이 있고, 규제의 품
질도 낮다는 것이다. 한편 규제연구를 위한 핵심적 분과학인 행정학과 경제학 분야 논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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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차별성이 눈에 띄는 점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대체로 규제의 정당성, 정부의 역할 등에
대하여 경제학 분야 논문이 전반적으로 비교적 부정적인 경향이 견지되었던 것과는 대조적
으로 행정학 분야 논문들의 주장이나 관점은 사안에 따라 다소 유연하고 다양한 입장을 보였
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특징적인 것은, 규제연구가 등장하기 시작했던 1990년대 초반에는
규제완화 및 정부개입의 비효율성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다가, IMF외환위기나 금융위
기가 발생한 시점 이후에는 단기적으로 그러한 경향이 누그러지는 패턴을 보였다. 또한 경제
학 분야의 논문들의 주장이나 관점이 비교적 큰 변화 없이 일관된 경향을 보이는 반면, 행정
학 분야 논문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변동하는 경향을 보였다
.
본 연구는 연구의 주된 주장뿐만 아니라 연구자들이 내면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관점이나
입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내용분석을 도입하였는바, 본 연구의 한계도
상당수 이 내용분석의 과정에 기인하고 있다. 우선, 방대한 텍스트에 대한 코딩과 해석과정
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문제점이 있다. 코
딩과정에서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매뉴얼을 만들고, 분석원들과 분석기준 및 항목의 이해를
위한 토론과정을 몇 차례 거쳤고, 코딩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도 오류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수차례의 교차검증을 실시하였으나 여전히 오류와 해석상의 이견이 남아 있을 수 있
다. 둘째, 소수이기는 하지만 몇몇 항목의 경우 본 논문이 상정하고 있는 주된 주장내지는
입장 및 관점에 해당되지 않는 논문들의 수가 상당히 많았다. 그 결과 내용분석의 대상이
되는 논문의 유효수가 부족하여 보편적인 함의를 갖는 해석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셋째,
논문의 주된 주장과 논문에 내재되어 있는 연구자의 관점이나 입장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
에, 논문의 관찰에 있어 주장과 관점이나 입장의 상대적 경중을 헤아려 반영하지 못하였다.
주된 주장과 내면적인 관점이나 입장은 그 이론적 전개의 정교함과 함의에 있어 비중이 매
우 다르므로 반드시 구별되어야 했지만 본 논문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향후에 본 연구의 방법론의 대강은 유지하면서 위의 한계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론
상의 보강과 정교한 분석과정을 적용한 보다 적절한 분석이 수행되기를 기대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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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ritical Review of Regulatory Studies in Korea
: Subject of Research and Tendency of Researchers

Lee, Su-Ah · Kim, Tae-Yun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rend of regulatory studies in regulatory theory and regulatory
policy in Korea. For this purpose, it conducts a content analysis of 280 article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Regulation Studies from 1992 to 2012, focusing on not only subject of

researches but also researcher's orientation and perspectives on regulatory reform.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regarding regulation theory, the
market-oriented and traditional claims were generally accepted. Second, many studies
expressed the negative view on regulation or the government's intervention. Third, the
political economic perspectives of regulation such as the capture of regulatory bureaucrats, the
private interest in regulation, the demand for regulation and so on were received generally .
Fourth, the general trust in regulatory policy in advanced countries and Korea showed a
contrasting result. Finally, there were the gap between the background expertise of researchers
like public administration and economics of the legitimacy of regulation, the role of
government, etc. and the difference of stance on deregulation and the inefficiency of
government intervention.

Key words: Regulatory Study, Regulation Theory, Regulatory Policy, Political Economy of
Regulation, Regulatory Reform, Content Analysis, Research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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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소유지분과 기업의 기술적
효율성에 관한 연구
-석유기업을 중심으로김대욱* ․정웅태** ․최우진***
본 연구는 석유기업의 기술적 효율성에 미치는 구조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석유기업의 기술적 효율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어떠한 요인이 석유기업의 기술적 효율성의 차이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실증적인
분석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2000년～2008년까지 Energy Intelligence의 Top 100
Ranking the World Oil Companies의 자료를 사용하여, 석유기업의 기술적 효율성을 확률적
프론티어(stochastic frontier)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회귀분석결과에 의하면, 기업의 기술
적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 중에서 기업의 수평적 또는 수직적
다각화는 기업의 효율성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비
해서 석유기업에 대한 정부소유지분의 증가는 기업의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추정모형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분석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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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두 분의 심사위원께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한
다. 또한, 본 연구는 2010년도 숭실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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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우리나라의 국영석유기업에 대한 정부소유지분의 축소는 기업의 효율성 증대에 긍정
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영석유기업에 대한 수직적 계열화
또는 수평적 다각화 조치도 기업의 기술적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 용어: 석유기업, 정부소유지분, 기술적 효율성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L1, L4, L5

I. 서론

원유를 전량 해외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국제원유시장의 변동에 따라서 경
제전체는 큰 영향을 받아 왔다. 국제석유시장은 그동안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1차 에너
지 공급량의 10% 미만을 차지할 정도로 영향력이 크지 않았으나, 현재는 1차 에너지 공급량
의 약 80% 수준을 차지할 정도로 거대한 규모로 발전하였다. 석유산업의 이러한 비약적 발
전에는 메이저 기업으로 불리는 거대 국제석유자본의 역할과 국영석유기업의 발전이 큰 역
할을 하였다.1)
국제석유시장의 이러한 변화 가운데 국영석유기업의 영향력 증대는 주목할 만하다. 국영
석유기업은 1960년대에 주요 산유국에서 정부를 대신하여 석유를 개발하고, 석유산업 전반
에 관한 관리 및 운영권을 행사하며, 이를 통해서 메이저 기업과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2) 이러한 국영석유기업을 소유한 국가는 현재 전 세계 석유매장량의 약90%이
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원유생산량은 점차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이들 기
업에 대한 이해는 석유시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 브라질, 인도 및 러시아 등도 석유시장에서 중요한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석유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국영석유기업들도 점차로 해외시장에
대한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나아가서 국영석유기업들은 석유화학 산업에 진출을 확대하거
나 하류부문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함으로써 사업의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국제석유자본
과 다양한 형태로 경쟁하고 있다.
1) 주요한 메이저 기업은 Standard Oil Co., Texaco inc, Gulf Oil Corp., Standard Oil Co. of California, British
Petroleum CO. Ltd, Royal Dutch Shell Petroleum Co., Cie Francaise Des Petroles 등이 있다.
2) 대표적으로 Aramco(사우디아라비아), PDVSA(베네수엘라), KPC(쿠웨이트), NIOC(이란), PEMEX(멕시코) 등
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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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영석유 기업 및 국제석유기업의 효율성에 미치는 다양한 제도적 요인과 구
조적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3) 구체적으로 개별기업에 대한 정부소유지분의 정도의 차이
가 기업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나아가서 사업의 다각화(수평적 또는 수직적) 및
M&A 등이 기업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자 한다. 석유기업에 대한 정부소유지
분은 작게는 7%에서 많게는 100%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중 국영기업은 대부분
정부가 50%를 훨씬 넘어선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최근에는 신흥 석유 산업
국에서는 국제석유자본과 지분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는 경영형태도 점차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소유지분이 50% 이상을 가져서 경영에 있어서 큰 영향력
을 행사하는 경우와 함께 정부가 지분을 소유하여 경영에 있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두 가
지 형태로 크게 구분하여 정부소유지분이 기업의 효율성에 영향을 분석한다
. 본 연구는 나
아가서 기업의 구조적 요인이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서 석유산업 구
조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석유산업은 원유를 탐사하고 개발하는 과정, 정제하는
과정, 판매하는 과정 및 수송하는 과정 등 크게4가지 형태로 구분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원유를 생산하는 과정은 석유를 발견하기 위해서 시추하는 과정과 유전을 개발하는 과정 및
석유를 채취하는 3단계로 구분이 된다. 두 번째 단계인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은 원유를 휘
발유, 등유 및 경유의 제품으로 분류하는 과정으로 이 단계에서는 석유화학이 포함된다. 세
번째 단계는 정제된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단계로 정유공장에서 석유제품의 수입국이나 자
국의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과정이며, 보통 이 단계에서는 대규모의 저장시설을 필요로 한
다. 마지막으로 4번째 단계는 원유의 생산, 정제 및 제품판매를 연결시키는 과정을 말한다.
석유기업은 이러한 기능적 세분화에 따라서 위의4개 부문 중에서 2개 이상의 기능을 담당
하고 있는 경우 이를 수직적으로 통합된 기업이라고 말한다. 또한, 석유기업은 대규모의 자
본을 바탕으로 석유관련 산업 이외에 통신이나 건설 등 타 산업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사업
의 다각화를 추진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석유산업 구조의 이러한 다양성 하에서 본 연구는
기업 내부의 경영의 다양화로 인한 기업의 구조적 특징이 기업의 효율성에 미치는 크기와
중요성에 관해서 정량적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3) 효율성이란 크게 기술적 효율성과 경제적 효율성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투입요소를 증가시키
지 않고는 산출물을 증가시킬 수 없는 형태인 기술적 효율성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후의 효율성은 모두 기
술적 효율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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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기업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제도적인 요인과 구조적인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2000∼2008년 동안의 Energy Intelligence의 Top 100 Ranking the World
Oil Companies의 자료를 사용하여 기업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률적 프론티어
(Stochastic Frontier)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회귀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정부소유지분은 기

업의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기업의 다각화(수평적 또는 수직
적)는 (모형에 따라서 통계적 유의성에 차이가 존재하나) 기업의 효율성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큰 틀에서 보면, Al-Obaidan and Schully(1991),
Hartley and Medlock(2007) 및 Wolf and Pollitt(2008)의 실증분석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Ⅱ장은 국영석유기업의 효율성에 관한 기존의 연
구에 대해 논의하고, Ⅲ장은 기업의 효율성에 대한 실증적 분석방법을 다루며, Ⅳ장은 회귀
분석결과에 대해 논의하며, Ⅴ장은 추정결과의 견고성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Ⅵ은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Ⅱ. 기존의 연구
석유기업의 효율성을 분석한 기존의 연구는 크게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이론적 연구를 살펴보면, 우선 Hartley and Medlock(2007)의 연구가 존재한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국영석유기업은 민영석유기업과 상이한 네 가지의 특징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우선 국영석유기업은 민영석유기업에 비해서, 고용인원이 많은 특징이 있으며,
석유자원에 대한 투자를 민영석유기업에 비해서 작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국영석유기업은 자원을 개발함에 있어서 미래가치보다 현재가치를 중시하는 특징이
있으며, 자국 국민들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석유제품을 판매한다고 주장하였다. 저자는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는 주요한 경제학적인 이유는 국영석유기업은 본질적으로 주인과 대
리인의 문제(principals and agents)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국영석유기업의 운
영에서 이러한 주인과 대리인의 문제가 발생하는 주요한 이유는 우선 국영석유기업은 정부
로부터 기업의 채무에 대한 부채상환보증을 받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부딪치
더라도 언제든지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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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영석유기업의 성과는 특정한 잣대로 평가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며, 국영석유기업
의 시장가치를 평가하는 기준 또한 민영석유기업에비해서 광범위하고 어렵기 때문에 국영
석유기업은 기업의 가치평가 측면에서도 주인과 대리인의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그러나, 국영석유기업과 민영석유기업의 이러한 이론적인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경제학
적으로 민영석유기업이 반드시 국영석유기업에 비해서 보다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민영석유기업이 국영석유기업에 비해서 보다 경쟁적이라는 것은 매우 특정한
전제조건(가령, 경쟁적인 시장과 시장의 실패가 존재하지 않는 시장) 하에서만 이론적으로 성립하기
때문이다.4)
한편, 석유기업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수행한 논문은Al-Obaidan and Schully(1991)의 연
구 이후에 소수만 존재한다. 먼저, Al-Obaidan and Schully(1991)는 1979년～1982년까지 수직
적으로 통합된 44개의 석유기업을 대상으로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정량적 회귀분석결과에
따르면, 국영석유기업은 민영석유기업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효율적인 것으
로 나타났다. 유사한 연구로는 Eller et al.(2007)의 연구가 있으며 이들은 Hartley and
Medlock(2007)의 이론적 연구를 실증적으로 테스트하였다. 구체적으로 2002년∼2004년 동안
의 80개 기업의 자료를 사용하여 비모수적인 방법과 모수적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분석을 시
행하였다. 비모수적 분석을 위해서 산출물을 대신하여 총매출액을 사용하였으며, 투입요소
로는 노동인원, 석유매장량 및 가스매장량을 사용하여 효율성 수치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에 따르면, 전체 샘플의 효율성의 평균은 국영석유기업의 효율성의 평균에 비해서 높은 것
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모수적 분석결과에 의하면, 기업의 효율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
인은 자국 내의 국민에 대한 보조금 지급, 수직적 통합 및 정부의 지분 등으로 나타났다. 한
편, Victor(2007)에 따르면, 민영석유기업은 국영석유기업에 비해서 생산량 한 단위당 매출액
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Wolf and Pollitt(2008)는 국영석유기업의 민영화가 기업
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8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영기
업의 정부소유지분의 축소는 기업의 효율성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기업의 다각화의 정도를 수직적 통합뿐만 아니라 수평적 다각화의 여부 및M&A를 포함하
4) Laffont and Tirole(1993)은 국영기업과 민영기업에 대해서 소유형태에 따른 효율성의 차이에 대해서 이론적
인 결론을 내리는 것은 어렵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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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기업의 다각화를 보다 포괄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제로 수평적 다각화는 기업에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으므로, 기업의 효율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기존의 연구를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다. 둘째, Hartley and Medlock(2007)은 자료의 제한으로 인해서 분석기
간을 2002년∼2004년으로 하였으나, 본 연구는 분석기간을 2000년∼2008년으로 확장하여
보다 일반화된 결론의 도출을 시도하였다. 마지막으로, Hartley and Medlock(2007)의 연구를
실증적으로 테스트한 Eller et al.(2007)의 연구는 종속변수로써 생산량이 아니라 매출액을 사
용하고 있으며, 본 연구는 종속변수로 두 가지 변수를 모두 사용하여 보다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하였다.

Ⅲ. 계량경제학적 분석
1. 사용자료
본 연구는 2000년～2008까지의 Energy Intelligence의 Top 100 Ranking the World Oil
Companies의 자료를 사용하여 석유기업의 효율성은 다양하게 분석하였다. 본 자료는 석유
기업의 생산함수 추정에 필요한 생산량 및 총매출액, 투입인원, 자산 또는 매장량에 관한 세
부정보뿐 아니라 기업의 구조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에 관한 세부적인 정보를 보유하고 있
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소유지분의 정도, 수직적 통합의 여부 및 수평적 다각화에 관한 자료
를 가지고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 외에도 기업의 설립연도 또한 기업의 생산성에 영향
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각 기업의 홈페이지에서 기업의 설립연도에 관한 정보를 추가적으
로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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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기초통계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총관찰치

output(1,000 B/D)

1,201

1,857

23

12,193

708

employee(명)

51,935

134,397

161

1,700,000

708

oil reserve(million
BBL)

11,143

35,128

1

264,300

708

gas reserve(BCF)

51,473

159,397

20

1,300,000

708

age

48

36

1

149

708

age_sq

3,596

4,823

1

22,201

708

ownership(50%)

0.364

0.482

0

1

708

ownership(positive)

0.462

0.499

0

1

708

vertical integration

0.576

0.494

0

1

708

diversity

0.503

0.500

0

1

708

merger

0.006

0.075

0

1

708

opec

0.124

0.330

0

1

708

<표 1>은 기업의 생산함수 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기초통계량을 나타낸다. 기초통계를 보
면, 기업의 생산량, 자산, 매장량, 고용인원, 기업의 년수에 있어서 기업마다 차이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다. 기업의 구조적 요인과 제도적 변수 중에서 정부소유지분을 50% 이상 소유
한 기업은 전체 샘플의 약 36.4%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소 지분의 보유 정도는 7.6%
이고 정부에서 이 이상 지분을 소유한 기업은 전체 샘플의 약49.9%이었다. 한편, 수평적으
로 다각화된 기업과 수직적으로 계열화된 기업은 전체 샘플에서 약50.3%～57.6%를 차지하
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마지막으로 M&A를 경험한 기업은 전체의 0.6%로 미미하였으며,
OPEC 국가는 전체 샘플의 약 12.4%를 차지하였다. 한편, <표 2>는 견고성 분석을 위해서
종속변수로 생산량 대신에 총매출액을 사용한 분석모형에 사용된 자료를 나타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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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견고성 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기초통계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총관찰치

revenue(billion dollars)

36,216

63,136

215

458,361

705

employee(명)

51,521

134,787

161

1,700,000

705

oil reserve(million
BBL)

11,097

35,212

1

264,300

705

gas reserve(BCF)

50,244

158,318

20

1,300,000

705

age

49

36

1

149

705

age_sq

3,704

4,838

1

22,201

705

ownership(50%)

0.348

0.477

0

1

705

ownership(positive)

0.447

0.498

0

1

705

vertical integration

0.570

0.495

0

1

705

diversity

0.509

0.500

0

1

705

merger

0.006

0.075

0

1

705

opec

0.118

0.323

0

1

705

2. 분석모형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제도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기업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기 위해서 확률적 프론티어 모형을 사용하였다. 확률적 프론티어 모형은 Aigner, Lovell,
and Schmidt(1977), Meeusen and van den Broeck(1977)과 Battese and Corra(1977)로부터 실증
분석에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모형으로, 기업 내에 비효율성의 존재를 허용하면서 생산함수
를 추정하는 방법이다.5) 이는 기업이 생산 가능한 수량에 비해서 작은 양을 생산하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가, 기업 내에 내재하는 비효율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가정한다. 즉, 확률

5) 에너지 산업에서 확률적 프론티어 모형을 기업별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대표적인 논문은Knittel(2002)의
연구가 있다. 그는 1981년부터 1996년까지의 미국의 투자자소유의 플랜트(IOUs)에 대해서 확률적 프론티어
모형을 사용하여 다양한 유인규제(incentive regulation) 프로그램이 개별기업의 기술적인 효율성에 미치는 효
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력발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들이 효율성의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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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프론티어 모형은 생산함수를 추정함에 있어서 관찰되지 않는 변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확
률적인 편차를 생산함수에 추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모형은 기존의 교
란항과는 달리 두 개의 알려지지 않는 변수들을 사용한다. 첫 번째 교란항은 기업들의 생산
에 있어서 존재할 수 있는 확률적인 요소를 고려하기 위해서 포함된 항으로 양의 값이나 음
의 값을 가질 수 있다. 두 번째 교란항은 기업들이 비효율적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가
능성을 고려하기 위한 것으로 음의 값만을 가진다. 이를 함수 형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ln  ln        

(1)

여기서 f 는 t 시점에서 기업 i의 생산량을 나타내고,   는 실질적인 기업의 생산함
수를 표시하고, 는 t 시점에서의 기업 i의 투입요소들을 나타내며,  는 평균이 제로이고
분산은 σ 2v 인 오차항을 표시하며, 마지막으로  는 t 시점에서의 기업 i의 비효율성을 표
시하는 음의 값을 가지는 변수(nonpositive random variable)를 의미하며, 분포는    를 가
지며 제로를 기준으로 절삭된(truncated at zero) 분포를 가진다.
위의 함수를 계량경제학적으로 추정하기 위해서 생산함수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다. 본 연
구에서는 Eller, et. al(2008)을 따라서 Cobb-Douglas 생산함수를 가정한다. Eller, et. al(2008)은
이러한 생산함수를 가정할 때에 일반적으로 종속변수로 생산량을 가정하고 투입요소로 노
동인원, 자본 등으로 고려하지만,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서 생산량 대신에 매출액을 사용하
였으며, 자본 대신에 매장량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는 가령 석유제품의 가격이 오르면 기
업의 효율성이 증가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를 교정하기 위하여 생산량과 매출액 모두를 각각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 하지만, 중요한
투입요소인 자산은 전체 샘플의 약 50% 가량이 자료를 누락하고 있었다. 따라서 Eller, et.
al(2008)과 같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매장량을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또한, Joskow
and Schmalensee(1987)는 기업의 설립연도가 기업의 효율성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Cobb-Douglas 생산 함수에 기업의 설립연도의 2차 함수를 추가
적으로 포함하였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함수형태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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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     ln    ln    ln           



   







  

(2)

여기서   는 생산량을 나타내며,     는 석유의 매장량을 의미하고,     는
가스의 매장량을 나타내며,    는 고용인원을 표시하고,     는 기업의 년수를 의미
하고,     는 기업의 년수의 제곱을 표시하며, 는 연도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표
시한다. 본 연구는 또한 기업이 직면한 제도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기업의 효율성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정부의 소유지분, 기업의 수직적 통합여부, 기업의 다각화 및
M&A 유무, OPEC 국가여부 등을 포함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앞에서 논의한
비효율성의 평균인  는 다음과 같은 기업의 제도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의 함수로 표시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ln          
     


(3)

 
  는 정부의 소유지분이 50% 이상일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의 형태를 나

타내고,   는 수직적 통합의 유무를 표시하는 더미변수이고, Divers는 수평적 다각화의
여부를 나타내며, 는 기업의 합병여부를 표시하고, 마지막으로   는 OPEC
가입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나타낸다.

Ⅳ. 회귀분석 결과
확률적 프론티어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표 4>에 나타나 있다. 먼저
<표 3>의 분석결과를 보면 모형 1은 제도적 변수와 구조적 변수를 추가하지 않고 매장량과
고용인원 및 기업의 년수 등의 요소만 고려하여 생산함수를 확률적 프론티어 모형을 사용하
여 추정한 결과를 나타낸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투입요소는 고용
량, 석유매장량 및 가스매장량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 요소 모두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나타내었다. 한편, 기업의 년수는 모형에 따라서 차이가 존재하였으나, 통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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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의한 값을 나타내지는 못하였다. 모형 2는 다양한 기업의 구조적․제도적 요소 중에
서 먼저 정부의 소유지분을 포함한 분석결과를 나타낸다. 분석결과, 정부소유 지분이 없거
나 50%보다 낮은 기업에 비해서 정부소유지분이 50% 이상인 기업은 비효율적인 것으로 분
석되었다. 이는 투입요소가 고정된 상태에서 정부가 석유기업에 대해서 지분을50% 이상
보유하여 경영의 의사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칠경우 석유기업이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능력
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한편, 석유매장량과 가스매장량 및 고용인원 등은
모형 1과 통계적 유의성이나 크기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은 모형 2에서 비효율성을 나타내는 오차항을 사용하여 정부소유지분 50% 유무
에 대해서 Kernel density estimation을 수행한 결과를 나타낸다. 이 그림은 정부소유지분이
50% 이상인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에 비효율성의 정도에 큰 차이가 존재함을 시사한
다. 한편, 모형 3은 기업의 수직적 통합여부를 고려한 추정결과를 나타낸다. 분석결과 기업
의 수직적 통합을 나타내는 변수의 계수는 양의 값을 나타내어 기업의 비효율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나타내지는 못하였다.
한편, 모형 4에서는 기업의 수평적 다각화를 포함하였으며, 모형 5에는 기업의 인수합병의
유무를 포함하였다. 그러다 두 변수의 계수는 양의 값을 나타내어서 기업의 비효율성을 감
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그림 1> Kernel Density Estimate: 정부소유지분 5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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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확률적 프론티어 모형의 분석결과: 총생산량(50% 정부지분)

상수항
lnemployee
lnreserve(oil)
lnreserve(gas)
age
age_sq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모형 6

0.644***

0.326*

0.349**

0.352**

0.339*

0.307*

(0.130)

(0.130)

(0.130)

(0.130)

(0.140)

(0.140)

0.131***

0.117***

0.116***

0.116***

0.115***

0.085***

(0.010)

(0.010)

(0.010)

(0.010)

(0.010)

(0.020)

0.323***

0.360***

0.355***

0.355***

0.357***

0.392***

(0.020)

(0.020)

(0.020)

(0.020)

(0.020)

(0.020)

0.263***

0.288***

0.289***

0.289***

0.289***

0.296***

(0.010)

(0.010)

(0.010)

(0.010)

(0.010)

(0.010)

0.001

0.003

0.003*

0.003**

0.003*

0.004*

(0.000)

(0.000)

(0.000)

(0.000)

(0.000 )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5.104

0.246*

1.103*

1.096*

1.088*

0.615

(7.810)

(0.674)

(0.640)

(0.640)

(0.630)

(0.410)

-1.511***

-1.509***

-1.509***

-1.509***

-1.100***

(0.440)

(0.440)

(0.440)

(0.430)

(0.280)

0.21

0.209

0.193

0.258*

(0.160)

(0.160)

(0.150)

(0.130)

0.013

0.008

0.061

(0.150)

(0.150)

(0.120)

1.343

1.357

(1.870)

(2.030)

ownership(half)
vi
diversity
merger
opec

-0.636***
(0.160)




1.543

0.742***

0.737***

0.736***

0.718***

0.615***

(0.975)

(0.118)

(0.116)

(0.116)

(0.115)

(0.085)

0.326***
(0.022)

0.307***
(0.018)

0.307***
(0.018)

0.307***
(0.018)

0.309***
(0.018)

0.317***
(0.092)

주 (1) ***, **, *는 각각 1%, 5% 및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2) 연도더미는 분석에는 포함되었으나 표에는 생략되었으며, 총관찰치는 708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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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확률적 프론티어 모형의 분석결과: 총생산량(정부지분 소유)

상수항
lnemployee
lnreserve(oil)
lnreserve(gas)
age
age_sq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모형 6

0.644***

0.266*

0.290*

0.321*

0.310*

0.264

(0.130)

(0.130)

(0.130)

(0.140)

(0.140)

(0.140)

0.131***

0.143***

0.143***

0.140***

0.139***

0.105***

(0.010)

(0.010)

(0.010)

(0.010)

(0.010)

(0.020)

0.323***

0.347***

0.341***

0.344***

0.345***

0.385***

(0.020)

(0.020)

(0.020)

(0.020)

(0.020)

(0.020)

0.263***

0.278***

0.281***

0.278***

0.278***

0.288***

(0.010)

(0.010)

(0.010)

(0.010)

(0.010)

(0.010)

0.001

0.004*

0.004*

0.004*

0.004*

0.004**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5.104

1.285**

1.157*

1.057*

1.026*

0.566

(7.810)

(0.670)

(0.630)

(0.610)

(0.590)

(0.390)

-1.503***

-1.517***

-1.519***

-1.504***

-1.110***

(0.430)

(0.430)

(0.430)

(0.420)

(0.270)

0.229

0.224

0.22

0.264*

(0.150)

(0.150)

(0.150)

(0.120)

0.134

0.123

0.141

(0.140)

(0.140)

(0.110)

0.873

0.800

(1.010)

(0.940)

ownership(plus)
vi
diversity
merger
opec

-0.658***
(0.160)




1.542

0.734***

0.732***

0.723***

0.715***

0.602***

(0.975)

(0.113)

(0.111)

(0.110)

(0.108)

(0.079)

0.326***

0.298***

0.297***

0.297***

0.297***

0.305***

(0.022)

(0.017)

(0.017)

(0.017)

(0.017)

(0.018)

주 (1) ***, **, *는 각각 1%, 5% 및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2) 연도더미는 분석에는 포함되었으나 표에는 생략되었음.
(3) 총관찰치는 708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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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모형 6에서는 OPEC의 가입여부를 나타내는 변수를 포함하여 추정한 결과를 나
타낸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OPEC의 계수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
내어, OPEC의 가입여부는 기업의 비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른 모형과 비
교하여 흥미로운 점은 석유매장량과 가스매장량의 계수값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생산함
수를 추정함에 있어서 자원의 매장량이 보다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외에 OPEC 변수를 추가한
이후에는 정부소유지분이 기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정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OPEC 변수를 추가한 이후에는 기업의 수직적 통합여부가 기업의 비효율성을 낮추는 데에 기
여하며 이는 통계적으로 10%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표 4>은 정부가 지
분을 소유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며, <그림 2>는 <그
림 1>과 유사하게 <표 3>의 모형 2의 결과를 통해서 분석한 그림을 표시한다.

<그림 2> Kernel Density Estimate: 정부지분 소유 유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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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추정의 견고성 확인
<표 5>와 <표 6>은 종속변수를 생산량이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다. 이론적으로는 생산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총생산량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지
만, 확률적 프론티어 모형을 실제 사례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매출액도 빈번하게 사용된다.
실제로 석유기업의 기술적 효율성을 분석한 Hartley and Medlock(2007)의 연구에 따르면 종
속변수로 매출액을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모형을 사용한 분석결과에서는 기업의 수직적 통
합이나 정부의 소유지분이 기업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기업의 효율성 분석을 보다 견고히 하기 위하여 종속변수로 생산량 대신에 총매출액을
확인하여 추정결과의 견고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먼저, <표 5>는 회귀분석 식 (2)를 종속변수를 (총생산량이 아니라) 총매출액으로 하여 추정
한 결과를 나타낸다. 총매출액을 종속변수로 분석할 경우에, 정부소유지분 계수의 방향성이
나 통계적 유의성은 두 모형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총매출액을 종속변수
로 분석할 경우, 기업의 수직적 통합과 수평적 다각화가 기업의 비효율성 감소에(모형에 따
라서 통계적 유의성에 차이가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총매출액을 사용하여 분석할 경우 OPEC의 계수값의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지는 것으
로 추정되었다. 한편, <표 6>은 종속변수를 총매출액으로 하면서 정부소유지분의 유무의 효
과를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다. 이러한 모형의 추정결과도 <표 5>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련의 분석결과는 종속변수를 총매출액으로 사용할 경우와 총생산량으로 사용할
경우 기업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통계적 유의성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의
미한다. 그러나, 정부의 소유지분이 기업의 비효율성을 증가시킨다는 결론은 두 가지 형태
의 종속변수를 사용한 분석결과에서 모두 동일하게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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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확률적 프론티어 모형의 분석결과: 총매출액 사용(50% 정부지분)
상수항
lnemployee
lnreserve(oil)
lnreserve(gas)
age
age_sq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모형 6

3.590***

3.384***

3.507***

3.863***

4.203***

3.884***

(0.200)

(0.200)

(0.220)

(0.340)

(0.680)

(0.310)

0.549***

0.557***

0.545***

0.511***

0.476***

0.519***

(0.020)

(0.020)

(0.020)

(0.030)

(0.070)

(0.030)

0.025

0.035

0.024

0.032

0.04

0.024

(0.020)

(0.020)

(0.020)

(0.020)

(0.030)

(0.020)

0.195***

0.202***

0.213***

0.207***

0.209***

0.199***

(0.020)

(0.020)

(0.020)

(0.020)

(0.030)

(0.030)

0.002

0.003

0.003

0.004

0.004

0.004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1.277

1.521

0.731

-0.207

-0.797

-0.178

(1.100)

(1.050)

(0.840)

(0.680)

(0.730)

(0.600)

-1.101**

-0.954**

-0.797**

-0.607*

-0.969**

(0.420)

(0.350)

(0.290)

(0.260)

(0.330)

0.463

0.404*

0.396**

0.346

(0.250)

(0.190)

(0.140)

(0.190)

0.526**

0.488***

0.541**

(0.190)

(0.140)

(0.200)

8.509

9.729

(6.780)

(7.100)

ownership(half)
vi
diversity
merger
opec

0.635
(0.400)




1.590***

1.532***

1.415***

1.212***

1.033***

1.215***

(0.281)

(0.245)

(0.212)

(0.196)

(0.223)

(0.171)

0.328***

0.327***

0.311***

0.305***

0.288***

0.302***

(0.034)

(0.032)

(0.034)

(0.038)

(0.041)

(0.036)

주 (1) ***, **, *는 각각 1%, 5% 및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2) 연도더미는 분석에는 포함되었으나 표에는 생략되었음.
(3) 총관찰치는 705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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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확률적 프론티어 모형의 분석결과: 총매출액 사용(정부지분 소유)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모형 6

3.590***

3.323***

3.427***

3.695***

3.765***

3.753***

(0.200)

(0.210)

(0.220)

(0.290)

(0.310)

(0.290)

0.549***

0.570***

0.560***

0.536***

0.527***

0.540***

(0.020)

(0.020)

(0.020)

(0.030)

(0.030)

(0.030)

0.025

0.032

0.022

0.029

0.03

0.023

(0.020)

(0.020)

(0.020)

(0.020)

(0.020)

(0.020)

0.195***

0.196***

0.206***

0.199***

0.202***

0.194***

(0.020)

(0.020)

(0.020)

(0.020)

(0.020)

(0.020)

age

0.002

0.002

0.003

0.004

0.004

0.004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age_sq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1.277

1.521

0.731

-0.207

-0.797

-0.178

(1.096)

(1.054)

(0.839)

(0.681)

(0.734)

(0.602)

-1.070*

-0.929*

-0.866*

-0.744**

-0.885**

(0.460)

(0.400)

(0.350)

(0.270)

(0.320)

0.460

0.402

0.405*

0.343

(0.270)

(0.220)

(0.180)

(0.200)

0.614*

0.524**

0.561**

(0.240)

(0.190)

(0.210)

8.557

12.322

(5.930)

(9.460)

상수항
lnemployee
lnreserve(oil)
lnreserve(gas)


ownership(plus)
vi
diversity
merger
opec

0.506
(0.390)




1.590***

1.606***

1.499***

1.322***

1.208***

1.259***

(0.281)

(0.268)

(0.236)

(0.207)

(0.259)

(0.169)

0.328***

0.323***

0.311***

0.307***

0.295***

0.297***

(0.034)

(0.031)

(0.033)

(0.035)

(0.034)

(0.033)

주 (1) ***, **, *는 각각 1%, 5% 및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2) 연도더미는 분석에는 포함되었으나 표에는 생략되었음.
(3) 총관찰치는 705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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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석유기업의 효율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2008년까지
Energy Intelligence의 Top 100 Ranking the World Oil Companies의 자료를 사용하여, 기업
의 기술적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확률적 프론티어 모형을 사용하여
기업의 제도적 요인이나 구조적 요인이 기업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정부
의 소유지분은 기업의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다양한 분
석모형을 통해서 매우 견고하게 추정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큰 틀에서 보면, Al-Obaidan
and Schully(1991), Hartely and Medlock(2007) 및 Wolf and Pollitt(2008)의 연구결과와 일맥상
통한다. 또한, (모형에 따라서 차이는 존재하지만) 기업의 수직적 통합과 수평적 다각화는 기업의
비효율성을 감소시키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국영석유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소유지분을
축소하고 국내 또는 외국자본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나아가서 본 연
구결과는 석유기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는 기업의 수직적 계열화 또는 수평적 다각화가
중요할 수도 있으며, 이를 저해하는 규제에 대한 완화조치는 석유기업의 효율성 향상에 긍
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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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Regulation Studies Vol.22 No.2 December 2013

An Empirical Study on Government Ownership and Firm
Efficiency: Evidence from Oil Companies

Kim Dae-Wook․Chung, Woong-Tae․Choi, Woo-Jin

This study analyzes the institutional and structural factors which impact on the technical
efficiencies of Oil Companies. In order to identify the variables that induce technical
inefficiencies of oil companies, we make use of Stochastic Frontier models using data from
“Top 100 Ranking the World Oil Companies" by Energy Intelligence from 2000 to 2008. Our
empirical findings suggest that government ownership adversely affects on firm efficiency
which is consistent with those of prior researches such as Al-Obaidan and Schully(1991),
Hartely and Medlock(2007) and Wolf and Pollitt(2008). However, vertical integration and
firm diversification are positively, but weekly, associated with firms efficiencies, depending
the dependant variable employed. These results largely imply that oil market liberalization is
likely to improve market performance.

Key words: Government Ownership, Technical Efficiencies, Oil Companies
JEL Classification: L1, L4, L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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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예산의 논의: 쟁점, 제도화의
탐색적 분석
여 차 민*
규제예산(Regulatory Budget)은 모든 규제가 유발하는 비용에 상한을 두어 무분별한 규제의
양산을 통제함으로써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론적으로는 강
력한 규제개혁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론적으로나 실무
적으로 규제예산에 대한 논의가 공론화된 바가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규제예산이 갖는 매
력에도 불구하고 왜 제도화가 무산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에 기초하여 규제예산의 제도화 가
능성을 탐색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편익측정의 배제, 비용추정의 신뢰성, 정책수단의 제약, 적정규모의 결정,
새로운 비용 유발 등 규제예산의 쟁점을 분석틀로 사용하여 제도화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편익배제를 제외한 여타의 쟁점은 역량 및 제도운영의 기술적 문제로 환원하여
해석할 수 있었으며 이는 다소 어려울 수는 있겠으나 제도화 과정에서 해결 불가능한 문제
는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국 규제예산 제도화의 중심에 편익추정 배제의 쟁점이 자리
하고 있었으며 이는 규제의 효율성과 형평성 간 선택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이러한 논의
가 시사하는 바는 규제개혁 프로그램의 제도화에 있어서 효율성과 형평성 간 균형의 담보가
핵심적 고려사항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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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저품질의 규제는 국민과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을 전가시켜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연간 비용
은 약 78.1조 원으로 추산되며 2006년 기준 GDP의 약 9.2%에 이른다고 한다(삼성경제연구소,
2008).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규제가 무분별하게 양산되는 것을 억제하고 고품질의 규제

관리를 위해 규제영향분석, 중소기업영향평가, 한시적 규제완화 등 각종 규제개혁 프로그램
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중 규제의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규제신설 및 강화 여부를 결정하는 규제영향분석
은 규제개혁의 대표적 프로그램으로 평가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영향분석제도의 효
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이는 규제영향분석제도의 핵심인 비용편
익분석의 유용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 때문인데 실제 비용편익분석이 법적․정치적 이유로
규제증가를 억제하는 데 강력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이다(DeMuth, 1980b: 30).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에서는 종합적․근본적 관점에서 규제의 양산을 억제할 수 있는 방
안으로 1970년대부터 규제예산(Regulatory Budget)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규제예산은 지
금까지 논의된 규제개혁 프로그램과는 달리 규제비용의 총량을 통제하여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를 억제하려는 획기적인 규제개혁 프로그램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규제예산에 대한 이
론적 논의가 축적되면서 1990년대에 들어 미국과 네덜란드에서 규제예산의 도입을 위한 조
치가 취해졌으며 가장 최근에는 영국에서 규제예산의 제도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시행단계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규제예산이 가장 획기적인 규제개혁 프로그램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왜 제도화가 무산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단초로 규제예산 제도화의 가능성을 탐색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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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은 한편으로는 왜 미국과 영국에서 규제예산
제도화가 실패했는지 그 원인을 규명하는 것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미국과 영국에서의 규
제예산 제도화의 실패이유에 대한 논의가 부재하여 이에 대한 실질적 분석이 어려운 상황에
서 규제예산 제도화 가능성을 탐색함으로써 규제예산의 제도화가 왜 실패했는지를 간접적
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규제예산과 관련된 기존의 논의를 검토함으로써 규제예산의 제
도화 과정에서 봉착할 수 있는 쟁점들을 분석적으로 파악한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이론적으
로나 실무적으로 공론화되지 않은 규제예산에 대한 논의를 학술적으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1) 다음으로 본 연구는 실제 운영 중에 있는 규제개혁 프로그램의 특성을 확인
한 후, 이를 규제예산의 특성과 비교함으로써 실무적으로 규제예산의 제도화 과정에서 제기
될 수 있는 논점을 확인한다. 그런 후 본 연구에서는 이를 이론적 쟁점과 매칭시켜 실제 규제
예산의 제도화 과정에서 봉착할 수 있는 쟁점을 분석함으로써 규제예산의 제도화 가능성을
탐색한다. 이는 미국과 영국 등에서의 규제예산 도입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분석적
논의가 없는 상황에서 이론적 분석과 유사 규제개혁 프로그램과의 비교분석 결과를 매칭시
킴으로써 규제예산의 제도화 가능성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규제예산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미국과 영국에서 이루어진 규제예산 도입
논의를 개관한 후, 그 간 규제예산을 둘러싸고 논의 되었던 쟁점을 정리하게 되는데 이는
다음 장에서 규제예산 제도화 분석의 틀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 제3장에서는 실제
제도화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규제영향분석, 규제회계 등의 규제개혁 프로그램, 그리고 재
정예산 제도를 규제예산과 비교하여 그 내용을 앞서의 쟁점과 매칭시켜 제도화 분석의 틀을
도출한다. 제4장에서는 쟁점별로 규제예산의 제도화 가능성을 분석하고 그 내용을 재구조화
하여 종합적으로 제도화의 가능성을 분석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논의를 요약하고 규제개혁
에 주는 정책적 시사를 간략히 논급한다.

1) 우리나라에서는 규제예산을 연구한 문헌을 찾기 어렵고 다른 학자나 실무자의 입장 및 주장 역시 찾아보기
힘들지만 최병선(2008: 57)은 규제예산제도가 규제기관의 편향된 시각을 근본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 강력한
유인체계를 갖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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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규제예산의 이론적 논의
1. 규제예산의 이해
(1) 규제예산의 개념
1) 규제비용
정부가 정책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비용이 소요되는 것처럼 정부가 규제를 만들고 집행
하는 과정에서도 비용이 발생한다. 정부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예산이라 하는 것처
럼 규제예산은 규제를 만들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따라서 규제예산
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유발하는 비용 즉, 규제비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규제비용은 규제가 사회총후생에 초래하는 부정적 효과 즉, 사회총후생의 손실을 의미한
다. 달리 말하면 규제비용은 규제의 편익을 얻기 위해 사회 전체가 포기하는 희생의 수준을
뜻한다. 규제비용은 집행비용, 준수비용, 간접비용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집행비용은 정
부가 규제를 집행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인건비, 행정경비, 자본지출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리고 준수비용은 피규제집단이 규제를 준수하는 데 드는 직접비용을 포함하며 서식을 작
성하거나 정부의 요구사항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이에 해당한다. 직접비용이 자본, 노
동력 등과 같이 개인과 기업이 규제를 이행하기 위해 직접 부담하는 비용이라면 간접비용은
규제로 인해 산출과 효율성의 감소 등으로 기업이 입는 손실을 말한다(Hughes, 1998: 249).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 기준으로 GDP 대비 9.2%인 78.1조 원이 규제비용으로 추산된
바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국민의 조세부담(GDP 대비 21.2%)의 절반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이
다(삼성경제연구소, 2008). 다른 나라의 예를 보아도 규제로 인해 국민과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규제비용
이 GDP 대비 8～11%인 8,430억～1.1조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Crain &
Hopkins, 2001을 삼성경제연구소, 2008에서 재인용; Crain, 2005를 대한상공회의소, 2007에서 재인용) 영

국의 경우, BRTF(2005)에 따르면 2005년 규제 때문에 기업이 부담하는 연간 비용이 1,000억
파운드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었다(BCC, 2007에서 재인용). 그리고 유럽의 경우, 규제준수를
위해 기업들이 GDP의 3～4%에 달하는 연간 5,400억 ECU를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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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업연구원, 1999를 삼성경제연구소, 2008에서 재인용).

2) 규제예산
지난 수십 년 간 규제개혁 프로그램의 운영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규제 감독기능이
비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규제 감독업무와 규제의 경제분석에 더 많은 자
원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 경제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
하여 일부는 의회가 독립적으로 규제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의회내 지원기
관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하였다(Crandall et al., 1997; Farrow 2000; Hahn and Litan 2003;
Antonelli 1998).2) 규제개혁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

서 재정예산의 절차를 차용하여 규제가 유발하는 모든 비용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논의
된 것이 바로 규제예산이다(Johnson 2001: 7을 Kiewiet, 2006에서 재인용). Crandall(1978)은 일찍이
규제가 유발하는 비용을 제한할 수 있는 실질적 가능성이 가장 높은 수단이라는 점을 들어
규제예산의 도입을 주장하였다(DeMuth, 1980b: 30).
규제예산이란 정부가 예산의 총지출을 통제하는 것처럼 규제가 유발하는 총비용에 상한을
정한 후,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Hughes, 1998; 248; Harvey, 1998; 279). 규제의 총비용에 제한을 두기 때문에 정부는 규제의 총비

용 즉, 규제예산의 범위 내에서 규제정책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만약 새롭게 도입하고자 하
는 규제의 사회적 비용이 이미 정해진 규제예산의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정부는 신설되는 규
제나 기존 규제를 더 비용효율적인 방향으로 수정하거나 비효과적인 규제를 폐지하여야만 한
다(Harvey, 1998; 279; Hughes, 1998: 249). 이러한 특징 때문에 규제예산은 규제비용을 통제하기 위
해 고안된 수단 중 가장 획기적인 수단의 하나로 평가받는다(Harvey, 1998: 279).
규제예산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재정예산(fiscal budget)과 유사한 절차 즉, 행정부가
규제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서 이를 심의하여 확정하는 절차를 따르게 된다(Hughes, 1998: 248).

2) Kiewiet(200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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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예산의 의의
1) 규제비용의 총량제한 및 관리
규제예산은 규제비용에 상한을 두기때문에 규제가 유발하는 비용의 총량을 제한하거나
관리할 수 있다(Harvey, 1998: 279).
부채의 통제와 균형예산에 대한 압박은 정부로 하여금 규제정향성을 갖게 한다(Crews,
1998: 352). 규제를 통해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데 비해 규제로 인한 민간의 부담은 오히려 가중된다. 그런데 현행의 규제영향분석제도로는
규제양산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워 결과적으로 규제비용의 총량을 제한하고 관리하기
가 어렵다. 규제영향분석이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편익이 비용을 상회하면 규제신설을 허
용하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규제예산은 비용에만 초점을 맞추고 일정비용 이
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상한을 두기 때문에 규제영향분석에 비해 규제 비용의 총량을 제한
하는 데 더 효과적이다(Harvey, 1998: 279).

2) 효율적인 규제대안의 선택 및 자원의 배분
규제예산은 정부로 하여금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규제대안을 선택하는 것을 가능하
게 한다. 한정된 규제예산의 범위 내에서 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가장 적은 비용이 소요
되는 규제대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Harvey, 1998). 물론 규제영향분석을 통해서도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가장 비용효율적인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규제도입 과정
에서 편익이 비용을 상회한다고 판단하는 한, 정부는 여러 규제대안을 비교하려는 유인을
갖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영향분석과정에서 규제대안의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경험적으로 입증하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08, 2009, 2011).
다음으로 규제예산은 효율적 자원배분을 가능하게 한다. 한정된 범위 내에서 규제를 신설
해야하기 때문에 특정분야의 규제가 유발하는 비용 즉, 예산을 다른 분야에 할당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Thompson, 1998; Harvey, 1998). 즉, 총규제비용을 제약하게 되면 정부
기관은 위험순위를 정하고 가장 긴박한 분야에 중점을 두고 규제정책을 추진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비용편익분석은 적절한 수단이 되기 어렵다. 비용편익분석을 사용하게
되면 기관은 자기 관할영역에서의 규제영향만을 평가하지 타기관과의 관계 속에서 규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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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분석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제예산은 이러한 단견적․편협적 시각을 해소
시켜준다(Crews, 1998: 353). 그 결과, 규제예산은 건강, 복지, 안전, 환경, 경제부문 등 정부의
다양한 정책 간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되면 다른 기관이 자신에게 배분될
예산을 더 가져가지는 않는지 서로 경쟁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가장 비용효율적인 규제
정책 조합이 완성될 것이다(Crews, 1998: 354).

3) 정부와 의회의 책임성 제고
규제예산의 또 다른 이점은 정치적 감독기능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기관은 규제가 유발하는 비용을 거의 부담하지 않고 이를 민간에 전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규
제대안과 규제비용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분석할 유인을 갖지 않는다(Harvey, 1998: 279). 그런
데 규제예산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정부의 책임성을 제고시킨다. 이와 관련 최병선
(2008: 57)은 지금까지는 민간의 순응비용이 상당한데도 사회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규제기관

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면 규제를 얼마든지 도입할 수 있으나, 규제예산이 도입되면 의회가
규제의 행정비용과 민간의 순응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심의하기 때문에 정부가 마음대로 규
제를 도입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규제예산은 특히 규제정책 과정에서 의회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의회는
규제법안을 통제하려는 의지가 강하지 않다. 미국이 특정 규제법안에 대해서 규제영향분석
을 금지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부가 규제심사
를 우회하기 위해 입법부를 통해 법안발의를 시도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 또한 의회의 이러
한 속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이혁우․김주찬․김태윤․여차민, 2011). 따라서 규제예
산을 도입하게 되면 의회가 규제예산의 심의와 통과에 관여하기 때문에 규제신설과 관련하
여 의회가 더 강한 책임의식을 갖게 될 것이다(Crews, 1998: 354). 규제예산의 배분을 최종적으
로 심의해야 하는 의회가 다양한 규제기관 간 영역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총체적 관점에서
평가한 후 이를 적절히 분배해야하기 때문이다(Crews, 1998: 354).

(3) 제도화 논의의 경과: 미국․영국의 사례
미국에서는 OMB(1979)가 규제예산의 기능, 규제비용의 범주, 적용대상의 범위와 구조 등
을 검토한 이후 규제예산에 대한 꾸준한 논의와 함께 제도화가 시도되었다. 최근에는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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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영국에서 규제예산 도입논의가 진행되었고 네덜란드에서도 단순화된 형식이기는 하나
규제예산 도입 논의가 이루어졌다(Malyshev, 2010: 6). 다음에서는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중심
으로 규제예산 제도화 논의를 살펴보도록 한다.

1) 미국의 사례
미국은 1936년 홍수통제법(Flood Control Act) 통과 이후 비용편익분석을 도입한 이래 지속
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전의 규제개혁 조치들이 단편적이고
임시적 처방에 불과하다는 인식하에 종합적 관점에서 규제개혁의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규제예산 논의가 공론화되면서 제도화가 시도되었다.3) 규제예산은 Crandall이
1978년 민간이 부담하는 지출에 대해 그림자 예산(shadow budgets) 사용의 필요성을 맨 처음
언급하면서 개념이 소개되었다. 이후 Benstsen 상원의원이 1979년 규제예산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고 103차 의회에서 규제예산 법안이 입안되었다(Crews, 1998: 345). 이후에도 미국에
서는 규제예산에 대한 지속적 논의와 함께 제도화가 시도되었으나4)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
다(OMB. 2004).
이하에서는 2000년대 이후 미국에서 규제예산의 제도화를 위해 발의되었던 3건의 주요
법안을 중심으로 추진경과와 주요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2003년 6월 H.R.2432(Paperwork and Regulatory Improvements Act of 2004)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법제화에는 실패하였다. 이 법안은 환경부, 노동부, 교통부 등 5개 정부기관이 규제예산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대통령이 의회에 2007년 회계예산을 제출할 때 정부기관이 작성한
규제예산을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 법안은 법안의 타당성에 대한 보고서를
2009년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한 데서 알 수 있듯이 규제예산 제도 도입에 필요한 준비사항을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OMB Watch, 2004).5)
2003년 7월에도 규제예산 법안인 H.R.2728(Paperwork and Regulatory Improvements Act of 2004)
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 역시 노동, 교통, 환경, 복지 등의 부서 중 최소 3개 부서가 2006년
3) 1979년 OMB가 규제예산의 기능, 규제비용의 범주, 적용대상 범위와 구조 등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은 이후,
몇몇 보고서에서도 규제예산 개념이 소개되기 시작하였는데 각 보고서에서 규제예산 개념은 다양하게 소개
되었다(Crews, 1998: 350).
4) 1990년대까지 미국에서의 규제예산에 대한 논의는 Crews(1998: 350~352)를 참고 바란다.
5) 이 법안은 다음 해인 2004년 하원을 통과하였으나 상원을 통과하지 못해 법제화에 실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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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2007년의 규제예산 연구에 참여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백악관이 규제예산의 실행 가능성
을 검토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법안 역시 2004년 수정안이 하원을 통과하였으나 법제화에는
실패하였다(OMB Watch, 2004).
또 2005년 2월 다시 규제예산 법안인 H.R.725(Paperwork and Regulatory Improvements Act of
2005) 발의되었으나 이 역시 법제화에 실패하였다. 이 법안은 앞서 발의된 H.R.2432와

H.R.2728 법안과 대동소이한 내용을 담았다.
다음 <표 1>은 이들 3개 법안의 추진경과와 주요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미국 규제예산 관련 법안 추진 경과 및 주요내용
H.R.2432 법안*
경과 및
결과

H.R.2728 법안**

H.R.725 법안

․2003년 6월 11일 Ose 하원
․2003년 7월 15일 발의
의원 발의
․2004년 5월 18일 법안 수 ․2005년 2월 9일 발의
․2004년 5월 18일 하원
정안 하원통과
․법제화 실패
통과
․법제화 실패
․법제화 실패

․환경부와 노동부, 교통부를
포함한 5개 정부기관이 규
제예산을 시험적으로 운영
․노동, 교통, 환경, 건강복지
․2007년 회계예산을 제출할
등의 부서 중 최소 3개 부
때 OMB가 규제예산을 함
서가 2006년과 2007년의
․왼쪽의 H.R.2432, H.R.2728
께 제출
규제예산 연구에 참여
법안 내용
․규제예산 도입 준비 정도
법안과 대동소이한 내용
․이들 부서 중 최소 3개 부
를 시험하기 위한 용도
서의 규제와 관련하여 규제
․정부부처로 하여금 동 법
예산 실행 가능성을 연구
안의 타당성을 검토한 보고
서를 2009년까지 제출하도
록 규정
* OMB Watch, 2003.
** OMB Watch, 2004.

2) 영국의 사례
영국에서는 2005년 BERR6)의 BRTF7)의 보고서8)에서 규제예산 개념이 소개된 것을 시작
6) Department for Business, 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
7) Better Regulation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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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2008년 BRTF의 또 다른 보고서에서도9) 규제예산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리
고 같은 해인 2008년 규제예산 협의를 위한 보고서(Regulatory Budgets: A Consultation
Document)를 통해 규제예산의 도입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10)

영국 정부는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바탕으로 규제예산 도입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먼
저 BRE(Better Regulation Executive)는 2008년 8월 6일～11월 12일까지 공식협의를 거쳐 재계
대표, 규제기관 및 전문기관들과 만나 정부의 제안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
결과 모두 74건이 접수되었는데 의견이 엇갈렸다. 동업협회(trade associations), 기업 집단 및
기업은 규제예산 도입에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반면, 소비자단체, 환경단체, 노동조합, 규
제기관 등은 부정적 의견을 표명하였다. 영국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규제예산의 도입을 보류하는 결정을 내리고 2009년 4월 2일 관련 성명서(statement)를 의회에
제출하였다.
규제예산 협의를 위한 보고서는 규제예산을 새로운 규제의 총비용을 관리하고 정부가

새로운 정책의 자세한 내용, 우선순위, 정책시행의 적기 등에 대해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규제가 경제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 정부가 숙려할 수 있도록 하는 유용한 기제로 평
가하였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규제예산의 절차와 운영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먼저 예산기간을 보면 3～5년 주기를 예산기간으로 하되 우발적 사건이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부처 간 유연한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도 정부부처의 보고체계 및 의
회의 감시체계의 정립이 필요함을 적시하고 있다. 그리고 규제예산의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규제의 정의를 기준으로 적용범위를 고려하되 EU나 국제적 규제에도 규제예산 적
용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다음으로 규제예산 적용기관과 관련해서는 정부조직을 단순한
규제집행기관, 경제규제기관(독과점규제기관), 경쟁기능 수행 조직 및 비경제관련 규제 조직
등으로 구분하여 규제예산 적용여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논점인 비용의 측정
범위에 대해서는 기업이나 제3섹터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비용은 포함시키되 공공부문
과 공공서비스 부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마지막으로 규제비
용의 측정과 관련하여서는 직․간접 비용을 모두 포함시켜 측정하고 다년도에 걸쳐 발생한

8) Less is More: Reducing Burdens, Improving Outcomes.
9) Enterprise: Unlocking the United Kingdom's Talent.
10) 이하 영국에서의 규제예산 논의는 HM Government(2008)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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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할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적시하였다. <표 2>는 이상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표 2> 영국 규제예산 관련 법안 추진 경과 및 주요내용
구분

내용

경과

․공식협의기간 동안 의견접수 후 검토 결과 규제예산 시행 보류를
결정

․예산기간: 3~5년 주기를 고려
규제예산의 과정과
․유연한 운영: 우발적 사건, 시간의 경과, 부처 간 유연한 운영 필요
제도
․정부부처의 보고체계 및 의회의 감시체계 정립 필요
주 규제예산 적용 법률
범위
요
논
규제예산 적용 조직
의
사
항
비용의 범위

평가방법

․일반적 규제정의에 따라 규제예산 적용 법률 범위 고려
․EU 또는 국제적 규제에도 규제예산 적용 필요성 검토
․단순한 규제집행기관, 경제규제기관(독과점규제기관), 경쟁기능 수
행 조직 및 비경제관련 규제 조직의 포함 여부 검토
․기업이나 제3섹터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비용을 포함
․공공부분과 공공서비스 부문을 포함시키는 것이 충분한 가치가 있
는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 필요
․규제비용은 직․간접 비용을 모두 포함시켜 총비용 기준으로 측정
․과도기간 발생비용은 할인율 적용하여 단년도 비용으로 측정

2. 규제예산 논의의 쟁점: 분석틀의 기초
규제예산을 두고 제도화의 한계와 이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어 왔는데 그 간의 논의들은
5가지 쟁점으로 정리될 수 있다. 규제예산 제도화의 한계를 주장하면서 제도화 가능성을 부
정적으로 평가하는 진영의 반대편에서는 규제예산의 한계가 극복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Malyshev, 2010: 5) 제도화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 논구되는 5
가지 쟁점은 다음 장에서 도출하게 될 분석틀의 기초가 된다.

(1) 편익측정의 배제
규제예산은 편익을 배제하고 비용에만 관심을 둔다. 그런데 규제예산을 반대하는 편에서
는 규제예산의 편익배제에 따른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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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편익을 배제하게 되면 사회후생 측면에서 규제의 유용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다. 규제는 비용뿐만 아니라 편익도 발생시키기 때문에 사회후생의 관점에서 비용과 편익이
동시에 고려되어야하기 때문이다. 만약 비용만을 고려하게 되면 규제 수혜자보다 비용부담
자의 입장을 더 고려하게 되므로 규제정책이 편향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즉, 규제가 환경,
건강에 영향을 미쳐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비용을 부담하는 기업과
피규제자의 입장을 더 대변하게 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규제비용만을 측정하게 되면
규제비용의 관리에만 관심을 갖게 되어 순편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될 수 있
다는 것이다(Myers, 1998: 380).
둘째, 편익을 고려하지 않으면 비용이 과다추정 될 수 있고 그 결과 합리적 의사결정이
제약될 수 있다. 규제로 인해 서로 다른 집단 간 편익과 비용이 상쇄되는데 편익을 고려하지
않으면 편익과 상쇄되는 부분이 비용으로 추정될 수 있고 그 결과 규제예산은 합리적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White, 1981: 52~53).
셋째, 비용만을 계산하면 비효과적인 규제가 남설될 개연성이 증대한다. 이는 재정예산 편
성 시 사업의 성과가 불명료한데도 예산이 증액편성되는 것에 비견될 수 있다(Myers, 1998:
380). 재정예산 과정에서도 이를 통제하기 위해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규제예산이 비용만을 측정하고 규제의 성과 즉, 편익을 무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규제의 부정적 측면이나 규제비용만을 강조하게 되면 오히려 국민의 반감을
사 규제개혁이 좌초될 수 있다. 미국의 예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규제개혁을 강조한
공화당이 환경청의 공해방지 규제입안을 저지하기 위해 예산안에 제약을 가했다가 미국 국
민으로부터 상당한 역공에 직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Maraniss and Weisskopf, 1996을 Meyers,
1998: 373에서 재인용).

살펴본 바와 같이 규제예산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편익추정 배제를 규제예산의 주된 한계
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예산 옹호자들은 재정예산 역시 예산서에 편익을 명시하지
않고 있음에도 재정예산이 통제 메커니즘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러한 주장을 논
박한다(Malyshev, 2010: 5). 그리고 규제예산 제출 시 규제의 편익을 함께 제출하는 방안을 도
입하면 편익배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규제예산서에서 편익을 배제하
게 되면 결과적으로 편익에 대한 평가를 의회에 맡기는 것이 되므로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
는 비용편익분석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한다(Crews, 1998: 358). 즉, 의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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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의 규제가 가져올 잠재적 편익을 토대로 규제예산의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규제의 편
익을 극대화할 수 있으므로 편익추정을 배제하는 것이 규제예산의 취지에 더 부합한다는 것
이다(Crews, 1998: 359~360).

(2) 비용추정 시의 제문제
규제비용이 신뢰성과 일관성 없이 추정되면 규제예산의 합리적 배분은 불가능하게 된다
(Hughes, 1998: 250). 그런데 규제비용의 추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다.

먼저 규제의 다양성으로 인해 규제비용의 범위와 크기를 명확히 하는 것이 곤란하여
(Harvey, 1998: 280; DeMuth, 1980a: 17) 규제비용에 대한 통합데이터나 표준적 정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Hughes, 1998: 249; 여차민․김태윤, 2009). 다음으로 규제비용이 일정한 가정하
에서 측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규제비용의 측정방법과 포함범위에 따라 추정지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OMB Watch, 2003)11). 이론적으로 규제비용은 직접비용과 간접비용
으로 구분되는데 직접비용만을 측정할 경우, 그것이 순수하게 규제로 인한 비용인지를 구분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12) 규제비용이 실제보다 적게 추정될 수 있다(Hughes, 1998: 268, 275).
또 정부기관이 비용의 규모를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함으로써 규제신설 또는 완화에 대응하려
하기 때문에 규제기관의 유인체계가 비용추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White, 1981:
54). 초기 규제예산의 범위를 설정하는 단계에서는 정부가 규제비용을 과다추정하려 하고,

예산범위가 설정되고 난 이후에는 규제예산의 증가를 피하기 위해 신설되는 규제비용을 과
소추정하려는 유인을 갖기 때문이다(DeMuth, 1980b: 31; Crews, 1998: 358; White, 1980: 45).13) 반
면, 피규제자는 규제신설을 저지하거나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규제비용을 과다추정하려하기
때문에 규제비용의 추정이 왜곡될 수 있다(White, 1980: 45; White, 1981: 53).
그러나 비용추정과 관련된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OMB는 비용추정치가 편향적이지 않
고 방어할 수준이면 충분한 가치를 갖기 때문에 비용추정의 문제는 극복될 수 있다고 하였
11) 이는 비용 추정 시 기술진보나 학습과 같은 규제에 대한 적응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
OMB 역시 규제프로그램의 개선과 폐지를 위한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추정치의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12) 규제가 없는 경우에도 기업들은 환경오염 물질을 감소시키려는 자구책을 강구하기 때문이다(Hughes, 1998:
268).
13)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규제기관이 비용 특히, 직접비용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특정 행위나 생산물을 금지
하는 규제를 선호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Malyshev, 2010: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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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Crews, 1998).14) 또 규제비용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
예산 도입과 관련하여 비용추정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직접비용의 경우,
피규제기업에 대한 비용조사를 통해 추정이 가능하며 간접비용 역시 이 분야의 측정기법이
상당히 향상되어 있기 때문에 추정이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것이다(Harvey, 1998; Hughes,
1998: 269; Malyshev, 2010: 5). 이와 관련 Harvey는 미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가 재정

예산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정기적으로 특정규제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사하고 있
고, 레이건 정부 때 시행된 행정명령(12291)에 따라 규제영향분석 과정에서 비용과 편익의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 증거로 예시하였다(Harvey, 1998: 280). 그리고 다수의 OCED국
가가 행정부담에 대한 표준비용 모델에 근거하여 규제부담 감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추정의 문제가 극복될 수 있다는 주장 역시 제기된다(Malyshev, 2010: 5). 그리고
규제예산 옹호론자들은 과다․과소추정에 대한 우려는 비용추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
자들의 참여로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3) 정책수단 선택의 유연성
규제예산이 비용효율적 규제대안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유용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행
정부와 입법부의 정책달성 수단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Executive
Memorandum#459, 1996; OMB Watch, 2004). 정책수단 제약 가능성은 가장 비용효율적 규제대안

을 선택하도록 한다는 규제예산의 취지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더 문제가 된다(White, 1981:
54-55). 규제예산의 총량을 제한하게 되면 건강이나 안전 분야에서의 규제도입이 위축될 수

있고,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해도 다음 회계연도까지 규제법안의 입안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데 이 때문에 필수불가결한 정책 수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Hughes, 1998:
274).15) 즉, 규제정책의 환경변화에 따라 정부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규제예
14) White는 규제 비순응 집단에게 적정수준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통해 비교적 정확한 규제비용을 추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이론적 관점에서 규제비용 추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원칙으로 첫째, 규제위반
비용이 규제준수에 드는 한계비용과 일치할 것, 한계비용과 총비용 간 합리적 조건을 갖출 것, 마지막으로
규제기관이 피규제자가 규제위반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기보다 규제의 준수를 더 선호하게 하는 유인을 제
공할 수 있을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White, 1980: 45~46).
15) 규제가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만약 공해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면 사법제도를 통해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지만 이 때 소송비용과 절차를 고려하면 규제가 사법판결 방법보다 더 효율적이고
공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White, 1981: 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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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때문에 정부의 정책유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행정부와 의회 간 알력이 생길 경우, 정부의 정책수단 선택은 더욱 제약받을 수
있다. 행정부가 규제비용을 감소시키거나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의회의 방향과 배치되는 행
동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의회는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해 규제예산을 더욱
세밀하게 심사하려 할 것이고 그 결과, 행정부의 정책수단 선택의 폭은 더욱 제약될 수밖에
없게 된다(White, 1981: 55).
그러나 이에 대해 규제예산은 자원의 희소성을 고려할 때 정책수단을 제한하기보다 더
효율적인 정책대안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라는 반론이 있다(Hughes, 1998: 274). 규제
예산이 총량을 제약하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규제도입이 필요할 때 신축적인 대처가 어렵다
는 지적에 대해 규제예산 옹호론자들은 규제예산 과정을 유연하게 설계하면 이는 충분히 극
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재정예산제도가 유연성 제고를 위해 도입한 절차를 준용하면 규
제예산 역시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재정예산의 경우, 예기
치 못한 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긴급예산을 투입하거나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데 규제예산 역시 갑작스럽게 위험상황을 규제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때 이런
절차를 준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Hughes, 1998: 274).

(4) 적정 예산규모의 결정
규제예산은 재정예산처럼 예산총량을 결정해야 하기때문에 규제예산의 적정규모를 어떻
게 결정해야 하는가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재정예산의 경우, 단순히 적자규모를 고려하여
예산총량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적자해소가 경제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는 주장이 있기는 하지만 적자규모 감축이 경제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 아니라 경
제성장을 측정하는 지표인 GDP가 경제성장의 모든 면을 설명해 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규
제예산도 마찬가지다. 일방적 규제감축 즉, 규제비용의 감축이 반드시 경제에 긍정적 효과
를 가져 온다는 보장이 없는 한, 어떤 선에서 규제예산의 규모를 결정해야 하는가는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다(Meyers, 1998). 규제예산의 규모와 관련된 또 하나의 논점은 이 제도 때문
에 오히려 행정부가 규제예산의 규모를 늘리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규제예산이
직접적으로 조세의 증가나 적자지출에 따른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기 때문에 재정예산의 제
약에 직면한 행정부가 오히려 규제예산 규모를 증가시키려 하기 때문이다(Hughes, 1998: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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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적에 대해 규제예산이 재정예산 과정의 메커니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적정규
모 결정과 관련된 문제는 해결가능하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재정예산과 마찬가지로 규제예
산의 규모도 행정부와 의회의 공동작업으로 결정되고 의회의 심의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규제관련 이슈나 비용이 국민에게 공개될 수밖에없고 결과적으로 유권자들의 시각이 규제
예산 규모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된다(Hughes, 1998: 275). 요컨대 규제예산 역시
재정예산의 메커니즘 즉, 행정부와 의회가 다양한 규제 프로그램에 대해 숙의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활용하므로 적정규모에 합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Hughes, 1998: 275).

(5) 추가비용의 소요
현실적으로 규제예산을 관리․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재정예산 관리기관의 규모와 역
량을 확대하거나 규제예산만을 담당할 새로운 기구를 신설해야 하고 규제예산 운영과정에
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통제하는 데(예를 들면 지침의 마련 등) 따르는 비용이 발생하게 된
다(White, 1981: 54). 또 모든 규제에 대한 비용과 편익을 추정하려는 시도 자체가 새로운 비용
을 유발시킬 수 있다. 일례로 비용측정을 위한 데이터 수집 비용이 정부와 민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Malyshev, 2010: 4). 그리고 규제예산 과정이 지연될 경우, 시간적 손실이 발생
할 수 있고(OMB Watch, 2004) 규제예산을 심의해야 하는 의회로서도 자원이나 시간 측면에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White, 1980).16)
그러나 이러한 우려에 대해 규제예산이 비용만을 추정하고 편익을 추정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편익추정에 따르는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Crews, 1998: 355). 일반적
으로 편익측정이 비용측정보다 더 어려운 작업임을 고려하면 규제예산의 도입으로 편익추
정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Ⅲ. 분석의 틀
본 장에서는 규제예산 제도화 가능성을 분석하게 될 분석틀을 도출하게 된다. 이를 위해
16) 실제 비용․편익분석에는 많은 시간과 자원이 소요되며 규제에 반대하는 측에서 이를 고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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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논의되었던 5가지 쟁점을 분석틀의 기초로 삼되 기존의 규제개혁 프로그램과 재정예
산제도 등을 규제예산과 비교한 후, 그 내용을 5가지 쟁점과 매칭시킴으로써 분석의 틀과
초점을 도출하게 된다.

1. 유사제도와의 분석적 비교
(1) 규제개혁 프로그램과의 비교
많은 OECD국가들에서 규제개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규제영향분석제도를 운영하고 있
다. 규제영향분석은 무분별한 규제의 양산을 억제하기 위해 규제신설 시 규제의 비용과 편
익, 그리고 규제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수단이다. 그런데 규제영향분
석이 규제의 양산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데 한계를 노정했다는 비판이 있다. 규제영향분석
결과의 대부분이 편익이 비용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비용과 편익을 함께 고려하
는 규제영향분석을 통해서는 규제의 신설을 엄격히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규
제가 유발하는 비용에 경각심을 갖고 규제양산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미국의 규제회계제도이다. 미국정부는 규제영향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재정예산 제출
시 지난 10년간 연방정부의 중요규제의 비용과 편익을 합산한 회계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
도록 하는 규제회계제도를 운영 중이다.

1) 규제개혁 프로그램
① 규제영향분석
규제는 이를 준수해야 하는 기업과 국민에게 비용을 전가시킨다. 그러므로 정부는 규제를
도입하기 전 규제가 기업과 국민에게 부담시키게 될 비용을 철저히 파악하고 이를 규제의
편익과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사용되는 수단이 규제영향분석이다. OECD(2003)
는 규제영향분석을 “제안된 규제나 존재하고 있는 규제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좀 더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위한 도구”로 정의하고 있다(이혜영･김정해, 2007: 182).
규제영향분석은 미국, 캐나다, 호주를 중심으로 도입된 이후 1980년과 1990년대를 거쳐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는데 우리나라는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하여 규제영향
분석제도를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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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은 효율적 자원배분의 달성, 합리적 의사결정에의 기여, 규제비용에 대한 규
제당국의 관심과 정부의 책임성 제고, 정치적 이해관계의 조정 및 의견 수렴 기회의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17)
먼저 규제영향분석은 효율적 자원배분을 가능하게 한다. 규제기관은 위험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접근법 즉, 무위험 기준 접근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18) 위험 및 안전규제로 인해 발
생하는 비용에 대해 무관심하며 오로지 편익의 증대(예를 들면 사고의 감소나 깨끗한 공기)에만
관심을 기울인다(Viscusi, 2006: 3; Viscusi & Gayer, 2002: 55). 그러나 규제의 편익만을 고려하고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자원의 배분을 이룰 수 없다. 그러므로 편익
과 함께 비용을 고려하는 규제영향분석은 효율적 자원배분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보다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 규제영향분석이 비용편
익분석과 같은 엄밀한 기법을 적용하여 객관적 분석결과를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결정
과정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도구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Viscusi, 2006; 1996; Viscusi
& Gayer, 2002; Hahn, 2004; 1998; Hahn & Layburn, 2003; Hahn, Lutter, & Viscusi, 2000; Lutter, 1999;
Morrall; 2003; 최병선, 1992: 793~94).

셋째, 규제영향분석은 규제와 관련하여 올바른 시각과 균형적 정책을 제공하기 때문에 정
부의 책임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Viscusi,1996: 128; Lutter, 1999: 38~46). 일반적으로 규제기관의
관료들은 위험을 제거하는 비용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비용보다는 편익을 더 중요하게 인
식하는 경향이 있다.19) 그러므로 비용편익분석을 활용하게 되면 관료들을 자극하고 문화적
변화를 가져와, 궁극적으로 규제관료들이 비용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
다(이성우, 2000: 154).
마지막으로 규제영향분석은 정치적 이해관계의 조정 및 의견 수렴 기회를 제공한다
. 이해
17) 이하의 논의는 여차민･김태윤(2009: 220~225)을 압축하여 정리한 것으로 인용된 문헌은 참고문헌 목록에 따
로 적시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18) 규제기관이 위험을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경향도 위험 및 안전규제의 경제적 효율성과 관련이 있다. 규제기
관이 위험을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편익을 과대평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규제기관이 건강에
대한 위험을 과대평가하게 되면 이러한 위험을 감소시키는 규제의 편익을 과대평가하는 결과를 낳는다
(Anderson, 1991: 176).
19) 규제기관은 자신들의 정책을 방어하고 확장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편익을 과대평가하고 비용을
과소평가하여 자신들의 프로그램 목표를 지지하기 위한 분석을 수행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Hahn, 1996을
Lutter, 1999: 41~42에서 재인용). 그리고 규제비용과 관련하여 미국의 한 규제기관의 관계인은 “규제의 비
용은 정당한 일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일 뿐”이라고 답하였다고 한다(Walshe & Shortell, 2004: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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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얽힌 규제의 경우, 시차가 존재하기 마련인데 규제영향분석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의 협의를 통해 시각차와 정치적 이해를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규제의 필요
성, 비용과 편익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대해 정치적 협상과 조정을 가능하게 하고 국민의
참여를 증진시킨다(김태윤․김상봉, 2004; OECD, 2007).

② 규제회계(accounting statement)
미국의 규제회계는 주요규제가 유발하는 비용의 추정치 및 편익을 회계보고서의 형태로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미국의 Regulatory-Right-to-Know
Act에 근거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OMB는 매년 회계보고서(accounting statement) 및 관련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회계보고서는 규제비용 및 편익의 총계, 기관별 및 기
관프로그램별, 주요규제별 형태로 연간 편익과 비용의 총 추정치, 주, 지방, 원주민(tribal), 중
소기업, 임금, 경제성장에 대한 연방규제의 영향을 분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OMB는
circular-4에서 규제회계보고서 작성방법을 비용과 편익의 범주, 비용과 편익의 계량화와 화
폐화, 정성적 편익과 비용, 시간경과에 따른 비용과 편익의 추정, 위험과 불확실성의 처리,
추정의 정확성, 이전비용․편익, 지방정부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영향 등으로 나누어 소개
하고 있다.
먼저 비용과 편익은 화폐화, 화폐화가 아닌 계량화, 정성적 등 3가지 유형에 따라 추정되
어야 한다. 이 때 이전비용․편익 간 상호 중복계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할인율을 적용하고 위험과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최대한 비용․편익 추정의 신뢰성을 제고
하여야 한다. 규제가 초래하는 주정부, 지방정부, 원주민 정부(tribal government)의 비용, 편익
의 크기와 함께 규제가 중소기업, 임금,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야 한다. 규제회
계보고서에서 총비용은 해당회계연도 이전 10년간 OMB에서 검토한 규제 중 비용 추정치가
계산된 중요규제는 비용만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추정된다. 중요규제에는 OMB에 의해 정량
화되거나 화폐화된 편익 또는 비용이 1억 달러 이상인 규제가 포함된다. 비용추정 시기를
10년으로 제한한 것은 10년이 경과한 규제에 대한 비용 추정치의 현실 적시성이 낮다는 이
유 때문이다.

1 6 2 규제연구 제22권 제2호 12월

2) 규제개혁 프로그램과의 비교
규제영향분석, 규제회계, 그리고 규제예산은 규제개혁을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이라는 공
통점에도 불구하고 운용방식에서 차이를 갖는다.
우선 분석대상에 있어서 규제영향분석은 신설․강화규제 중 주요규제를 대상으로 하고
,
규제회계는 과거 10년간 회계연도 기간 중 신설․강화된 주요규제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그
리고 규제예산은 모든 규제를 대상으로 한다.
규제예산과 다른 2개 규제개혁 프로그램의 가장 큰 차이는 편익의 추정이다. 규제영향분
석과 규제회계가 비용과 편익을 함께 분석하는 데 비해 규제예산은 편익을 배제하고 비용만
을 추정한다. 규제예산이 비용만을 추정하는 것은 규제예산의 제약에 직면한 정부기관이 총
비용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 여러 규제정책 대안 중 가장 비용효율적인 편익을 산출할 수 있
는 규제대안을 선택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Hughes, 1998: 249).
다음으로 규제예산이 재정예산처럼 의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과 달리 규제
영향분석과 규제회계는 그럴 필요가 없다.
추진체계 면을 보면 규제영향분석은 기본적으로 소관행정부가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
고 감독기관이 이를 토대로 규제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 즉, 규제에 대한 통제권을 집중
시키는 방식을 취한다. 그런데 이러한 집중화 접근법에 기초한 규제영향분석은 규제의 양산
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규제예산은 분권화된 방식으로 규제개혁에 접근한다. 규제예산은 소관부서가 주어
진 예산범위 내에서 각각의 규제정책을 결정하면 총괄기관은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분권적
접근법을 취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행정부(대통령)와 의회가 규제와 관련된 종합정책을 수립
하는 데 있어서도 각자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규제예산은 분권화된 접근을
취한다(DeMuth, 1980a: 26). 한편 규제회계는 소관부서가 규제회계보고서를 작성하면 총괄기
관은 이를 단순 수합한다는 점에서 규제예산에 비해 분권화의 정도가 낮고 규제영향분석에
비해서는 높은 과도적 접근법을 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3>에 규제개혁 프로그
램과 규제예산과의 차이를 간략히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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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규제개혁 프로그램과의 비교

분석대상
비용편익 추정

규제영향분석

규제회계

규제예산

신설강화 규제

신설강화 규제

모든 규제
(기존규제+신설강화
규제)

비용과 편익 모두 추정 비용과 편익 모두 추정

․집중화
․과도적
-체계: 소관행정부 작성- -체계: 소관행정부 작성감독기관 수합
감독기관 통제
체계 및 의회 역할
-의회 역할: 의회심의 불 -의회 역할: 행정부와 독
립적이나 실질적 심의
필요
불필요

비용만 추정
․분권적
-체계: 소관행정부 편성감독기관 조정
-의회 역할: 행정부와 독
립적이며 의회심의 필요

(2) 재정예산과의 비교
재정예산 제도를 통해 행정부와 입법부의 행동을 핵심적으로 제약할 수 있다. 비록 제도
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개별 의원이 원하는 만큼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예산심의가 엉
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과 비교하면, 긍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사실이다(Hughes,
1998: 276).

규제예산은 재정예산의 특징을 확장․적용하는 것으로 재정예산과 유사한 과정과 절차로
운영된다. 먼저 매년 각 행정기관은 해당 회계연도의 규제비용 즉, 규제예산을 추정한다. 그
러면 규제예산을 총괄하는 기관은 각 행정기관의 규제예산을 수합한 후, 이를 재조정한다.
총괄기관은 규제예산의 수합 및 재조정뿐만 아니라 규제예산의 집행을 총괄하고, 통일성과
적절성 확보를 위해 지침과 표준에 대한 감독, 집행, 공포 등을 수행한다(Thompson, 1997).20)
그리고 규제예산 총괄기관이 정부의 총 규제예산을 편성하면 정부는 이를 의회에 제출한다.
의회는 규제예산의 적절성을 심의하여 이를 의결한다. 규제예산이 의결되면 정부는 원칙적
으로 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규제를 신설할 수 없다(White, 1981: 51~52).
규제예산이 재정예산의 과정, 목적, 기능 측면에서 유사하다 할지라도 총량의 제약, 포함
범위의 포괄성, 비용(예산)계산 면에서는 차이를 갖는다.21)

20) 더 자세한 논의는 Thompson(1997)의 pp.91~93을 참고하기 바란다.
21) 규제예산과 재정예산의 차이는 Meyers(1998)의 논의를 정리한 것이다.

1 6 4 규제연구 제22권 제2호 12월

1) 예산총량의 결정
일반적으로 재정예산은 적자규모 허용치의 범위 내에서 수립된다. 매년 법률에 의하든 정
치권의 비공식적 합의에 의하든 적자규모의 목표가 정해지면 이를 토대로 재정예산이 편성
된다. 그런데 적자규모를 제한하는 균형예산의 편성이 꼭 바람직하지만은 않다. 적자해소가
경제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는 하나 경제성장 측정지표인GDP가 경제성장의 모든 면
을 설명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적자규모 감축이 경제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일방적인 규제감축 역시 반
드시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오지는 않는다. 이 때문에 적절한 규제철폐 및 감축목표를 세워
규제예산의 총량을 결정하는 일은 쉽지 않다.

2) 예산의 범위
재정예산은 통합적․포괄적으로 수립된다. 국가적 수요를 반영하여 다양한 정부사업의
수요를 조정․재배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규제예산은 재정예산과 달리 포괄적 편성
이 어렵다. 규제예산을 포괄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범위가 포괄적이어야 하는데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형법이나 마리화나 금지규제, 미성년에 대한
담배판매 금지규제가 규제예산에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결정하기 어렵다.
규제의 범위를 협소하게 규정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방법으
로는 규제예산의 당초 취지를 구현하기가 어렵다. 규제의 범위를 협소하게 정의하면 무분별
한 규제의 양산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 규제예산은 규제로 인해 순수하게 발생하는 비용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를 명확히 확정하기 어렵다. 일례로 오염금지 규제의 경우, 규제가 없어도 기업이 스스
로 오염물질을 정화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따로 구분하기 어렵다.
그리고 규제범위의 설정은 정부재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규제의 범위에 따라 각종 과태료
나 정부수입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3) 회계연도와 통제
재정예산은 1년 단위로 예산의 수립, 집행, 결산의 단계를 따르기 때문에 절차가 압축적
이고 정형적이다. 이에 비해 규제정책은 규제법안이 만들어지고 시행될 때까지 통상 수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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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소요됨에도 법안이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고, 법령이 공포되더라도 광범위한 규제순
응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불분명하다.
재정예산의 절차가 지연되는 이유는 정부가 마음대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의회가
정부활동을 세심하게 통제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재정예산과 비교할 때 규제예산에 대한 의
회의 세심한 통제는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과거 의회에 규제기능
이 위임된 시기에 의회가 규제의 비용과 편익을 결정하는 것을 꺼려했던 사실이 이를 방증
한다. 어떤 면에서는 의회가 행정부의 규제목표를 통제하고 제약하는 것이 비현실적일 수
있다. 명령과 통제 위주의 규제를 비판하는 의회가 행정부를 일일이 통제한다는 자체가 사
리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4) 비용의 계산
재정예산의 경우, 특정사업이 다년도에 걸쳐 추진되어도 총사업비가 일정시점을 기준으
로 산출되기 때문에 적절한 할인율이 고려되지 않으면 예산이 과소평가될 수 있다. 규제예
산 역시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규제가 시행되고 집행되는 데까지 일정기간이 경과하기
때문에 이 기간 중 소요되는 비용을 추정할 때 어떻게 할인율을 적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
제가 된다. <표 4>에 재정예산과 규제예산과의 비교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였다.

<표 4> 재정예산과의 비교
재정예산
절차 및 기구

규제예산

부서편성, 조정기관 총괄, 의회제출
좌동
및 의회심의

예산총량의 결정

적자규모 허용치 범위에서 결정

규제감축 목표에 의거 결정

예산의 범위

통합적․포괄적, 예산범위 분명

규제범위 설정에 따라 상이, 예산범
위 불분명

1년/세심한 통제

1년~수년/의회통제 회의적

할인율 미고려 시 예산과소 추정
우려

규제집행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
여 할인율 고려필요

회계연도와 통제
비용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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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사제도 비교내용과 5가지 쟁점의 매칭
앞서의 유사제도와 규제예산 간 비교내용을 규제예산의 관련쟁점으로 다시 정리할 필요
가 있다. 유사제도의 현실에서의 운영실태를 쟁점과 매칭시킴으로써 규제예산 제도화의 분
석의 틀과 초점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편익추정 배제의 쟁점에서 보면, 기존 규제개혁 프로그램이 비용과 편익을 모두 추
정하는 데 비해 재정예산과 규제예산은 비용만을 추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비용추정 시의
문제를 보면 모든 유사제도가 비용을 추정하고 있기는 하나 규제개혁 프로그램과 규제예산
의 경우, 재정예산이 재무적 비용을 추정하는 것과 달리 기회비용을 추정해야 하므로 비용
추정이 더 복잡하고 어렵다. 정책수단 선택 제약의 쟁점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규제개
혁 프로그램은 신설강화 규제만을 대상으로 하고규제예산은 모든 규제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 또 규제영향분석은 의회심의가 불필요한 데 비해 규제예산의 경우, 의회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규제예산이 규제영향분석보다 더 강력하게 정책수단의 선택을 제약할 수 있
다. 그러나 규제의 속성상 재정예산에 비해 의회의 세심한 통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
다. 그리고 적정규모 결정과 관련하여 재정예산은 그 범위가 분명한 데 비해 규제예산의 경
우, 규제범위 설정에 따라 예산범위가 불분명해질 수 있으며, 적정 규모의 규제예산을 결정
할 때 규제감축 목표를 구체화하기 곤란하다는 점 때문에 규제예산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
려울 수 있다. 마지막으로 추가비용의 소요와 관련하여 규제예산은 규제개혁 프로그램과 달
리 모든 규제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규제예산의 운영을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와 기
구가 필요하므로 추가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표 5>에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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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유사제도 비교내용과 관련쟁점의 매칭
기존 규제개혁 프로그램과의 비교
항목

대상

규제영향분석

규제회계

재정예산

신설강화 규제 신설강화 규제 세입․세출

규제예산

관련쟁점

․정책수단 선택 제약
-대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규제
도입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정책
모든 규제
수단 선택 제약
(기존규제+
․추가비용 소요
신설강화
-기존 규제개혁 프로그램과 달리
규제)
규제예산은 모든 규제를 분석대
상으로 하므로 추가비용 소요 개
연성

․적정규모 결정의 어려움
범위판단의 관련 규정에서 관련 규정에서 예산범위가 관련 규정에서 -재정예산은 범위가 분명한 데 비
명료성 규제범위 설정 규제범위 설정
명확
규제범위 설정 해 규제예산은 규제범위 설정에
따라 유동적
․비용추정 시의 문제
-재정예산과 달리 재무적 비용이
아닌 기회비용을 추정해야 하므
로 비용 추정 시 어려움이 따름
비용만 추정
․편익추정 배제
-기존 프로그램이 비용과 편익을
모두 추정하는 데 비해 비용만을
추정

비용․편익
의 추정

비용과 편익
모두 추정

비용과 편익
모두 추정

적정성의
판단

편익의 비용
상회 여부

편익과 비용
규제감축 ․적정규모 결정의 어려움
비교를 위한 적자규모 고려
목표를
-규제예산의 경우 규제감축목표
단순 참고
참고하여 판단 를 구체화하기 곤란

․집중화
-체계: 소관행
정부 작성-감
독기관 통제
- 의회역할: 의
회심의 불필
요
체계 및
의회 역할

․과도적
-체계: 소관행
정부 작성-감
독기관 수합
-의회역할: 행
정부와 독립
적이나 실질
적 심의 불필
요

비용만 추정

․분권적
-체계: 소관행
정부 편성-감
독기관 조정
-의회역할: 행
정부와 독립
적이며 의회
심의 필요,
세심한 통제
가능

․분권적
-체계: 소관행
정부 편성-감
독기관 조정
-의회역할: 행
정부와 독립
적이며 의회
심의 필요,
세심한 의회
통제 회의적

․정책수단 선택 제약
-기존 프로그램이 집중화체계로
인해 의회심의가 불필요한 데 비
해 분권화 체계로 인해 의회심의
를 거쳐야 하므로 행정부의 정책
수단 선택을 제약할 수 있으나
재정예산과 달리 의회의 세심한
통제가 어려울 수 있음
․추가비용 소요
-집중화와 분권화 여부의 차이에
도 불구하고 규제영향분석, 규제
회계, 재정예산, 규제예산 공히
제도운영을 위해 별도의 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데 비용이 소요됨

1 6 8 규제연구 제22권 제2호 12월

2. 분석의 틀
앞서 논의되었던 5가지 쟁점을 기초로 <표 5>의 유사제도와의 비교내용과 관련쟁점을 매
칭시킨 내용을 정리하여 규제예산 제도화 분석을 위한 분석의 틀과 초점을 도출하였다.
<표 6> 규제예산 제도화 분석의 틀
쟁점

분석의 초점
-기존 규제개혁 프로그램에서의 편익추정과 관련된 논의를 검토함으
․편익추정 배제
로써 편익배제 쟁점의 해소가능성을 분석
-기존의 규제개혁 프로그램처럼 규제예산 역시 재무적 비용이 아닌
기회비용을 추정하므로 기존 규제개혁 프로그램 운영 시 비용추정
․비용추정 시의 문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서 비용추정 시 수반되는 제문
제의 해결 가능성을 분석
-규제영향분석과 규제회계 등 규제개혁프로그램이 정책수단 선택의
․정책수단 선택의 유연성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는 제도를 검토함으로써 쟁점
해소 가능성 분석
․적정규모 결정의 어려움

-적정규모 결정과 관련하여 규제감축목표를 구체화하기 곤란하다는
점과 규제범위 설정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는 바, 기존의 규
제개혁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규제범위 설정과 관련된 내용을 검토
하고 규제감축 목표의 구체화 가능성을 분석
-규제영향분석, 규제회계, 재정예산 운영 과정에서의 추가비용 소요와
관련된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규제예산 도입 시 추가비용 소요 관련
쟁점의 해소가능성 분석

․추가비용 소요

Ⅳ. 규제예산 제도화의 탐색적 분석
1. 제도화 가능성 분석
(1) 제도화의 쟁점별 분석
1) 편익추정의 배제
유사제도와의 비교 결과, 규제예산이 기존의 규제개혁 프로그램과 명백히 대비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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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편익추정을 배제한다는 점이다. 규제영향분석과 규제회계는 비용과 편익을 모두 추정
한 후, 이를 비교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편익추정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는 비
용보다 편익의 화폐화 및 계량화가 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국회예산정책처(2008, 2009,
2011)에 따르면 그 차이가 미미하기는 하나 비용보다 편익의 계량화 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2) 이와 관련하여 김태윤(2011)은 우리나라 정부규제영향분석서 평가를 통해
준수율 고려 없는 낙관적 전망, 할인율 미적용, 가중치 무시, 이중계산 및 과대계상 등으로
인해 편익추정치가 객관적 토론의 근거로 기능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규제예산
을 도입할 경우, 편익추정을 배제하게 되면 실무적으로는 편익추정에 따르는 기술적 어려움
과 시간․노력 비용의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편익추정의 배제는 기술적․비용측면에서만 일면적으로 평가하기는 곤란하다. 편
익추정의 배제는 근본적으로 생명, 건강, 권리, 환경보전과 같은 규제정책의 가치, 그리고 형
평성과 효율성 간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의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이다(Meyers, 1998: 379).
일례로 규제의 비용만을 고려하여 비용이 규제예산의 총량을 넘는다는 이유로 규제를 도
입하지 않는다면 호흡기 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거리를 산책할 수 있는 기회를 갖
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Meyers, 1998: 379). 마찬가지로 환경보전 규제를 도입하면서 비용만
을 고려하게 되면 아름다운 경치를 즐길 수 있는 혜택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건
강, 환경보전과 같은 가치를 고려할 수 없게 된다.
다음으로 규제형평성의 개념에서 편익배제의 논점을 살펴보도록 한다. 규제의 형평성은
정부개입의 근거이면서 사회적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것인가와 관련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이민호, 2010: 264). 즉, 규제는 누구의 비용부담을 통해 누구에게 편익을 귀속시키는가를
결정하는 소득 분배적 속성을 갖는다. 그런데 규제의 편익을 배제하고 비용만을 고려하여
규제도입 여부를 검토하게 되면 소득 분배적 관점을 반영하기 어렵게 된다. 즉, 규제로 인한
혜택을 받는 대상이 사회적 약자라고 할 때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 규제의 비용만을 고려
하게 되면 규제비용이 상당하여 규제예산 총량을 초과할 경우, 규제가 도입되지 않을 수 있
어 결과적으로 형평성의 관점에서 사회적 자원의 배분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최병선(2008: 57) 역시 규제의 강화를 요구하는 쪽에서는 규제의 비용만을 고려하는 점을
22) 보고서에 따르면 비용과 편익의 계량화 비율은 2007년 7.9%와 5.5%, 2008년 12.6%와 8.8%, 2010년 18%와
13.5%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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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규제예산에서의 편익배제를 이념적인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데 영국의 규제예산 도입과정에서도 규제예산에 대한 이러한 이념적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영국의 동업협회(trade associations)와 기업집단이 규제예산 도입에 긍정적이
었던 반면 소비자단체, 환경단체, 노동조합, 규제기관 등 규제강화를 요구하는 경향이 강한
단체가 규제예산에 더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규제예산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 비용추정 시의 제문제
규제예산이 비용추정 과정에서의 제문제를 내포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기존의 규제개혁
프로그램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규제예산만이 갖는 문제로 보
기는 어렵다.
먼저 규제예산의 경우, 재정예산과 달리 회계연도가 1년에 국한되지 않고 규제시행부터
규제집행까지 수년에 걸쳐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규제예산은 이를 현재가치로 환
산하기 위해서 할인율을 적용해야 한다. 그런데 기존의 규제개혁 프로그램의 경우에 할인율
적용 시 원칙과 기준을 충족하면 방법론상으로 할인율과 관련해서는 큰 쟁점은 없다. 이와
관련 OECD(2007)는 국가별로 할인율의 크기와 적용지침이 다양하기는 하나 할인율 기준이
명확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OMB(2003: 3)는 할인율을 적용할
때 어떤 할인율을 적용하였는지 명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을 뿐이다.23) 다만 할인율과 관련
된 가장 큰 문제는 실무적으로 할인율을 적용하는 사례가 상당히 미미하다는 것이다. 실제
우리정부의 규제영향분석서의 경우에 대부분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
다(국회예산정책처, 2008, 2009, 2011). 따라서 규제예산에 있어 비용추정 시 할인율 적용과 관련
하여 가장 중요한 쟁점은 방법론적 문제보다는 실무적으로 어떻게 할인율 적용을 독려할 것
인가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라 할 수 있다.
비용추정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는 비용의 화폐화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실무적으

23) 편익과 관련하여서도 할인율 적용에 대해 논쟁이 있는데 편익에 할인율을 적용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미래
의 편익이 상당정도 감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Parker는 25년 동안 연간 3%의 할인율을 적용할 때 현재 편
익가치의 30%, 7%의 할인율을 적용할 때 약 50%가 감소된다고 주장하면서 편익에 대한 할인율 적용의 타
당성에 의문을 제기한다(Parker, 2004: 8).

규제예산의 논의: 쟁점, 제도화의 탐색적 분석 1 7 1

로 비용의 화폐화 비율이 상당히 낮다는 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2008, 2009, 2011)는 우리나
라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시 비용의 화폐화․계량화 비율이7.9～18%로 수준으로 상당히 낮
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 관련 공무원들 스스로도 다른 역량에 비해 분석역량
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이혜영․김정해, 2007).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규제영향분석의 경우,
비용의 화폐화가 불가능할 때 화폐화 대신계량화가 가능하지만 규제예산은 규제의 비용을
오로지 화폐화하여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추정이 기존 규제개혁 프로그램에서보다 더
어렵고 곤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규제비용을 계량화할 수 있으면 많은 경우 적은
노력으로 화폐화가 가능하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OMB, 2003: 45). 미국의 규제회계의 경
우, 그 대상이 주요규제에 국한되어 있기는 하나 비용과 편익을 모두 화폐화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이론적으로 계량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론이 개발되고
있는 점, 세계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비용을 화폐화하여 계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규제비용을 화폐화하는 것이 상당한 노력을 요하는 어려운 작업이기는 하나 불가
능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요컨대 규제비용 추정과 관련된 논쟁은 규제비용
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이견보다는 추정의 정확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법론의 문제
로 이해할 수 있다.

3) 정책수단 선택의 폭
규제영향분석의 경우, 규제의 신설․강화를 위해서는 규제편익이 규제비용을 상쇄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규제정책 수단의 선택에 있어 제약을 받게 된다. 이혁우 외(2011)가
의원발의를 통한 규제법안의 우회입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규제영향분석을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규제영향분석이 무분별한 규제양산을 억제
하는 데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그런데 규제예산의 경우, 모든 규제를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규제영향분석과는 다른 분권화된 체계로 인해 의회심의를 거쳐 총량을
제약하기 때문에 규제영향분석보다 행정부의 정책수단 선택을 더욱 제약할 개연성이 있다.
특히 시급하게 규제를 도입해야 할 경우, 규제도입이 지연되거나 좌절될 수 있다.
그러나 규제예산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면 규제예산이 정책수단
선택의 폭을 제약하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일례로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영향분석제도
를 운영하면서 긴급한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및 자체규제심사를 생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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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긴급 규제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규제영향분석이
과도한 정책수단 선택을 제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 실제 정부는
2013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에 시장경제질서, 국민안전 등 32개 국정과제에 해당하는 신설·강
화 대상 규제에 대해서 입법예고 단계부터 사전협의 및 긴급 규제심사제도를 적용할 수 있
도록 적시하였다(국무조정실․규제조정실, 2013: 2). 이러한 예는 규제예산 역시 제도의 유연한
설계와 적용을 통해 정책수단 선택의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4) 적정 예산규모의 결정
규제예산은 규제감축 목표에 따라 예산총량이 결정되는데 이 때 규제 감축목표를 명확히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적정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규제예산을 도입
하더라도 규제감축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규제영향
분석을 포괄하는 규제개혁 과정이 규제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그 실적을 점검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상시적인 규제개혁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경우, 규제감축 목표가 명확히
설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우리나라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매년 규제정비 종합계획
을 수립하면서 규제감축 목표를 정하고 있다. 2013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에서는 국정과제 이
행에 규제개선이 필수 요소인 분야를 중심으로 총 852건의 개선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다시
5대 중점분야별, 부처별로 나누어 구체적 감축목표를 정하였다(국무조정실․규제조정실, 2013).
이는 상시적인 규제개혁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경우, 실무적으로 규제감축 목표를 구체적으
로 수립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 규제예산의 경우, 규제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예산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규제예산의 적정규모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그러나 이러
한 우려와 달리 상시적인 규제개혁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경우, 규제의 범위 역시 비교적
명확히 설정될 수 있다. 일례로 우리나라는 규제영향분석 운영을 위해행정규제개념 및 판
단기준을 통해 규제의 개념이나 범위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보면 규
제영향분석이나 규제회계 등 규제개혁 프로그램이 이미 운영되고 있는 경우, 규제예산을 도
입하더라도 규제범위 설정과 관련된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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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가비용의 소요
기존 규제영향분석이 신설․강화 규제만을 대상으로 비용을 추정한다면, 규제예산은 기
존규제, 완화규제를 포함한 모든 규제의 비용을 추정해야 하기 때문에 규제영향분석에 비해
비용이 더 소요될 수 있다. 그런데 현재에도 신설․강화 규제에 대해서 규제영향분석을 통
해 비용을 추정하고 있는 만큼 규제예산의 도입은 기존규제 분석에 대해서만 추가적인 비용
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기존규제에 대한 비용추정이 완료되면 장기적으로는 비용추정
과 관련하여 상당한 규모의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 규제예산을 제도화하게 되면 재정예산과는 별도의 예산편성 및 조정절차를 따라야 하
는 바, 제도 운영에 따르는 새로운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비용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규제영향분석제도가 별도의 절차와 기관의 설치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것은 제도운영에 따
른 편익이 비용을 상회한다는 기대와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규제
예산의 운영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편익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 추가비용 발생과 관련된
쟁점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2) 분석종합: 쟁점분석의 재구조화
앞서의 쟁점별 규제예산의 제도화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편익추정 배제 쟁점의 경우, 비용보다 편익의 추정이 더 어렵기 때문에 편익추정을
배제하면 실무적으로는 기술적 측면에서의 부담과 비용이 감소할 수 있다. 그러나 편익추정
의 배제는 본질적으로 규제가치에 대한 인식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이므로 기술적․비용
적 측면에서 일면적으로 평가하기는 곤란하다. 둘째, 비용추정 시 쟁점과 관련하여 수년에
걸친 회계연도, 비용측정을 위한 방법론상의 문제 등으로 비용추정의 신뢰성, 정확성에 대
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세계 각국에서 규제영향분석을 제도화하고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비용을 추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나 비용
추정 시의 문제가 해결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정책수단 선택의 폭과 관련
된 쟁점은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운영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의원발의를
통해 입법을 우회하는 현실인 점을 고려할 때, 규제예산을 도입하게 되면 오히려 무분별한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정책수단의 선택이 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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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띨 것이라는 우려는 재정예산제도와 마찬가지로 실제 제도를 유연하게 설계하게 되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규제범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적정 예산규모의 결정
이 어려울 수 있다는 쟁점 역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예와 같이 규제
개혁 종합계획의 수립을 통해 규제개혁 감축목표를 정하고 있고 규제의 범위에 대한 상세한
<표 7> 규제예산 제도화 쟁점별 분석의 재구조화
쟁점

편익배제

쟁점별 분석

재구조화돤 쟁점

규제영향분석 실시에도 불구하고 규제증가의 속
도가 감소하지 않고, 비용보다 편익을 측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편익측정 배제 시, 실무적으
규제정책의 가치 및 효율성, 형
로는 기술적 부분에서 부담 감소. 그러나 편익측
평성 간 선택의 문제
정 배제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규제가치에 대한
인식과 밀접히 연관된 문제이므로 기술적․비용
측면에서 일면적 평가 곤란

수년에 걸친 회계연도, 비용측정 방법론상의 문
제로 비용측정의 신뢰성, 정확성에 대한 논쟁이
비용추정 시의
제기될 수 있으나 현재 규제영향분석을 도입한
문제
세계 각국에서 비용측정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방법론상의 문제는 해결 가능

규제비용 측정논쟁은 규제비용
측정의 필요성에 대한 것이 아
니라 비용측정의 방법론적․기
술적 측면에 대한 문제

정책수단
선택의 폭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영향분석의 도입에도 불
구하고 행정부가 의원발의로 우회하여 입법하는
현실에서 오히려 규제예산이 무분별한 규제도입
유연성 있는 제도설계 및 운영
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작용. 다만 총량제약에 따
과 관련된 기술적 측면의 문제
른 예산운용의 경직성은 실제 제도설계 시, 재정
예산제도와 마찬가지로 제도를 유연하게 설계함
으로써 해결 가능

적정
예산규모의
결정

실무적으로 규제개혁 종합계획의 수립을 통해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규제영향분석 운영
제도운영 과정에서의 역량축적,
과정에서 규제의 범위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어
기술적 측면에서의 문제
있는 만큼 적정예산 규모 결정의 문제는 해결
가능

추가비용의
소요

규제예산은 신설강화규제뿐만 아니라 기존규제
도 분석대상에 포함시키고, 재정예산과는 별도
장기적 차원에서는 제도운영의
의 예산편성 및 조정절차를 따라야 하는 바, 제
기술적 보완 및 역량 축적의 문
도운영 시 추가비용 발생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
제
로 정부역량 축적, 제도의 기술적 보완을 통해
제도운영의 편익이 추가비용 상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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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명확한 규제의 범위나 감축목표 설정의 어려움 때문에 적정 예
산규모의 결정이 곤란할 수 있다는 우려는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추가비용 소
요 문제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규제예산을 도입하면 신설강화규제, 기존규제, 완화
규제를 포함한 모든 규제의 비용을 분석해야 하고 재정예산과는 별도로 예산편성 및 조정절
차를 따라야 하므로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정부역량이 축적되고
제도운영에 따르는 편익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 추가비용 발생과 관련된 쟁점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5가지 쟁점별 분석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규제예산의 쟁점은 규제의 효율
성․형평성에 대한 가치판단, 제도설계 및 방법론적․기술적 문제, 정부의 경험 및 역량 등
의 차원으로 재구조화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편익추정의 배제를 제외한 비용추정 시의 제
문제, 적정 예산규모의 결정, 추가비용의 소요 등의 쟁점은 제도 및 방법론상의 기술적 문제,
그리고 정부의 역량 및 경험의 문제로 환원될 수 있으며 이는 유연한 제도의 설계 및 기술
적 보완, 그리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정부 경험 및 역량의 축적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반
면 편익추정 배제의 쟁점은 효율성과 형평성 같은 규제의 가치문제에 대한 시각차이가 반영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규제예산 제도화 가능성은 규제의 효율성 및 형평성에 대
한 문제 즉, 규제의 가치문제로 귀결될 수 있으며 이것이 규제예산 제도화 논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표 7>에 이를 정리하였다.
요컨대 향후, 규제예산 제도화 논의에서 기술적 측면 및 역량과 관련된 쟁점은 규제예산
이 재정예산을 모사한 제도라는 점에서 해결이 불가능한 영역이 아니지만 편익추정 배제는
가치판단의 문제로써 규제예산 제도화 논의에서 핵심쟁점으로 남을 수 있다.

2. 제도운영 전략 검토
앞서 규제예산의 제도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분석결과는 규제예산의 제
도화가 사회에 어떠한 정책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또 제도운영이 과연 내실 있게 이루어
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유용한 함의를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 규제예산 제도화 가능성을 탐색적으로 분석
하는 데 있는 만큼 본 연구는 이를 심도 있게 검토하기보다 기존의 논의를 정리하는 수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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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간략히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규제예산의 도입이 초래할 수 있는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영국의 BERR이 규제예산
도입과 관련해 실시한 영향분석(impact assessment)의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확인하도록 한
다.24) BERR은 영향분석에서 규제예산 도입 시, 정부가 규제비용을 과다․과소 추정하거나
비효율적이고 부적절한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려는 유인을 가질 수 있으므로 비용항목의
철저한 확인, 성과에 대한 감독 및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밖에 BERR은 규제예산이 경쟁, 중소기업, 법률구조(legal aid), 환경,
건강, 인종, 장애인,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는데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을 제외하
고는 모든 부문에서 규제예산 자체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면서도 다만 규제예산이 이들 부문에 대해서 도입되는 규제의 내용과 규제의 우선순위,
규제총량에 따라 미래에 발생하는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규제예산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규제개혁의 전초로
평가받고 있는 규제영향분석제도가 운영 과정에서 몇몇 문제점이 노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
응으로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정책조합이 모색되고 있는 만큼25) 본 연구 역시 규제예산의 내
실 있는 운영을 위한 특별한 함의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Crews(1998)의 논
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논점들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의회는 일시에 규제예산의
총액을 정하기보다는 시범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규제예산 총액을 정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
규제예산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통계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셋째, 규제비용을 동결시키는 한편 관련위원회를 구성하여 규제감축 노력을 지속하면서 적절
한 규제예산 총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행정부에 위임된 권한의 제약이나 박탈을 위해
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조치들이 취해져야 하며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를 구분하
여 규제예산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접적인 생산금지, 진입금지와 같은
유형의 규제를 금지하거나 제한함으로써 간접비용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24) 더 자세한 내용은 BERR(2008)의 impact assessment of regulatory budgets consultation의 내용을 참고 바란다.
25) 이와 관련 김태윤(2011) 역시 규제영향분석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특별한 함의를 제시하지 않고 기존의
Jacobs(2007)가 정리한 것을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즉 첫째, 중앙의 규제영향분석 검토기구의 심의기능 강화
둘째, 다른 정부부처들의 비판적 참여 셋째, 최소 1년 이상의 규제영향분석서 준비 넷째, 규제효과 및 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다섯째, peer 리뷰를 통한 과학적 자료와 증거의 활용 여섯째, 규제영향
분석 역량 제고 일곱째, 자료수집 방법론 및 자료의 질적 수준 통제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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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는 규제개혁 수단으로 일찍이 논의되어 온 규제예산을 소개하고 제도화 가능성을
탐색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규제예산은 재정예산과 이질동형적 특성을 갖는 제도로 규제비용 즉, 예산의 총량을 제약
함으로써 규제의 무분별한 양산을 제어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 최근까지 논의가 이루어
져 왔다. 그러나 규제예산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규제예산 제도화가 좌절된 것은 규제예산을
둘러싼 쟁점과 연계하여 이해할 수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이들 쟁점을 5가지로 정리하였
다. 그리고 실제 운영되고 있는 규제영향분석, 규제회계 등 규제개혁 프로그램, 그리고 재정
예산 등을 규제예산과 비교하고 이를 관련쟁점과 매칭시켜 분석틀을 도출한 후, 제도화 가
능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쟁점별 분석내용을 가치문제, 기술적 문제, 경험 및 역량의
문제 등 3가지 측면으로 재구조한 후, 규제예산 제도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탐색하였다. 그
결과, 편익추정 배제 쟁점을 제외한 여타의 쟁점은 역량 및 제도운영의 기술적 문제로 환원
할 수 있었는데 이는 다소 어려울 수는 있겠으나 제도화 과정에서 해결 불가능한 문제는 아
닌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편익추정 배제는 규제의 효율성과 형평성 간 선택의 문제로 귀
결될 수 있으며 이는 규제예산 제도화 논의에서 핵심쟁점으로 남을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분석의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규제정책의 효율성과 형평성의 가치를 어떻게 공유하고 합의
하는가가 규제개혁 프로그램의 도입에 있어 핵심적 고려사항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분석결과는 규제예산의 제도화 이후 내실 있는 제도운영을 담보하지 못한
다. 따라서 규제예산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규제예산 편성의 당사자인 행정
부와 이를 심의하는 의회가 규제예산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실천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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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ory Budget: The Point at Issue, Exploratory Analysis
for Application

Yuh, Cha Min

Regulatory budget aims at achieving rational allocation of resources by putting a cap at
regulatory costs and constraining agencies from issuing ineffective regulations. Thus
regulatory budget is theoretically considered as a powerful tool for regulatory reform.
Nevertheless, there has been no public debate on Regulatory budget theoretically neither
practically in Korea. This study aims at searching the applicability of regulatory budget on
the basis of a question of why application of regulatory budget has failed despite its merits.
This study examines the applicability of regulatory budget by using five disputed
points(exclusion of benefit estimation, problems related to cost estimation, conditional
selection of policy instrument, decision of proper size of budget, additional cost) as an
analytical framework.
We found that except exclusion of benefit estimation, all disputed points could be regarded
as technical problems in implementing the regulatory budget and identified as solvable
problems. We also found that exclusion of benefit estimation has been at the center of
application of regulatory budget and regarded as a selective problem of regulatory value
between efficiency and equality. This results suggest that programs or institutions for
regulatory reform be designed to strike a balance between efficiency and equity.
Key words: Regulatory Budget, Regulation, Regulatory Reform, Regulatory Impact
Analysis(RIA), Cost-Benefit Analysis(C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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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가스시장 경쟁도입 정책의
유효성 평가
- 정책문제 정의의 메타오류의 관점에서 이성우*․김권식**
우리나라의 가스산업은 공기업인 가스공사의 독점체제를 취하고 있다. 가스시장은 구조
적으로 자연독점이 출현하기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어 공기업에 의한 독점과 요금규제가 불
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공기업에 의한 독점체제는 X-비효율성을 초래한다. 이를 해소
하기 위하여 가스시장에 경쟁을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가 정부에 의해 계속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시도가 구조적으로 자연독점을 시현할 수밖에 없는 가스시
장 및 가스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정책문제 정의, 즉 문제정의의 제3종 오류
에 의한 것임을 논증하고 있다. 또한, 해외사례 및 관련 이론을 통하여 시장구조의 특성이나
현실적 상황과는 괴리된 경쟁도입의 입법화가 가스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바람직한 대
안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분석한다. 이 논문은 가스시장의 유효경쟁을 확보하면서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으로서 현행 규제요금제도에 가격
* 제1저자,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leese@hansung.ac.kr)
** 교신저자, 수원대학교 행정학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학동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kskim87@empas.com)
*** 본 논문은 2011년에 가스공사에서 산학협력연구과제의 일환으로 수행된 용역보고서(“경쟁도입에 대비한 천
연가스 요금제도 개선방안(연구책임자: 한성대 이성우 교수)”)의 내용 일부를 요약·수정·발전시킨 것입니다.
또한 이 논문은 한성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을 밝힙니다. 본 논문에 대해 유익한 논평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접수일: 2013/5/13, 심사일: 2013/10/31, 게재확정일: 201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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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나 RPI-X 등 시장유인적 요소를 가미하는 유인규제 요금제도의 도입을 제시한다.
핵심 용어: 가스산업, 시장 효율성, 유인규제, 투자보수율 규제, X-비효율성, 메타오류,
RPI-X, 가격상한제

I. 들어가며 - 가스시장 경쟁도입의 적절성

우리나라의 가스산업은 도입 부문에서 한국가스공사 독점체제를 취하고 있다. 이처럼 단
일 공기업이 해외로부터 천연가스(LNG)를 독점적으로 도입하여 가공· 저장 · 운송하는 현행
체제가 과연 경제적으로 효율적인지, 그리고 보다 효율적인 시장구조가 되려면 시장경쟁을
제고하는 구조개편이 필요하지는 않은지에 대하여 오랜 논의가 있어왔다. 또한, 김대중 정
부 시기에 가스공사 역시 공공기관 민영화 계획의 일환으로 민영화 계획이 논의되다가 이명
박 정부시기에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천연가스 도입· 도매 부문에 경쟁도입을
추진하기로 방향이 정해졌다. 이후 2009년도(제18대 국회)에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으
나, 동 법안 추진 과정에서 가스시장 경쟁도입을 둘러싸고 찬반 양론이 치열하게 전개되었
다. 결국, 18대 국회가 2012년 5월 29일 종료되면서 임기만료에 의해 자동 폐기되었다. 그러
자 정부는 19대 국회 개원 이후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입법부를 우회하여 가스시장 경쟁도
입 추진을 시도하다가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한 신중한 논의를 요구하는 국회에 의해 국정감
사에서 지적을 받고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가스산업의 일반적 특성 및 국내와 해외 가스시장의 여건 및 동향을
살펴보고 각국의 가스산업 구조개편 사례를 고찰한 후에 국내 가스산업 경쟁도입을 둘러싼
찬반론을 검토한다. 그리고 가스시장 구조개편을 위한 정책담론에 있어서 잘못된 문제정의
에 의한 제3종 오류의 가능성이 있음을 논증하고, 바람직한 문제정의에 의한 바람직한 목표
설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완전경쟁시장만을 지향하는 것은 비현실적임을
비판하고, 보다 현실적으로 유효경쟁상태를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시장효율성을 증진하기 위
한 현실적·기술적 처방을 탐구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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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가스시장 경쟁도입 정책의 등장배경
1. 가스산업의 특성 및 우리나라 현황
주요 에너지원의 하나인 가스산업에는 안정적 수급 및 가격유지를 위한 사업허가제, 가격
승인제 등 정부규제가 다수 존재한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및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2년마
다) 수립을 통해 적정수급물량을 유지하고 있으며, 소비자 물가 안정 및 서민생활 보호를 위

한 가격 승인제를 통해 요금 규제를 실시하고 있고,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 회수, 공급설비의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해 사업자에게 독점공급권이 부여되고 있다. 또한, LNG 수송선반 건
조 및 인수기지, 배관망 등 사업 개시를 위한 기본적인 설비투자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장치산업으로서 저장시설 및 배관망 등 초기설비 투자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어 진입장벽
이 높다2). 또한, 국내 천연가스 소비량 중에서 거의 전량(98.5%)을 해외에서의 수입에 의존
하고 있어 수급이 경직적이고, 인접국과의 PNG 등 연계 네트워크가 없어 LNG 도입에만 의
존해야 하는 고립된 시장으로서의 특성을 지닌다(황재도, 2009).
한편 LNG 도입은 대부분 장기공급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의무인수조건(TOP)3) 등의
계약내용이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4). 게다가 공급자가 소수인 과점구조 시장(석유는 완전
경쟁시장)으로 구매자의 공급자 선택폭이 제한적이며, 거래조건이 경직적이고 현물시장 비중

이 적다. 현재 진행중인 LNG 프로젝트는 구매자가 이미 확정되어 있어 신규 수요 발생시
새로운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자와 구매자가 협상하여 거래를 확정하고 있다. 또한, 저장설
비 및 수송선 등의 제약요인 때문에 공급이 예상치 못한 수요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도 특징이다. LNG 저장시설은 3~5년의 건설기간과 많은 투자비가 소요된다(20만
kℓ 1기 약 1천억 원). 그리고 LNG 수송선 건조기간은 약 3년으로서 전세계적으로 317척(2009
1) 본 연구는 경쟁을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유효경쟁 상태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경쟁친화적 시장기반
구축의 일환으로서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정책수단을 탐색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효율성을 달성하
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경쟁도입보다는 요금제도의 개편이 더욱 실효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2) 가스산업과 관련된 일반 현황에 관한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2009),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도시가스사업법 일
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2009) 및 한국가스공사(2010a; 2010b) 등을 참고하였다.
3) 의무인수조건(TOP: Take or Pay)은 약정된 LNG 물량을 구매자가 의무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조건으로서 구매
자가 LNG를 인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물량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4) 20년 이상 장기 공급, 의무인수(TOP), 연중 균등 도입 및 도착지 제한조항 등 거래조건이 매우 경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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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기준)이 운영 중이나, 대부분 장기계약에 전속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한국가스공사가 도입․도매부문을 독점하고 있으며2008년 기준 27,994
천톤을 도입하여 발전용(43%), 산업용(20%), 가정용 등 일반용(37%)으로 판매하고 있다. 소매
부문은 32개의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지역독점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사업자 간 공급권역
중복 금지).

도입부문의 경우, 1986년 LNG 도입 당시 한국가스공사 독점체제였으나 1997년 이래로
포스코 등의 자가소비를 위한 LNG 직도입이 허용되었다. 즉, 발전용, 산업용 등 대량수요자
(한전 발전자회사, 포스코, GS, SK 등)에게는 자가소비용 LNG를 직수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공

급방식도 부분적으로 허용되어 있다. 그러나, 자가소비용 도입만 허용되고, 판매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어 도입물량 비중이나 그로 인한 경쟁효과는 크지 않다. 한편 도매부
문은 한국가스공사 독점 체제로서 주배관망 2,765km를 보유하고 있다. 직수입자는 배관망
에 대한 공동이용이 가능하며 한국가스공사에는 공동이용(OA, Open Access) 제공 의무가 부
여된다(도시가스사업법 제39조의6). 경쟁도입을 위한 2009년도 개정안에 따르면 바로 이러한
도매부문에 발전용 가스사업을 허용함으로써 일부 경쟁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 정책제안
의 취지이다.
현행 천연가스 요금은 다른 공공요금과 같이 서비스 원가주의5)에 따라 적정보수 방식6)
으로 적정 원가와 적정 투자보수를 산정하고 있다(한국가스공사, 2011). 이때 요금 산정의 기초
가 되는 총괄원가는 적정원가와 적정투자보수의 합으로 산정된다7).

5) 서비스 원가주의란 공공 서비스 생산자의 지속적인 기업성을 유지하기 위해 소비자 요금을 가스 생산 및 공
급에 소요된 원가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적정보수방식이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에 소요되는 총비용에 적정 보수를 가산한 것을 소요 수입액
으로 책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7) 적정원가는 공공재화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직․간접의 제비용, 대상기간 중 투자계획, 인원계획, 물가상승
률, 판매량 계획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영업비용+영업외비용-영업외수익). 그리고 적정투자보수는 공적
수요에 투입된 자본에 대하여 주어지는 일정 수익(Return)으로서 요금기저에 투자보수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요금기저는 당해 회계연도의 순가동설비자산액, 순무형자산액, 일정분의 건설 중인 자산의 기초․기말 평균
가액과 일정분의 운전자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적정투자보수율은 자기자본에 대한 보수율과 타인자본
에 대한 보수율을 자기자본과 타인자본 구성비로 각각 가중 평균하여 산정한다
. 이때, 자기자본에 대한 보수
율은 예금금리 등으로 적정하게 산정한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 타인자본에 대한 보수율은 직전년도
차입금 평균월말잔액으로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나누어 구한 율에 법인세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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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적정 투자보수의 산정
=
적정투자
보수

요금기저(Rate base)

×

순가동설비자산액
+ 순무형고정자산액
+운전자금

투자보수율(WACC)
WACC =
자기자본보수율×자본구성비+
타인자본보수율×부채구성비

※요금기저: 서비스공급을 위해 투자한 진실하고 유효한 자산으로 적정보수산정의 기초
※투자보수율: 기 투자된 요금기저에 주주나 채권자들이 제공한 자금에 대한 보상율

2. 가스산업 구조개편 논의의 등장 배경
우리나라 가스시장에 대한 경쟁도입 논의의 가장 중요한 배경은 도시가스요금 중에서 원
료비의 비중이 83%(’07년 서울시 기준)로서 요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현재 도입· 도
매부문을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어 도입시에 낮은가격으로 원료를 도입할 유인이 낮
다는 문제의식에 기인한다. 즉, 도입 · 도매 부문이 독점 체제이고 정부가 요금규제를 통해
적정원가를 산정하여 요금에 반영하여 보상해주므로 도입원가를낮추기 위한 노력을 할 유
인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정부는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을 통해 도입판매사업자를 통한
천연가스 산업의 경쟁도입을 천명하고 가스산업 도입· 도매부문에 경쟁도입을 추진하고 있
다. 이에 따라 발전용 가스사업에 한하여 일차적으로 새로운 사업자의 신규진입허가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가스공사 독점체제를 해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2009년에 지식
경제위원회에 상정하였다. 이러한 천연가스 산업의 경쟁확대는 규제시장에서 적용 중인 도
매공급비용과의 비교 대상이 다수 출현하게 됨을 의미한다(한국가스공사, 2011). 즉, 공사의 제
조시설 및 배관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쟁시장 소비자의 확대에 따라 현행 규제시
장 공급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재평가가 향후경쟁도입 논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가스공사 독점체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가스산업
에 대하여 오래전부터 민영화나 경쟁도입 등의 시장지향적 방식을 통한 효율성 제고와 후생
증진을 위한 정책적 시도가 있어 왔다. 김대중 정부까지는 이러한 노력이 주로 복수 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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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계획 세부내용 - 가스시장 경쟁도입
구분

주요 내용

경쟁도입
스케쥴

▪ 2010년 중 도입·도매부문의 신규 판매사업자(이하 “발전용가스사업자”) 허용을
통해 천연가스 시장에 경쟁을 도입함.
▪ 발전용 물량에 대해 우선 경쟁을 도입한 후, 산업용으로 경쟁범위를 확대함.

경쟁도입
대상물량

▪ 경쟁도입 대상 물량은 총 예상수요 중 가스공사의 기 계약분을 제외한 잔여분으
로 함.
▪ 경쟁도입 첫 해에 실질적 경쟁이 가능한 물량을 보장함.

자료: 국회 지경위 검토보고서, 한국가스공사(2010a; 2010c; 2011)

설립 및 분할매각을 통한 민영화 노력으로 나타났고, 노무현 정부시기 이후에 와서는 경쟁
도입을 통한 시장 효율성의 제고 노력으로 내용에 변화가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가스산
업을 대상으로 한 정부 정책은 민영화및 자회사 분할방식이든지 경쟁도입이든지간에 대체
로 완전경쟁시장을 이념형으로 하는 시장경쟁 활성화에 초점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
경쟁도입 노력은 완전경쟁시장이라는 이상적 상황이 가져다주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최고
의 목표로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에서 내세우는 경쟁의 효율성 증진 논리에서 전제로 하는 완전경쟁조
건을 충족시키는 시장이 현실에서는 흔치 않다. 이에 따라 경쟁도입 옹호론자들이 내세우는
논리가 유효경쟁이론이다(홍장표, 2008). 유효경쟁(effective competition)이란 잠재적 진입으로 인
한 경쟁압력이 커서 비록 공급자가 소수라도 특정 공급자가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는
시장상태를 말한다. 즉, 진입장벽 제거를 통해 담합행위 및 경쟁제한 행위 등을 규제하게 되
면 공급자는 경쟁시장의 경우와 유사하게 행동하게 되어 효율적인 시장 자원배분 결과가 달
성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이처럼 가스산업 및 가스시장의 특성상 과연 이러한 경쟁촉진이
가능한가, 그리고 그러한 경쟁촉진을 통해 과연 시장의 효율성이 증진될 수 있는가를 놓고
가스산업 구조개편이 논의되던 초기에서부터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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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해외 가스산업 구조개편 사례 검토
1. 해외 가스시장 특성 및 동향
천연가스 시장은 그 주요 특성의 하나가 시장상황에 따라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상대적
지위가 달라진다는 점이다(공정거래위원회, 2009). 즉, 국제환경 및 시장상황에 변동을 주는 사
건이 발생하거나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될 경우에 가스 거래에 있어서 구매자가 유리해지기
도 하고 판매자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기도 한다. 예컨대, '01∼’04년은 유가하락 공급초과
등으로 구매자 위주시장(Buyer's Market)이 형성되었고, '05∼'08년은 세계 경기 활황, 특히
중국 및 인도 등 신흥 시장의 급성장으로 판매자 우위시장(Seller's Market)이 형성된 바가 있
다. '08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적 경기침체 및 수요감소 영향으
로 구매자 위주시장으로 다시 변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표 2> LNG시장과 석유시장의 차이
구분

LNG 시장

석유시장

공급자

소수(과점시장)

다수(완전경쟁시장)

개발· 생산비용

고비용(40~50억 불)
* 석유대비 약 3.5배

저비용(10억 불 내외)

거래형태

20~25년 장기계약 위주
* 先판매, 後생산(주문생산방식)

단기․현물 거래 위주
* 先생산, 後판매

가격결정방식

석유연동 계약가격

국제시장가격

용도

연료에 한정

연료, 화학 원료 등 다양

특별히 아시아 LNG시장은 천연가스 도입계약 형태에 있어서 TOP(Take-or-Pay) 장기계약
위주의 경직적 거래관행이 보편적이다(홍장표, 2009). 따라서, 대규모 장기 프로젝트에 기반을
둔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요 증가에 공급이 탄력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경
직성을 보인다. 이처럼 20년 이상 장기 TOP계약 위주로 거래가 되는 상황에서 시장참가자
의 단기 경쟁전략 구사가 제약되고 있다. 또한, 현물거래가 주로 예상치 못한 수요증가에 따
른 공급 부족 해소를 위한 부족물량 도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북미와 영국에서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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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계약방식8)에 의한 대량의 현물공급도 나타나지 않고 있어 현물시장이 발달하지 못하고
있다(Energy Charter Secretariat, 2007). 더불어 현물시장가격을 결정하는 거래허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표준 시장가격이 부재하며 현물 도입가격은 매건 협상을 통해 결정되며 상당한
프리미엄이 부가된 수준에서 결정된다는 점9), 선물옵션시장 등 시장참가자들의 위험을 분
산시킬 수 있는 인프라가 미흡하다는 점 등도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LNG 시
장의 제반 여건은 완전경쟁시장의 형태를 띠고 단기·현물거래가 위주인 석유시장과 대조를
이룬다<표 2>.

2. 주요 국가들의 가스시장 구조개편 사례
(1) 북미와 영국의 가스산업 경쟁도입사례 - 자유시장모델(가스생산국)10)
미국은 민간기업의 지역독점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영국은British Gas의 국가독점체제
를 취하고 있다. 영미 국가는 애초에 자국 가스전 생산과 연계한 판매독점의 폐해를 해소하
고자 하는 목적에서 가스시장 자유화를 추진하였다. 하지만, 역내 다수 생산자들 간 경쟁으
로 가스전 생산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판매독점으로 최종 소비자의 요금 하락으로 이어지
지 않았고 오히려 시장자유화 초기에 큰 시행착오(Disaster)를 경험해야 했다. 미국의 경우 시
장자유화 초기 가격규제 완화로 가스요금 급등(1979~1985), 공급과잉(1986~1988) 등 시행착오
를 겪었고, 영국도 선 민영화 후 시장구조개편 정책 추진으로 인한 시행착오를 겪었다. 1986
년 선민영화정책으로 민간독점기업이 등장하였으나 독점으로 인한 폐해가 노출되면서1994
년 이후 시장개방, 설비와 판매부문의 분리, 규제기관 설립 등 구조개편 정책으로 선 민영화
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구조개편의 결과, 시장가격기구가 작동하게 되었고 단기현물거래가 지배적인 시
장환경이 조성되었다(장기계약에서도 헨리 허브의 시장가격지수 활용). 또한, 석유시장과 같은 현

8) 자가계약(self-contracting)이란 공급자와 수요자가 위험을 공동 부담하는 전통적인TOP 장기계약과 달리 공급
자가 상류부문 위험을 모두 감수하는 계약을 말한다.
9) 북미와 영국에서는 가스허브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현물시장가격이 형성된다.
10) 각국의 가스산업 구조개편 사례에 대한 내용은 한국가스연맹(2000), 서정규·이은명(2007), 공정거래위원회
(2009), 김기중(2009), 홍장표(2009)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정리한 것이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상기 자
료들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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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시장(spot market)이 형성되고 이를 기반으로 수급이 조절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영국의
경우 86년 소매시장 경쟁도입 이후 신규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었고
(1999년말 11.2% → 2006년말 47.2%) 소비자가 기존사업자에서 신규사업자로 전환할 경우 요금

절감액도 연간 68~107파운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07. 6월 기준). 경쟁도입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만건수가 크게 하락하는 등 사업자의서비스 개선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으
며, 미국가스협회(AGA)와 영국하원 통상산업위원회가 발표한 경쟁도입에 따른 가스요금 인
하요과는 미국의 경우 41.6%(1984～1994년), 영국의 경우 19.2%(1986～1996년)로서 상당한 수
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시장가격의 급격한 변동성, 가스공급 부족 등 새로운 문제점
도 등장하게 되었다11).

(2) 유럽 대륙의 가스시장 경쟁도입 사례: 조정시장모델(가스도입국)
EU는 1990년대 에너지공급이 안정적인 저유가시대 경쟁시장의 효율을 추구하는 영미형
자유시장을 모델로 EU 역내 가스단일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에너지시장 구조개편에 착수하
였다. 이에 따라 EU 가스단일시장 형성을 위해 1차(1998), 2차(2003), 3차(2009) 가스지침을 통
해 구조개편을 추진하였고, EU 회원국은 가스지침에 따라 시장 개방, 설비와 판매 분리, 설
비공동이용제등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유럽대륙 국가들의 경우 구조개편에 제약요인이 존재하였는데 대부분의 유럽 국
가들은 역외의 강력한 생산자(러시아, 알제리 등)로부터 가스를 수입하는 가스도입국으로서 북
미나 영국과 달리 TOP 장기 도입계약을 해소할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해 가스현물시장의 발
달이 지체되었다(홍장표, 2009)12). 이러한 제약요인을 도외시한 상태에서 추진된 구조개편의
결과 유효경쟁시장 구축은 미흡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노정되었다. 즉, 러시아의
가즈프롬이 EU의 가스 총수입량의 33%를 차지하는 등 역외 가스 생산부문에 대한 EU의
통제력이 취약한 가운데 시장자유화를 추진하고 기업분리 등을 추진함으로써EU 역내 가스
도입자 수가 증가하여 구매자의 교섭력 약화와 더불어 역외 생산자의 교섭력 증가 등의 부
작용이 초래된 것이다. European Commission(2007)의 시장경쟁 평가에 따르면, 도소매시장
개방, 설비와 판매 분리, 설비공동이용 등 경쟁촉진정책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이 수직 수
11) 영국의 경우 2004~2005년 2007~2008년 동절기 가스공급부족 사태를 겪은 바 있다.
12) 유럽대륙 가스 현물거래의 비중은 가스거래총액의5% 미만이고 대부분 장기계약에 의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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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결합과 시장봉쇄 등으로 대응함으로써 높은 시장 집중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또한, 신규진입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간 가격인하 경쟁을 통한 소비자의 후생 증대
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각국의 가스요금 추이를 살펴보면 시장개방 초기에 요금이 하락
하다가 요금규제가 완화된 2000년대 중반 이후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유럽 주요국의 가스요금 추이
가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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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가스요금은 Gj당 유로(세금 제외)
자료: Eurostat(2008), 홍장표(2009) 재인용.

(3) 일본 : 독점 모델(아시아 LNG 도입국)
일본은 구조개편 이전에 민간기업 지역독점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즉, 민간기업이 도
입-도매-소매 등 전 부문을 담당하는 수직 결합 형태의 지역 독점이 보편적이었고 총수입물
량을 6개 전력회사(70%)와 8개 가스회사(30%)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입하는 체제였다. 이
러한 지역독점 폐해 시정을 위한 단계적 시장개방으로 민간 지역독점의 폐해(높은 가스요금,
배관망의 분산 단절과 지역 간 가스요금의 현격한 차이) 해소 및 요금인하를 목적으로 경쟁도입이

실시되었고 이에 따라 도소매시장 개방이 이루어졌다13).
이러한 일련의 가스산업 구조개편이 이루어졌지만 일본 전체 가스시장에서 신규진입자의

13) 1995년에는 대량수요처(연간 200만 m3 이상) 시장개방, 1999년에는 대량수요처의 범위 확대(100만 m3 이
상), 2007년에는 연간 10만 m3 이상 수요자 시장개방 등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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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점유율은 7.4% 수준에 불과하며 4대 메이저 도시가스회사가 시장을 지배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경쟁도입을 통해 지역독점의 폐해를 시정을 추구하고 있으나 지역독
점체제 타파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메이저 도시가스업자(TOP 장기계약 도입자) 간 암
묵적인 공급권역 보장으로 시장상호침투나 가격경쟁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産業構造審議會
成長政策部會, 2006) 경쟁도입 이후 LNG 현물구입량이 연간 약 200만 톤으로 증가하는 등 수

급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3. 해외 경쟁도입 사례의 시사점 : 시장상황에 따른 구조개편의 필요성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국가의 천연가스산업과 우리나라의 천연가스산업 간에는
시장구조 및 산업환경에 있어서 많은 차이점이 있으며, 이로부터 각국의 천연가스 산업구조
는 오랜 기간에 걸쳐 개별국가가 처한 환경을 반영하여 진화해 왔기 때문에 이를 일률적으
로 다른 나라에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가스시장
에 경쟁을 도입한 경험이 없고, 또한 석유시장과의 단순비교도 적절치 않다. 석유시장의 경
우 대외 개방이 되었다고는 하나 현물(Spot)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고 공급자가 다수인 완전
경쟁에 가까운 국제시장의 형태를 하고 있어서, 이와 달리 TOP나 장기계약이 보편적이고
현물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며 인근국가와의 네트워크가 없는 우리나라 가스산업의
경우와 단순히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쟁도입의 실효성 여부를 검
토함에 있어서 해외의 사례 및 경험을 먼저 살펴보고 있다.
전세계 가스시장을 가스거래의 특징과 시장경쟁의 성숙도에 따라 지역별로 세 가지로 구
분하면 ① 북미와 영국의 자유시장모델 ② 유럽 대륙(프랑스, 이태리, 독일 등)의 조정시장모델
③ 아시아 LNG수입국의 독점모델(지역독점, 국가독점)으로 구분이 가능하다(홍장표, 2009). 이
세가지 시장별로 시장경쟁의 성숙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북미 국가(자유시장모델)의 경우에는 유효경쟁시장의 작동 조건이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역내 개발, 생산, 도입, 저장, 판매 등 모든 value chain이 구비되어 있고, TOP
장기계약 조건의 해소와 현물시장의 발달, 역내 국가 간 광역 PNG 네트워크, 국가 간· 지역
간 상호 협조하에서 PNG를 중심으로 하는 개방된 광역 네트워크가 구비되어 있으며, 선물옵션
거래 등 리스크 분담 시장인프라가 발달해 있는 등 유효경쟁의 요건이 잘 갖추어져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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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유럽대륙 수입국(조정시장모델)은 유효경쟁시장 작동 조건이 미흡하다. 역내 국가
간 광역 PNG 네트워크 형성에도 불구하고 생산자가 역외에 존재하여value chain 미비한 관
계로 TOP 장기계약 조건을 해소하지 못하고 현물시장의 발달이 지체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제약조건 속에서 시장참가자들은 가격경쟁을 회피하는 전략적 행동을 보이고 있어 유효경
쟁시장 구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의무인수(Take or Pay)조건이 부과된
장기계약으로 가스를 도입하는 사업자들은 시장상호침투를 통해 가격경쟁을 벌이는 대신
권역별로 시장을 나누고 경쟁을 회피하는 전략적 행동을 구사하고 있다(Calvaliere, 2007; Polo
& Scarpa, 2007; 홍장표, 2009 재인용). 이러한 시장참가자의 전략적 행동으로 정부의 경쟁촉진정

책이 무력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경우는 역내 국가 간 광역 거래네트워크가 부재하고
,생
산자가 역외에 존재하며 현물시장이 취약한 특성을 보인다. 특히, 아시아 LNG시장의 경직
성으로 석유시장과 같은 단기적 자유경쟁시장과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또한, 일본은 우리
나라와 마찬가지로 소비하는 천연가스 전량을LNG 형태로 수입하고 있지만 우리와는 달리
규모가 큰 도시가스회사들과 동경 전력 등 천연가스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전력 회사들이 도
시가스를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아시아 LNG시장의 특성으로 유효경쟁시장 작동 여건이 미
비하여 자유시장 모델로의 이행이 실질적으로 봉쇄된 상태로 평가되고 있다.
<그림 3> 지역별 가스거래와 경쟁시장 성숙도

자료: 홍장표(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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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북미 지역과 EU 국가들은 가스산업 구조개편 접근에 있어서 일정부분 공통
점을 가지고 있다(가스연맹, 2000, 홍장표, 2008; 2009). 대부분 자국 내에서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있거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대륙에 속한 다수의 국가를 경유하면서 다수의 생산자와 다수
의 소비자를 연결하도록 건설된 방대하고 복잡한 천연가스 배관망(pipeline networks)에 연결
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이들 국가들의 상당수는 천연가스의 가장 가까
운 대체재인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산업 중 적어도 발전단계에 경쟁을 도입하여 경쟁원리에
입각하여 전력자원을 배분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천연가스의 가격의 결정도 상당 부분
경쟁원리에 입각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상당히 오랜 기간 다수의 민
간 가스업체들이 천연가스 산업 전반에 걸쳐 이윤동기에 입각하여 활동해 온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나라들의 천연가스 산업환경은 경제성 있는 도입대상 지역이 중동,
오세아니아, 동남아의 일부 천연가스 생산국으로 국한되어 있고, 전량을 LNG 형태로 수입
해야 하며 가스산업 민영화 정도에 있어서도차이가 있는 일본이나 우리나라와는 근본적으
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미국 및 영국을 비롯한 EU국가들이 가스시장에 경쟁을 도입한 것은 시장자유화 이
전의 규제체제에 비해 효율성이 제고되어 가스 공급비용이 절감되고 대고객 서비스가 개선
될 것이라는 신념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낙관론은 장기적으로는 유효할 수 있으나 단기
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다른 산업과 구별되는 가스산업만의 고유한 특성들이 엄
연히 존재하고,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 경쟁도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도리어 전반적인
사회적 비용을 상승시키는 역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다(한국가스공사, 2011).

Ⅳ. 가스시장 경쟁도입과 정책문제의 정의
1. 정책문제정의(problem definition) 관점에서의 경쟁도입 이슈의 성격
(1) 문제정의의 개념
먼저, 가스시장 경쟁도입 사안과 관련한 정책문제 정의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완전
경쟁시장이론 및 시장실패 등의 이론적 관점과 가스산업의 실제현황이라는 현실적 관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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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책문제의 정의(problem definition)이란 정책분석의 핵심국면으로서 정책분석가에 맡겨진
바,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술(記述)을 의미한다(노화준, 1985). 즉, 하나의 정책을 통해 해결하
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사전에 명료하게 구체화시켜내는 작업인 것이다. 이때에 문제
에 대한 명확한 기술이란 Bardach에 의하면, 첫째 문제의 해법을 찾음에 있어서 부적합한
하위의 최적화(suboptimization)에 도달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문제의 경계들을 설정하고, 둘
째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나 조건들에 대하여 시민이나 관련 당사지들이 느끼는 정서나
만족 혹은 불만족 여부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Bardach, 1981: 163~164, 169). 정책문제의 정의 단
계에서 전반적인 최적 대안을 탐색하기 위한 시발점으로서 문제의 경계가 설정되고 그에 따
라 대안탐색의 방향도 정해지게 된다.
또한, Dunn(2004:82~85; 이희선, 2005 재인용)에 의하면 정책문제는 해결방안의 모색을 위한
전단계로서 메타문제의 형성, 즉 문제의 구조화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는 문제의 탐색, 문제
의 정의, 문제의 구체화, 문제의 인지 등 상호의존적인 단계로 구성된 일련의 과정이다. 하
나의 문제상황의 존재를 감지하고(문제의 탐색), 문제의 개념적 준거틀 혹은 관련분야를 결정
해야 하며(문제의 정의), 실질적 문제를 대안탐색을 위한 공식적 문제로 구조화해야 한다(문제
의 구체화). 이와 같이 문제를 정의하고 구조화하는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 오류가

바로 제3종 오류이다(Kimball, 1957). 즉, 정확한 문제에 대한 잘못된 대안을 얻어내는 것14)이
아니라 문제 자체의 정의와 구조화 자체가 그릇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이다
. 애당초
그릇되게 정의된 문제를 풀려고 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오류를 제3종 오류 혹은 메타
오류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스시장 경쟁도입 정책의 문제정의 단계에서 바로 이러한
문제의 본질에 대한 진단의 오류(메타오류)가 존재할 가능성에 대하여 고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장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를 교정하기 위한 정
부 개입의 합리화 논거로서 시장실패 이론을 들곤 한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실패 교정을 위
한 정부개입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자유방임주의의 결점이 발생할 때에 정부개입은 언제
14) 통계학에서의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를 의미한다. 제1종 오류는 실제로 효과가 없는 대안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이고, 제2종 오류는 효과가 있는 대안을 효과가 없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는 경우이다.
이와는 달리 제3종 오류는 대안 탐색 이전에 문제의 정의단계에서부터 문제 본질에 대한 잘못된 진단이 내
려지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이후의 대안탐색 과정이 송두리째 무의미하게 된다는 점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심각한 오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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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바람직하지 못하며 정부개입이 불가피하게 야기하는 결점은 어떤 상황에서는 민간기업
에 의한 것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는 Sidgwick(1887)의 지적이나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비시장활동이 의도한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거나 기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를 비시
장실패(nonmarket failure)라 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Wolf(1979)의 논의에서 보듯이 정
부개입은 시장실패의 필요조건일뿐 충분조건은 아니다(전상경, 1992). 즉, 시장실패가 존재할
경우에 이를 교정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정부개입을 생각할 수는 있으나 시장실패가 존
재한다고 해서 항상 정부가 어떤 특정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조치를 취해야 하
는 경우에도 비시장실패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시장실패를 치유할 수 있는가에 대
해 신중한 성찰이 필요하다.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시장실패 사례 가운데에 대표적인 것이 자연독점이다. 자연
독점(natural monopoly)은 생산규모가 증가하면서 장기평균비용이 하락하는 규모의 경제
(increasing returns to scale)가 존재하므로 신규진입자가 존재할 수없고 독점 공급자에 의한 공

급이 불가피한 시장상황이 조성된다(Apgar & Brown, 1987). 시장의 비용구조 자체가 독점적
생산자의 존재를 불가피하게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방임할 경우에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온존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한 정책수단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민주
화 이후시기부터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개혁이 요구되던 김대중 정부 시기를 거쳐 노무현 정
부 및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민영화와 경쟁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최근 경
쟁도입에 관한 정부의 정책발표를 둘러싼 찬반 양론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2. 가스시장 경쟁 도입에 관한 찬성론의 내용 및 논거
가스시장에 경쟁을 도입하는 것에 찬성하는 각 주체별 입장은 다음과 같다(국회 지경위,
2009; 한국가스공사 2009; 2010b; 2011).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경쟁도입을 통해 독점 공기업의 방

만경영 및 비효율을 제거할 수 있고 체질개선 및 경영쇄신을 도모할 수 있으며, 경쟁도입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도입할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발전용 LNG를 도입하는 회사가 많
아지는 경우 구매 포트폴리오의 범위가 넓어져 국가 전체적으로는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한편 가스시장 경쟁도입을 직접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논리는 우선 가스공사의 독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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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으로 원료비가 요금에 반영되기 때문에 공기업 독점체제하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원료를
도입할 유인이 없고, 구매물량 규모보다는 구매시점의 시장상황이 더 중요하므로 구매물량
에 따른 도입협상력 약화 문제는 없으며, 가스공사 물량 독점시에 구매자의 필요 물량을 생
산자가 예측할 수 있어 도리어 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발전용
물량만 먼저 경쟁을 도입하기 때문에 가정용 등 소규모 소비자의 요금인상 효과는 없으며
,
가스공사보다 더 싸게 공급할 수 있어야 민간기업에게 도입 기회가 돌아가므로 민간기업 특
혜 정책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더불어 가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으로 정부지
분 매각을 의미하는 민영화와는 차이가 있으며 전면적 경쟁이 아니라 발전용에 한정하여 경
쟁도입을 추진하자는 것이므로 가스공사도 경쟁에 참여할 수 있고 공사의 도입가격이 싸면
도입 독점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나타난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우선, 정
부와 독점 공기업의 경직적 구조로는 세계 시장의 빠른 변화에 대처가 불가능하고, 미국이
나 유럽, 일본, 중국 등 단일 공기업이 국가전체의 전력과 가스를 독점하고 있는 나라는 없
다. 둘째로 독점도입에 의해 도입원가가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되므로 도입협상 개선노력이
결여될 뿐만 아니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급기반 확충노력이 미흡하여 일본에 비해서 저
장시설이 부족한 데에 따른 문제점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발전용 물량
에 대한 신규진업 허용으로 공기업과 민간기업 간의 협력과 경쟁을 통한 에너지자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한다.

3. 가스시장 경쟁도입에 관한 신중론의 내용 및 논거
천연가스 경쟁도입 신중론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선 국회의원의 입장은 첫째로 경쟁도
입시 도입협상력(bargaining power) 약화로 결국 도입 가격이 상승할 것이고 자가소비용 직수
입 때문에 스팟구매가 증가하는 등의 폐해가 발생하여 결국 가스요금 인상이 유발될 것이라
고 한다15). 두 번째로 우리나라는 지역적으로 고립되어 미국, 유럽 등과 가스도입 여건이 상
이하므로, 경쟁도입 시 가정용 등 소규모 소비자의 요금인상으로 귀결될 것이며, 용도 간 교

15) 2009년 GS의 직수입 포기에 따른 스팟 구매 증가(96만 톤)로 943억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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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조 제거 시 수요패턴이 불리한 가정용 요금이 인상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영국의 경우
민영화 후 ’05∼’06년에 가스가격이 500% 폭등하였고, 일본의 산업용 · 발전용 가격은 우리
와 비슷하나 가정용은 2배나 비싼 것처럼, 우리도 LNG 도입 · 도매 경쟁이 허용되면 가스요
금이 폭등할 우려가 있다. 또한, 발전용 물량에 경쟁 도입할 경우 가정용 수요자의 희생하에
소수 에너지 재벌기업에 특혜를 주는 셈이 되어 국내 정유시장과 유사하게 대기업 위주의
과점시장으로 재편될 우려가 높다16). 더불어 가스산업 경쟁도입 시 미공급지역 공급 기피,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축소 등 공익적 기능 수행과 국가적 수급조절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최근 고유가시대와 자원민족주의와 같은 환경변화로 인해 각국이 에너지자원 확보에
국가적 역량을 총 집결하는 상황에서 도입· 도매부문의 경쟁 도입으로 해외자원개발 역량
이 분산될 수 있다는 논지를 펴고 있다.
한편 가스공사 노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반대론을 전개하고 있다. 첫째, 구매자 간
도입경쟁은 분산구매· 단기구매 증가 등으로 도입협상력을 저하시키고 도입가격을 인상시
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로 포스코, SK, GS 등 2~3개 대기업만 참여하여 석유
및 LPG 시장과 같은 가격 담합 등 과점시장의 폐해가 유발될 수 있다. 셋째, 발전용 경쟁도
입으로 분산 구매 및 동하절기 수요편차 확대 등으로 인해 가정용 소비자 요금이 인상될 수
밖에 없으며 수급대란, 구매력 활용한 해외자원개발기회 상실, 보편적 서비스 제공 중단 등
가스산업의 공공성 훼손 우려가 있다.
공청회를 통해 발표된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음과 같은 논지를 담고 있다. 첫째, LNG 도
입가격은 시황에 크게 좌우되며 도입 시에 경쟁이 일어나면 분산구매로 인해 교섭비용 증
가, 도입협상력 저하 등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LNG 시장 특성상 장기계약 TOP,
공급자와 수요자가 소수인 경직적 시장 구조를가지고 있어 경쟁도입을 하더라도 유효경쟁
시장 구축이 어렵고, 경쟁도입의 사회적 편익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 많다. 즉, 경쟁 도입시
수급조절기능 분산 및 통합 시너지 효과가 감소로 수급불안이 초래될 수 있다. 셋째, 가스생
산국이 아닌 가스수입국의 도입부문 경쟁은 도입가격 하락을 초래할 가능성은 없으며
, 오히
려 가격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경쟁도입 이후 도입가격이 하락할지 상승할지는 불분
명하며, 국제 LNG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17). 넷째, 발전용 가스사업자의 알
16) 가스 산업 진입 예장 사업자가 SK, CS, 포스코로 한정될 전망이어서 정유시장과 유사하게 민간기업에 의한
과점화의 폐해가 예상되며, 이미 30개 도시가스사 중 13개사(약 43%)가 SK 또는 GS 계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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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빼먹기(Cream Skimming) 전략으로 경쟁도입의 소비자 후생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18).

4. 개별 입장의 종합적 검토
이상과 같이 가스산업 경쟁도입에 대한 찬성론과 신중론의 논거를 살펴보면 각 입장별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경쟁도입 찬성론을 펴는 정부 및 관련 전문가나 이해관계자들
은 가스공사의 독점체제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 독점이 가져오는 폐해와 비효율성을 개선
하기 위하여 경쟁도입을 통한 효율성 제고 조치가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찬성론 주장자들의 핵심논거는 결국 완전경쟁시장 내지 유효경
쟁시장 논리에 입각하여 경쟁이 효율을 증진시킨다는 이상적 목표 달성을 지향하고 있다.
반면에 신중론을 주장하는 입장의 핵심논지는 가스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는 현실주의적 특성을 보인다. 즉, 자연독점이 불가피한 가스시장의 특성과 장기 프로젝트
기반의 TOP계약이 주를 이루는 가스산업 고유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시
장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방법을 고려해야지 영미 국가들의 자유경쟁시장모델을 이념형으
로 하여 무조건 경쟁도입만을 추구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들을 검토해 볼 때, 찬성론은 정책의 목표를 경쟁실현을 통한 효율성 제고로
설정하고 있는 이상주의적 입장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찬성론 입장에서는 경쟁 이외에 시
장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른 대안의 탐색 가능성에 시선을 돌리기가 어렵다. 반면에, 신중론
의 입장에서는 가스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므로 완전경쟁상태를 지향하는 것이 시장
효율성 제고에 최선이 아닐 가능성을 고민할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 시장 효율성을 달성하
기 위한 대안 탐색의 출발점으로서 정확한 현실인식을 강조한다.

17) 판매자 우위 시장(Seller's Market) 상황에서는 구매자 간 경쟁으로 도입가격이 인상될 수 있으며, 구매자 우
위 시장(Buyer's Market) 상황에서는 도입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따라서 도입되는 천연가스의 평균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은 낮으며, 하락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상승가능성이 더 높을 수도 있다.
18) 세계 LNG 시장가격이 가스공사의 가중평균 도입가격에 비해 낮은 경우에 집중하여 도입하고 세계LNG
시장가격이 가스공사의 가중평균 도입가격에 비해 높은 경우에는 가스공사로부터 공급받거나
, 도입을 포기
하는 기회주의 행태를 보일 경우 이러한 발전용 가스사업자의 cream skimming 전략은 결국 가스공사의 가
중평균 도입가격의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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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가스시장 구조개편에 있어서 제3종 오류의 위험
1. 문제의 제기: 시장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바람직한 방안은 무엇인가?
가스산업의 경쟁도입에는 다양한 법적· 제도적 쟁점이 존재한다(이봉의, 2007). 첫째로 후
발사업자의 진입이 이루어질 경우 가스공사나 그로부터 분리된 도입· 도매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배관망 제공의무(Open Access) 부과나 접속료 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사전적 규제가 필요하고요금결정도 경쟁수준에서 책정될 수 있도록
하되 과도한 요금인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공정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시
장을 감시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시점에만 시장에 진입하는 기회주의적 행동(cream skimming)
을 방지하기 위한 전문 규제기관이 필요할 것이며 그밖에 가스산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한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가스 허
브의 확립, 역외 생산자들과의 공급 네트워크 확보 및 현물(Spot) 시장 활성화 등 시장의 기
본적 여건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경쟁도입이라는 정책수단의 선택은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
니다.
시장경쟁이 효율성을 증진시킨다는 것은 일종의 조건명제이다. 즉, 경쟁시장을 위한 제반
여건이 갖추어졌다는 전제하에서 복수의 공급자가 경쟁할 때에 사회전체적으로 가장 바람
직한 자원배분이 실현될 수 있다. 가스시장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대규모 TOP 물량거래를
위주로 한 경직적인 시장으로서 전형적인 자연독점 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
규모 공급자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시장구조는 필연적으로 독과점에 의한 생산 및 공급체
계를 출현시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영미국가의 가스산업 구조개편이 경쟁시장을 실현하
는 데에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가스 허브나 현물시장의 발달, 무수히 많은 생산자의 존
재 등 유효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제반 시장여건이 갖추어진 때문이었다. 반면에, 영미형 자
유경쟁시장 모델을 목표로 구조개편을 추진한 유럽의 경우는 역외 공급자로부터 가스를 도
입해야 하는 시장 고유의 특성을 감안하지 못하여 요금 상승 및 수급조절 곤란 등 부작용과
함께 중장기적 요금 상승과 같은 부작용을 겪고 있다19).
19) 이미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산업용 수요가 경쟁도입으로 이탈할 경우에 가정용 요금이 최소 5.2%~최대
467.6%까지 오를 것으로 한국도시가스협회가 2008년 9월 11일 가스산업선진화방안 세미나에서 자료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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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유사한 독점시장 모형에 해당하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시장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영미형 자유경쟁시장 모델을 이념형으로 한 정책적 접근으로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타국의 사례 및 해외· 국내의 가스시장 상황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독점시장에 본질적으로 내재한 비효율성을 해결해야 할 당위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그러한 독점체제를 정부가 독점 공기업을 통해 통제하는 정부 규제
체제 하에서도 여전히 유인체계 미비로 인한 X-비효율성(Leibenstein, 1975)의 문제가 존재한
다20). 민간독점에서 발생하는 초과부담(excess burden)의 문제, 그리고 공기업 독점의 X-비효
율성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과연 시장경쟁 도입 밖에 없는 것일까?

2. 가스시장 경쟁도입 논리의 타당성 고찰
시장경쟁이 효율성을 증진시킨다는 것은 일종의 조건명제이다. 완전경쟁시장이 성립하여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달성되는 이상적인 상황은 일련의 전제조건을 필요로 한다. 전문가
집단과 학계 일부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경쟁도입 신중론의 논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연
독점의 성격을 가진 가스산업의 특성, 그리고 국내외 가스시장의 상황 및 구조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연 경쟁도입이 최선의 대안인가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경쟁 도입에 치중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자.
첫째는, 김대중 정부 이후에 통치권자 혹은 핵심 정책결정권자들이 가진 경쟁시장 효율성에
대한 신념 때문일 것이다21). 김대중 정부 이후에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온 공공기관 선진화계
획 등 일련의 공공부문 개혁조치들은 모두 공공부문의 독점이 유발하는 비효율성에 대해 주
표한 바 있다. 그리고 삼일회계법인 역시 2008년에 산업용 직수입 확대로 가정용 가스요금이 지역별로 최소
6.99%~84.66% 상승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는 계절별 수요패턴이 일정한 산업용, 발전용 가스와 달리
가정용은 계절별 공급물량이 많게는9배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미디어 오늘, 2013. 7. 7일자 기사)
20) Leibenstein의 X-efficiency 개념에 따르면 경쟁이 결여된 정부부문의 조직활동에는 공공부문의 독점적 특성
으로 말미암아 생산성 향상의 유인이 결여됨으로서 내재적인 비효율성을 노정하게 된다. 이처럼 경쟁압력이
부재한 데에서 발생하는 유인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비용절감이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어려워지게
된다.
21) 최근 국토해양부의 KTX 민영화와 관련해서도 독일식 모델을 도입하여 공기업 간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공
공성과 효율을 조화할 것이며 완전민영화는 하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매일경제, 2013. 06. 16)
민영화에 따른 요금인상과 안전성 저해 등 우려로 다양한 논쟁이 계속 증폭되고 있는 상황도 본 연구와 관
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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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실패이론에서 제기하는 바와 같이 산업의 비용구조 자체가 비용
체감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를 시현하는 자연독점의 경우는 경쟁논리만으로 재단할 수 없는
예외적 상황에 해당된다. 따라서, 가스산업의 특성과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를 정의해 나가
는 과정에서 이처럼 독점의 등장이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가스산업 및 가스시장의 구조적 특
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로 정치적 실현가능성 및 정치적 정당성의 확보 때문일 수 있다. 현행 가스산업은 이
미 복잡한 규제시스템 내에서 작동되는 규제요금제하의 규제시장이다. 경쟁이 일부 도입되
더라도 자연독점의 성격이 강한 시장 특성상 영미권과 같은 완전경쟁에 가까운 상황이 전개
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정부는 독점이윤 방지 및 소비자후생 극대화, 공급 안정성 등의
근거를 내세우며 시장에 불가피하게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소위, 규제의
피라미드22)). 따라서 경쟁도입은 자유경쟁시장체제가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정부의 또다른 개

입으로서의 일련의 규제 도입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정부가 현행 규제요금제도를 개선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기보다 경쟁도입에 치중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규제요금제도를 직접 개혁하는 과정에서 정부 규제에 쏟아지
게 될 다양한 관심과 비판을 회피하면서도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정치적 상징성
을 획득하는 효과 때문이 아닐까?23) 현존하는 요금규제제도를 직접 개선하는 데에는 제도
수립 및 집행에 따른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정부 규제에 대한 투명성제고 및

22) 최근 KTX 경쟁도입 이슈에서 장관의 인터뷰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경쟁도입으로 인한 효율성 제고와 함
께 수반되는 것은 정부의 일련의 규제제도이다. 즉, 경쟁을 도입하면서도 그 부작용을 교정하기 위한 규제
의 추가 도입은 항상 전제되어 있음을 다양한 정책사례를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Wilson(1980)은 규제의 피라미드 현상이라고 한다(최병선, 1992:224). 즉, 하나의 정부개입 혹은 규제는 그
시행결과 예기치 못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또 다른 규제를 하게 됨으로써 규제가 규제를 낳는 현상이 발생한
다. 이처럼 자유경쟁시장하에서도 적정한 수준의 공급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정 산업구조, 시장설계
나 규제체계 등 가스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담보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강조될 수밖에 없다(도
현재·서정규, 2008: 104).
23) 물론, 정부가 요금제도의 시장친화적 개선보다 경쟁도입을 통한시장구조 개편에 주력하는 이유에 관한 명
시적인 증거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관료제가 공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스스로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니스카넨 등의 공공선택론자들의 이론적 주장을 근거로 우리나라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개편 정책과정을 살
펴보면, 민영화나 민간위탁을 통한 지배구조 개편(김대중 정부)이나 경쟁도입을 통한 시장구조 개편(노무현·
이명박 정부)에 시종일관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부록 참조). 게다가 최근의 KTX 민영화 논쟁
등에서도 정부는 공공부문 독점의 비효율성을 경쟁도입을 통해 해소하고자 하는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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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로 인하여 다양한 감시와 견제의 시선이 집중될 것이다. 또한 규제요금제도 개편 과정
에서 많은 정치적 견제와 비판 및 저항을 감수해야 하며 새로운 제도 구축에 수반되는 행정
비용 및 감시비용 등 막대한 비용이 추가로 정부의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경쟁
도입은 인허가만으로 정책효과가 기대되며, 정부는 경쟁도입 조치에 수반하는 추가적 규제
를 통해 규제지대(Rent)를 확보할 수 있고 조직과 예산의 확대도 부수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경쟁도입이라는 대안은 정치적 행위자로서의 정부가 부담할 이러한 거래비용적
성격의 각종 부담을 회피하면서도 규제권한을 유지· 확대· 강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
가 시장경쟁 촉진에 노력하며 시장자율성의 제고에 매진한다는 이미지와 상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24).
논의를 종합하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스산업 경쟁도입은 정책문제의 정의 단계
에서부터 문제의 본질을 잘못 진단하고 있는 제3종 오류의 가능성을 내포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첫째, 전술한 바와 같이 시장경쟁이 시장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것은 특정 조
건하에서 성립하는 조건명제이기 때문이다. 가스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때에 자연독
점의 경우나 기타 완전경쟁을 제한하는 구조적 요인이 있는 한은 경쟁도입이 효율성을 증진
시킨다는 보장이 없다(이른바, 차선의 이론). 둘째, 국내외 가스시장의 현황을 볼 때에 우리나
라가 직면한 가스시장 상황은 경쟁이 유효한 영미국가의 경우와 차이가 있다. 상이한 상황
과 조건하에서 특정논리를 보편타당한 규범으로 적용하면 현실 적합성이 떨어질 수 있다.
셋째, 현재 불가피하게 자연독점의 구조를 갖는 가스산업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규
제요금제를 개선하고 정부규제를 시장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혁하는 다양한 대안
적 기제들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도입 여부에만 관심의 초점을 두는 것은 문제
의 진정한 해결에 제대로 도움을 주기가 어렵다25).
24) 요금제도와 관련된 주요 이슈는 투자보수율의 인하를 통한 요금인하(국정브리핑 2004. 12. 31), 자산재평가
차익에서 발생하는 감가상각비의 공급비용 제외나 투자보수율 산정방법 변경(지엔이타임즈, 2006. 1. 31),
그리고 공급비용(총괄원가) 조정(가스신문, 2007. 8. 7) 등과 같이 물가안정을 위한 요금규제 차원에 치우쳐
있다. 즉, 투자보수율과 공급비용 산정상의 규제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공기업의 X비효율성 해소를 위
한 유인규제 도입이나 요금제도의 시장친화적 개편과 관련된 제도개선 논의는 전무하다. 이러한 제반 상황
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바는, 정부는 민생과 물가안정 등을 명분으로 한 규제 요금제도 자체를 시장친화적
으로 개편하는 것보다는 시장구조를 개편함으로써 정부가 주도하여 시장질서를 형성해 나가는 데에 더 큰
관심이 있다는 점이다.
25) 본 연구의 논지가 자칫 시장의 자유경쟁 자체에 반대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왜냐하면
본 연구에서 궁극적으로 주장하는 바는, 가스시장 구조개편의 최종 목표가 시장이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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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가스시장 구조개편의 진정한 목표는 완전경쟁상태의 실현 그 자체가 아니라 시장
이 사회후생을 극대화시키는 효율성을 달성하도록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다. 즉, 시
장이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을 분석하여 그에 맞는 제도적 개선을 위
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인 것이다. 시장제도의 본질은 경쟁과 동시
에 개별 경제주체로 하여금 이기적이고 합리적으로 행동하게 유도하는 가격메커니즘의 유
인적 기능이다. 시장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향성은 개별 행위주체가 공익에 부합하게 행동하
는 것이 자신의 이익에도 부합하게 되는 유인시스템을 설계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며 그것이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시장제도 구축을 위한 궁극적인 정책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시장의 현실에 부합하면서도 효과적으로 구조개편의 성과를 가시화
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이미 외국에서 도입하여 시행중인) 유인규제 요금제도로의 개편을 생각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경쟁도입 추진정책은 가스산업의 특성 및 대안의 존재, 가스시장의 상
황 등을 고려할 때에 정책문제정의의 제3종 오류로 볼 여지가 크다. 경쟁도입의 한계와 다
양한 대안에 대한 담론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경쟁도입의 입법화를 일관되
게 추진하는 과정을 통해 이러한 제3종 오류가 어떤 특정 의도하에 이루어진, 즉 “의도된
제3종 오류26)”일 가능성이 있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의 탐색과정에서 제3
종 오류(메타오류)는 문제에 대한 진단 자체를 그르치게 됨으로써 이후에 바람직한 대안의 탐
색 자체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있다. 바른 문제정의에 의한 바른 목표설
정이 바른 대안 탐색을 통한 문제해결의 출발점이다.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데에 있고 이를 위하여 그 시장이 처한 구조적 특성과 현실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
여 그에 맞는 대안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정부의 경쟁도입 논리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있는 것도 시장 구조개편의 궁극적 목표가 과연 무엇인가에 관한 근본적 질문 때문이다. 나아가
본 연구는 정부의 현행 규제요금제도가 유인적 요소를 가미한 보다 효율적인 규제제도로 개편되어야 함을
주장함으로써 가스시장 구조개편의 향후 주요 정책과제는 정부규제완화 및 규제개혁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
고 있다.
26) 이때의 “의도”는 전문가와 시민의 비판적 통제를 우회하면서도 시장구조개편의 명분을 얻고 동시에 정부의
규제권한과 그로 인한 지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관료적 이해관계의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가스시장 경쟁도입 정책의 유효성 평가 2 0 7

3. 현행 가스산업의 요금체계의 특성
현행 가스산업의 공급체제는 총괄원가주의에 의한 평균가격을 적용함으로써 구조적으로
도입부문의 비효율을 수반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이재기 외, 1999; 도현재, 2009). 이러한 관행
은 도입가격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현물가격이기간계약과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에
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현재와 같이 신규계약과 기존계약 간의 가격차이가 크게 나타나
는 등 시간적 단절이 나타나는 상황에서는 비효율성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경쟁도입 여
부와 무관하게 평균가격 적용으로 한계도입 비용이 한계지불용의(marginal willingness to pay)를
웃도는 비효율적인 도입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가스시장 효율성 제고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
인 과제라 할 수 있다.
완전경쟁시장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가져다주는 가장 큰 이유는 가격이 한계비용과 일
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시장의 비용구조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는 자연독점하에서 한계비용 가격설정을 강제할 경우에는 독점기업에 손실이 발생한다.
따라서, 독점가격으로 인한 초과부담의 비효율성과 한계비용가격설정으로 인한 손실발생의
두가지 상반된 결과를 조화시키는 것이 바로 평균비용 가격설정이다(이상철, 2000; 이재기 외,
1999). 즉, 한계비용 가격설정으로 인한 손실을 일반재원으로 충당할 때에 조세부과로 인한

사회적 비용발생(초과부담)이 더 클 수도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약간의 후생손실을 감수하면
서 발생한 평균비용(생산원가에 해당)을 평균수입인 가격으로 보상해주는 방식이다. 실제로 대
부분의 공공요금이 이처럼 발생한 비용을 보전해주는 선에서 설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밝히고 있는 공공요금 결정원리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공공요금 결정
기준의 역할을 하는 서비스 원가주의(Cost-of-Service Principle)는 당해 서비스의 생산 · 공급에
소요되는 원가를 기준으로 요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이재기 외, 1999). 이는 서비스 생산에
소요된 원가를 보상할 수 있어 합리적이나 한계비용과 가격 간의 괴리로 인한 사회후생 손
실이 불가피하며, 인센티브 결여 등의 문제도 발생한다. 서비스 원가주의 방식 중에서 원가
적상(原價積上)방식은 자기자본에 대한 보수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합산한 총괄원가(=영업비+
자본비용)를 기준으로 요금수준을 결정하는 것인 반면, 공정보수방식은 제공된 자산에 대해

일정률의 보수를 일괄 인정한 다음 여기에 영업비를 더하여 공정원가를 산출하고, 요금수준
을 공정원가에 맞추는 방식으로서 실제 소요비용은 중요하지 않다(황영호· 문영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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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원가를 보상해주는 요금결정원리인 원가적상주의는 요금산정의 근거가 분명하고 요
금수입의 예측 및 확보가 용이하며 경영 수행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반면에, 원가 절감이 요
금을 인하시키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과 같은 효율화 유인이 작동되지 않으며, 비용인상분을
소비자에게 요금인상으로 전가할 수 있어 영업비 의도적 확대 및 타인자본 조달비용 절감
유인 결핍 등의 문제가 있다. 또한 사업자의 자료제공 비용과 행정당국의 査定코스트가 크
며, 요금인상의 신청이나 사정에 시간이 걸리므로 물가상승 등 경제사정이나 시장변화에 신
속하고 유연하게 요금을 설정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공익사업에 제공된 사업재산(투하자본)의 공정가치에 대하여 공정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인 공정보수주의는 사업자산 전체에 대한 공정가치27)에 공정보수율을 곱해서 자본비용
을 산정하는 특징을 갖는다(유훈, 1998: 448). 공정보수원칙은 R＝E＋(V－D)×r로써 표시하고
있다(Clemens, 1950: 25; 황영호· 문영세, 2000). 이러한 공정보수주의에 따른 우리나라 가스요금
의 공급비용 산정에 의하면 적정투자보수는 요금기저에 투자보수율(r)을 곱한 것이다. 투자
보수율은 다시 타인자본과 자기자본에 각각 타인자본비용(대출금리)과 자기자본비용(예금금리)
을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상대적 비중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28). 이때, 투자보수율 가
운데에 타인자본 보수율은 일반대출금리수준으로 정해지므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고 자기
자본 보수율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투자보수율, 나아가 공익사업의 이윤의 크기를 결정하
게 된다(남궁윤, 2005; 강원구, 2005).
이처럼 현행 가스요금을 비롯한 대규모 공익사업의 서비스 요금제도는 투자보수율 규제
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평균가격 설정방식에 해당하는 바, 시장효율성의
확보와 사회후생 증진의 관점에서 여러가지 문제들을 노정하고 있다(이성우, 2006). 우선
Averch-Johnson 효과의 존재를 들 수 있다(Averch & Johnson, 1962). 이는 전통적인 투자보수율
규제하에서 기업이 비규제 경쟁기업에 비하여 자본집약적 투자 또는 자본집약적 생산방법
을 선호하게 되는 왜곡된 자원배분 현상 때문에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이는 피규제기업에 의한 자본재 구입은 요율기저(Rate Base)의 일부분이 되며, 승인된 투자보
27) 사업재산의 공정가치 혹은 요금기저(rate base)는 이론적으로는 총사업재산의 가치로부터 가치의 감모액을
공제한 것(V－D)이다. 요금기저에 일정률의 보수율(r)을 곱한 것이 공정보수액이며, 요금의 중요한 구성요
소가 된다. (R:총수입, E:영업비용)
28) r = [(S×Ke + B×Ki) / (S+B)]
r: 투자보수율, S: 자기자본, Ke: 자기자본보수율(예금금리), B: 타인자본, Ki: 타인자본보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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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율은 이 기저에 적용되어 요금이 상승하고, 결과적으로 피규제기업의 이윤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발생한다(이성우, 2006). 이러한 A-J 효과로 인해 비용절감 유인이 저
해되며 자본의 한계생산성을 무시한 과도한 자본집약적 요소투입 행태로 인하여 비효율성
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피규제기업은 이윤추구를 위하여 요금기저를 구성하는 자산
의 회계적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법인소득세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시도를 한다.
그 다음으로 투자보수율규제는 규제계약 이론의 관점에서도 문제를 갖는다. 규제계약이
론은 투자보수율 규제절차를 전기 소비자를 대표하는 규제기관과 전력회사 간의 장기“규제
계약(regulatory contract)”관계로 보는 관점이다(Joskow and Schmalensee, 1986; Shepherd, 1973;
Goldberg, 1976; 이성우, 2006 재인용). 규제기관에 의한 비용 효율성 심사(prudence test)와 이를 통

한 비용 불인정의 위협(threat of disallowance)이 피규제 기업으로 하여금 효율적인 생산 의사결
정을 하게 만드는 유인으로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 투자보수율 규제의 기본 아이디어이다.
하지만, 규제계약하에서 기업은 오직 잘못된 경영 의사결정의 결과에 의해서만 손해를 입게
되고 불운의 결과는 기업성과에 반영되지 않는다. 예측하지 못한 시장상황 변화에 따라 수
요가 감소할 경우 과잉설비를 줄여 효율적인 투자 의사결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측불
가능한 불확실성에 의한 기업 손실은 투자보수율 가격규제의 계약에 의해서 공정보수율에
따른 이윤이 보장되기 때문에 도리어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즉, 규제하에서의 가격이 시간
에 따라 변화하는 한계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는 비
효율을 낳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게다가 규제당국은 피규제자의 의사결정과 행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피규제자의 효
율적 행태와 비효율적 행태를 구분하는 능력에 한계가 있다(이성우, 2006). 기업의 의사결정과
경영활동의 효율성 여부는 기업 스스로가 훨씬 더 잘 알고 있으므로 빈약한 성과의 원인을
자신의 비효율적 행태의 탓으로 돌리기보다 불운의 결과 혹은 상황에 의한 것으로 주장하기
쉬우며 규제당국은 이에 대해 적절한 반증을 하기 어렵다. 또한, 규제당국은 피규제 기업의
행태와 성과를 감독하는 능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실제 지불된 모든 비용을 가격에 반영하
게 됨으로써 공정보수율 제도가 사실상 비용적상 방식의 계약(cost-plus contract)과 유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의 문제, 그리
고 이와 관련하여 효율성 향상 유인의 부재는 투자보수율 규제방식의 대표적 문제점이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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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결하기 위해 유인규제(incentive regulation)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다(Joskow and Schmalensee,
1986; 이명호 외, 1997).

4. 바람직한 대안의 모색 - 투자보수율 규제하의 공공요금 유인규제
(1) 시장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
완전경쟁시장 확립이 불가능하고 유효경쟁시장이 불가피한 경우에 경쟁도입을 위한 효율
성 제고라는 목표보다는 규제요금제도를 통한 효율적 가격체계마련이 보다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고 사회후생 극대화에도 적합하다. 독점의 비효율성을 치유하는 수단은 완전경쟁시
장의 실현에 국한된 것은 아니며 적절한 요금제도의 설계를 통해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
다. 가스시장 구조개편의 궁극적 목적은 시장경쟁 도입 그 자체라기보다는 시장이 효율적으
로 작동하게 함으로써 독점의 비효율성을 치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별히 현행 요금제도의 주류를 이루는 투자보수율 규제 하에서는 요금규제를 통한 가격
통제를 통해 독점시장에서의 독점이윤을 제거하는 동시에 기업 내부의 관료적 비능률성인
X-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한 유인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거하면
서도 일정수준 독점 공기업에 효율성 향상의 유인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이범웅, 2002;
이성우, 2006). 즉, 시장효율성 증진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최적의 대안은 요금제도 개선을 통

한 인센티브 부여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현행 공정보수주의가 취하는 원가보상
주의 제도 자체를 개선하는 방법과 요금제도 자체에 인센티브의 성격을 부여하는 유인규제
도입의 방법이 있다29).

(2) 원가보상주의 자체의 개선
첫째로 원가산정기간의 장기화를 생각할 수 있다. 공공요금은 특성상 원가산정 기간이 다
양하게 설정되어 있는 바, 원가 산정 및 수요예측이 정확한 경우에는 단기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요금변동이 빈번화하거나 일상화하는 문제가 있고 사업의 비효율화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요금안정성 측면에서는 장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29) 이하의 내용은 이범웅(2002), 이성우(2006), 황영호·문영세(2000), 한국가스공사(2011)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상기 자료들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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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이 경우는 인상 시마다 요금인상률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요금인상주기를 장
기화하여 사업의 효율화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 사정 코스트(査定
cost)를 줄일 수 있고, 초기 투하자본이 많이 소요되는 신규사업분야는 단기간에 비용을 회수

할 경우 요금이 인상되고 이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여 신규서비스 보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
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요금의 사후감시(follow up) 충실화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공공요금 인상 검토
시에는 인상근거 등을 정밀조사하나 일단 인상된 후에는 사업의 효율화 노력이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는지, 요금인상 시에 제시한 서비스나 근로조건 개선목표가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 점검이 부족하다. 따라서 요금인상의 경우 정보공개 관점에서도 경영상황이나 요
금 타당성을 검증하는 구조가 필요하며, 요금인상후의 사후감시 및 차기 요금인상 시에 전
회 요금인상 시 행했던 사정과 실적의 차이와 그 원인을 명확히 공표하는 조치 등이 필요할
것이다.
세 번째로 적정 사업보수의 설정이 필요하다. 총괄원가 방식에 있어서는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최저한의 적정 보수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공익사업의 사업합리
화를 고려할 때, 특히 최근의 저금리 추세를 감안할 때 시중금리나 민간기업 이윤율을 어느
정도 반영한 보수율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 자동조정조항의 필요성이다. 환율이나 원유가격 등에 의해 좌우되는 원·연료비
의 변동에 따라 자동적으로 요금을 조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30). 요금 자동조정제는 여건
변동을 신속하게 요금에 반영할 수 있고, 규제비용의 감축과 연계되며 원가 사정을 외부요
인화함에 의해 사업의 효율화를 유인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윤 확대동기는 자극하지
만 원가 상승을 내부 경영합리화로 흡수시키는 압력은 없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대상 원가
의 변동이 극심한 경우, 대상 원가의 변동이 요금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원가를 통
해 사업자를 통제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30) 현재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2007년 809억 원, 2008년 3조 4,549억 원, 2009년 4조 6,425억 원, 2010년 4조
2,080억 원, 2011년 4조 4,000억 원, 2012년 5조 4,0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2008년 3월 글로벌 금융위기 발
생으로 공공요금 동결조치에 따라 원료비 연동제가 유보된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3/4분기 기준 부채비율은
361.8%였다.(가스신문 2013.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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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인규제 요금제도의 도입
가스산업이 자연독점시장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독점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사회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에 의한 가격규제가 필연적이다. 실제로도 각국의 가스시장은 다
양한 방식에 의해 정부가 가격을 비롯하여 많은 부분에 규제를 가하고 있다31). 조창현·윤우
진(2001)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도입부문에 경쟁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공급설비의 완전개
방 및 수급안정을 위한 설비이용규제와 함께 공급비용에 입각한 가격규제는 필수적이다. 특
히, 가격상한규제방식의 유인규제는 보수율규제방식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면서도 분배 공평
성을 제외한 다양한 가격규제의 목적들을 모두 달성할 수 있다(조창현, 윤우진. 2001).
이처럼 가격규제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면 현존하는 규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시장이
작동하는 데에 기여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보다 현실성과 적실성을 갖춘 방안이 될 수 있다.
그 하나의 방안이 바로 유인규제의 방식이다. 공익산업을 규제하되 경쟁 활성화 정도에 따
라 유연하게 설정될 수 있게 하는 가격규제방식으로서 유인규제는1980년대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이범웅, 2002). 유인규제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규제대상사업자
에게 가격설정의 자율성을 부여하여 생산성 향상 결과의 일부를 사업자가 향유할 수 있게
하여 원가절감의 유인을 부여하는 규제방식이다32). 따라서 유인규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에게 가격설정의 제한적 자율성을 부여하여 가격경쟁을 활성화하고 수요행태에 부응하는
다양한 요금제도 도입을 유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33).

31) 우리나라도 진입규제, 가격규제, 사업활동규제 등 다양한 규제가 도입되어 있다(공정거래위원회, 2009). 먼
저 진입규제로는 가스도매사업 및 일반 도시가스사업을 하려는 자가 지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등의 허가
를 받게 하는 가스사업 허가제(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천연가스 수출입업의 등록(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
2), 천연가스의 수․출입 승인(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5) 등의 제도가 있다. 그 다음으로, 가격규제로는 가
스의 요금,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게 하는 가스
요금 등 가스공급규정 사전승인제(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가 있다. 끝으로, 사업활동관련 규제로는 가스도
매사업자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대량수요자에게만 천연가스를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스도매사
업 거래대상 제한(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시·도지사나 지경부 장관에 대한 가스사업자의 가스의 공급계획
제출의무(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 지식경제부장관의 지도․감독(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 등이 있다.
32) 즉, 원가 및 수요행태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 하에서 사업자의 효율적 행위를 유도할 수 있고, 경쟁상황의
변화에 따라 자율성 범위를 적절히 조정하여 시장지배력 수준에 적합한 규제의 강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제출한 가격의 허용범위 충족여부만을 판정한 후 자동적으로 승인함으로써 규제의 투명성이 크게
향상되는 장점이 있다.
33) 다양한 유인규제 방식의 보다 구체적인 유형과 내용에 관해서는 이성우(2006), Crew and Kleindorfer
(1986:138~145), Joskow and Schmalensee(1986:27~47)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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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방식은 잣대 접근법(Yardstick)이다. 이는 가장 효율적인 사업자의 코스트를 기준
으로 요금수준을 책정하거나 혹은 여러 사업자의 각종 지표를 비교하여
, 사정에 차이를 두
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지역독점적 성격이 강한 사업 혹은 비교가능한 다른 사업자가 존재
하는 경우에 사업자간의 경쟁을 간접적으로 촉구하는 효과가 있다. 만일 다른 사업자보다
비효율적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비용증대를 요금으로 회수할 수 없어 사업자간 효율화
경쟁이 촉발된다. 일본의 경우 1996년부터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에 기준비교방식을 도
입하였고 영국도 전기요금, 전기통신요금, 철도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에 이 방식
을 채택하고 있다.
두 번째로 신축적 보수율 조정법(The Sliding Scale)이 있다. 이는 공익기업의 실제 보수율이
규제기관이 사전에 설장한 공정보수율이나 목표보수율과 차이가날 때 이를 반영하여 요금
이나 가격이 자동적으로 조정되도록 만든 방식을 의미한다. 만일 회사가 비용을 절감하여
실질보수율이 목표보수율을 초과하면 가격은 인하되나 회사의 효율성 제고 인센티브를 제
공할 정도의 이윤은 회사에 보장해주도록 가격조정의 방식이 설계된다34).
세 번째로 이익배분방식(profit sharing)이 있다. 이는 사업자의 효율화 노력이 포함된 예상
보수율을 정해놓고 달성보수율이 예상보수율을 상회한 경우 해당 부분을 사업자와 이용자
에게 배분하는 방식이다. 즉, 사업효율화의 성과를 사업자와 이용자간 배분하는 것을 통해
효율화를 도모하는 방식이다. 이때 사업자와 이용자간 배분비율에 따라 인센티브 효과가 달
라진다. 동 방식은 예상 보수율을 상회한 실적보수율을 바탕으로 차기 예상보수율을 설정할
경우 사업주 입장에서는 좋은 실적이 한번은 도움이 되나 다음번부터는 지속적인 압박요인
으로 작용하므로 유인으로서의 효과에 한계가 있다35).
네 번째로 가격 상한규제방식(Price Cap) 및 RPI-X 방식이 있다. 전통적인 가격상한규제 방
식은 정부가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공기업은 그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하
는 방식이다. 따라서 가격은 규제하지만 이윤은 규제하지 않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규제절
차가 비교적 단순하고 비용 상승의 위험과 비용절감의 혜택이 모두 공기업에게 귀속되어 공

a

*

a

34) 신축적 조정법에 의한 보수율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R t = Rt + h(R ― Rt), R t : 새로 조정된 가격하의
*
실질 보수율, Rt : 특정 시점 t에서의 실질 보수율, h : 상수 (0≤ h ≤1), R : 목표 보수율
35) 실제로 미국 전력산업에서 과거 양호한 실적을 거두었으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요금인상 압력으로 폐지되
고 현재는 미국의 일부 가스사업에서 동 방식이 채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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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효율성 제고 인센티브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소비자에게는 경
영성과의 과실이 배분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아울러 이 방식은 가격과 비용의 연계성
이 낮기 때문에 공기업이 서비스 품질의 저하와 장기투자의 소홀 등으로 단기적인 이윤 극
대화를 추구하게 되는 도덕적 解弛(moral hazard)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궁극
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가격규제방식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경영 과실이 이해당사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배분되고 경영 혁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된 요금결정(요금규제)방식이 RPI
—X방식이다. 이는 매년 공기업 요금의 인상 기준을 소비자물가지수
(RPI)에서 기술향상 및
경영 효율 향상 등으로 인한 비용절감 추정치 X%를 차감한 만큼을 가격상한선으로 규제하
는 것이다. 이 방식 역시 이윤은 규제하지 않고 가격만 규제하는 방식이나 일정 기간 경과
후에 경영효율향상 목표치 X를 새로이 조정하므로 공기업이 동 기간 동안 노력하여 얻은
경영성과, 즉 비용절감의 과실의 일부를 X의 증가라는 목표치 재조정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배분될 수 있게 한다. 이 방식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X를 재조정하는
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것과 해당 기간 중 규제당국이 합의된 가격 책정의 규칙을 유
지함으로써 공기업으로부터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가격상한규제가 갖는 또
다른 잠재적인 단점인 품질저하와 장기투자 소홀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기업과 규제당
국간 정보비대칭성을 극복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RPI—X 방식의 가격규제를 품질 등의
경영목표와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36).

Ⅵ. 결론 - 시장 효율성 제고 방안으로서의 유인규제의
중요성
지금까지 우리나라 가스산업 구조개편과 경쟁도입을 둘러싼 제반 논쟁을 고찰하고 그 적
36) Littlechild 보고서를 통해서 영국의 민영화된 BT에 대해 최초로 도입된 RPI-X는 규제부담의 경감과 생산효
율성 및 혁신유인성을 제고할 방안으로 기대되었다(이성우, 2006). 제도 시행 이후에 민영화된 독점기업 규
제 경험의 분석을 통해 Beesley and Littlechild(1992: 55)는 전화, 가스공급 및 전력공급에서는 RPI-X 규제가
보수율 규제보다 가격 신축성과 비용절감 인센티브, 시장경쟁촉진 등 규제 효과성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이
라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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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성을 평가하며 가스산업의 시장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보다 적실성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자연독점의 비용구조를 가지고 있는 가스산업의 특성 및 해외와 국
내의 가스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에 우리나라 가스산업은 경쟁도입이 효과를 거둔 바
있는 영미 국가에 비해 실효적으로 경쟁시장이 작동할 만한 시장 여건이 미비하다. 따라서
유효경쟁만을 염두에 두고서 이들 국가의 자유경쟁시장 모델을 따라 경쟁도입에만 치중할
경우 목표한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은 시장독점의 비효율성을 치유하는 것이지 완전경쟁상태의 실현
그 자체가 될 수는 없다. 독점의 비효율성을 치유하는 수단으로는 시장경쟁의 도입 이외에
도 기존의 규제요금제를 시장유인의 관점에서 개선하는 방법이 있다. 완전경쟁시장 실현이
어렵고 유효경쟁시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효율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
로서 경쟁도입보다는 유인규제를 통한 효율적 가격체계마련이 보다 적합하다. 즉, 가격통제
로서의 규제요금제도에 유인적 요소를 추가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성
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일정수준 독점 공기업에 효율성 향상의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보다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도입의 입법화에 치중하는 정부의 입장
은 ｢제3종 오류｣의 위험성을 내포한다.
시장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문제는 시장에 맡겨야 할 부분은 무엇이며, 정부가 개
입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의 문제로 항상 귀결된다. 그리고 정부가 불가피하게 개입해야
할 부분이라면 시장효율성을 제고하고 시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입하는
“좋은 규제”가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규제가 불가피한 자연독점영역에서 경쟁도입은 또다
른 규제를 낳는 이른바, “규제의 피라미드” 현상을 낳을 우려가 있다. 중요한 것은 현존하는
규제요금제도를 보다 시장친화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유인규제시스템의 구축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완전경쟁이나 유효경쟁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자연독점 상황에서는 요금제도의 재설계를 통해 유인규제를 도입함으로써 독점의 비효율성
을 제거하고 시장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제안하고 있다.
이제 우리도 독점의 부작용을 해소하면서 시장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서 유인
규제에 의한 요금제도 개편을 적극 검토할 때가 되었다. 현행 요금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
는 투자보수율 규제하에서는 과잉 자본투자(Averch-Johnson 효과)와 같은 비효율성의 요소나
경영혁신 인센티브 부재(X-비효율성)와 같은 문제가 불가피하다. 이를 해소하면서 경영효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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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시키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요금제도로서 잣대경쟁, 이익배분, 신축적 보수율 조정,
RPI-X 등의 유인규제 요금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 각국의 자원확보 전쟁이 한층 치열해지
는 시기에 시장효율성과 자원확보역량의 집중·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유인
규제에 의한 새로운 요금제도를 적극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가스산업의 중장기적인 발전과
더불어 가스산업의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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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 1993. 5: ｢신경제 5개년계획｣일환으로 가스공사 민영화 방침 결정
☞ 1997. 10: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정
- 민영화 대상기관: 가스공사 KT, KT&G 및 한국 중공업 선정
☞ 1998. 7: 가스공사 민영화계획 발표(2,500억 원 증자 및 ’02년까지 민영화 완료)
☞ 1999. 11: 가스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 발표
- 주요 내용: 가스공사의 도입도매부문을 3개 자회사로 분할· 매각, 설비부문은 '02년 말
까지 정부지분을 매각하되 공적 지분 일부 유지, 소매부문 경쟁은 도입도매부문 경쟁
추이를 감안하여 단계적 추진
☞ 1999. 12: 1단계 증시 공모상장(신주발행 1,200억 원, 정부지분 매각 300억 원)
☞ 2001. 1. 증시여건을 고려하여 2단계 증자(1,300억 원) 유보 결정
☞ 2002. 2. 노조파업 및 노정 협약 체결(가스노조↔지경부 차관)
- 구조개편 추진과정에서 국민 불편을 합리적 대안을 검토하여, 구조개편을 최소화하고
가스산업을 시기 및 시행방법에 대해 발전시킬수 있도록 노동조합의 노· 사 · 정 논의
를 통하여 해결
☞ 2002. 4: 구조개편 법안 국회상정 및 심의유보
- 도시가스사업법,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 에너지위원회법 제정안 등이 요금인상, 수급
불안, 도입 및 수송 계약 민간 승계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문제점 제기로 법안 상정만
하고, 여론수렴 절차와 대체 토론을 거쳐 심의하기로 결정
☞ 2003. 3: 구조개편 기본방향 수정(지경부 대통령 업무보고 시)
- 도입도매부분은 분할방식과 신규진입 방식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되
, 설비부분
은 공기업체제 유지
☞ 2004. 5: 구조개편 관련법안 폐기(제16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 2008. 10: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계획(기획재정부) 발표
- '10년 중 도입· 도매부문의 신규 판매사업자 허용을 통해 경쟁 도입
- 발전용 물량에 대해 우선 경쟁도입후 산업용으로 경쟁범위 확대
☞ 2008. 10∼: 가스산업 경쟁도입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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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입법 예고('09. 5. 21∼6. 10) 및 국회 제출(9. 28)
- 발전용 경쟁을 위한 신규 사업자(발전용 가스사업자) 신설, 도매사업자(가스공사)의 배관시
설 공동이용 허용 등 포함
-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법안 상정 및 공청회 실시('09. 11. 25)
- 제284회('09. 11. 26), 제287회('10. 2. 19), 제289회('10. 4. 22) 법안 심사(계속 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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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valuation on the Efficacy of the Competition Policy in
Korean Gas Industry
- From the Perspective of Meta Error in Policy Problem Definition-

Lee, Seong-Uh․Kim, Kwon-sik

A natural gas industry tends to take a form of monopolized market. Korean gas market has
also been governed by government regulation and government enterprise Kogas since its early
start. A monopolized industry generally causes an X-inefficiency phenomena,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The Korean regulatory agency,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has tried to
resolve these kinds of inefficiency and ineffectiveness by instituting some type of
competition policy into gas market.
This paper argues that government's recent attempts of instituting a more competitive gas
market have a wrong definition of policy problem. This paper also argues that the
introduction of competition policy can hardly achieve the intended policy objective of
efficient operation of gas industry.
This paper suggest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incentive regulation such as price cap
regulation, RPI-X or profit sharing regulation as viable policy options to make the workably
competitive or contestable gas market and to raise the industry efficiency.

Key words: Gas Industry, Market Efficiency, Incentive Regulation, R-o-R Regulation,
X-inefficiency, Meta Error, Definition of Policy Problem, Rpi-X Regulation,
Price Cap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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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영상의료기기 이용규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
- 법원판례를 중심으로 사공영호*․조병훈**
최근 몇 년간 법원은 한의사가 초음파진단기, X-ray, CT 등 영상장비를 이용하는 것은 한
의사에게 허용된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엄밀히 말하면, 이 기기들은 인간의 신
체에 대하여 영상정보를 제공해 주는 기계일 뿐이다. 게다가 의사들이 개발한 기계도 아니
다. 이론적으로 보면, 이런 기기들이 제공하는 것은 하나의 자료에 불과하며, 이 자료가 어
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의학이론에 의하여 결정된다. 서양의학적인 이론에 기초하여 이 자료
들의 의미를 해석하여 질병을 진단하고 처방할 수도 있고, 한의학적인 이론에 기초하여 이
자료들의 의미를 해석하여 한의학적으로 처방할 수도 있다. 그런데 법원은 한의사에 대해서
는 이들 기기의 이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법원이 한의사의 영상의료기기 이용을 불허하
는 이유는 첫째, 한의학은 서양의학처럼 해부학적이지 않으며, 둘째, 기존 법령과 제도에 한
의사의 영상의료기 이용에 관한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셋째, 의사들과 비교할 때 한
의사들은 적절한 교육을 받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이다.
이 연구에 의하면, 한의학의 전통적인 진단방법은 오장육부를 포함한 신체 각 장부의 상
태에 대한 정보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해부학적이지
* 평택대학교 행정학과, 경기도 평택시 용이동 111 평택대학교 행정학과 (sakongyh@ptu.ac.kr)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금낭화로 146번지 오피앙오피스텔 722호(bh0372@snu.ac.kr)
접수일: 2013/11/8, 심사일: 2013/12/2, 게재확정일: 201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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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고 말할 수는 없다. 설사 해부학적인 수준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기의 이
용을 금지하는 이론적, 논리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 이 기기들의 한의학적 이용가치는 한의
학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하며, 서양의학과 비교하여 한의학에서의 이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논리적이지도 못하고 공정하지도 않다. 둘째, 기존제도들은 이런 기기들을 먼저 사용
하기 시작한 서양의학계에 의하여 도입된 것들이며, 이런 제도를 수평적으로 한의사들에게
적용하여 제약을 가하는 것도 공정하지는 않다. 셋째, 필요한 교육의 수준 역시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며, 게다가 과거 의과대학의 영상기기 관련 교육학점과 비교하
면 현재 한의과대학의 관련 학점이 결코 작은 것도 아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법원의 판결은 의학적 진단에서 영상자료가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 인식론적인 측면에서 오해를 범하고 있으며, 제도의 해석에서도 제도가 성립하고 발
전된 역사적 변천과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제도의 의미를 공정하게 해석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핵심 용어: 영상의료기기, 한의사, 제도, 제도의 역사, 자료, 해석, 업무영역규제

I. 서론

이 연구는 한의사의 영상의료기기 이용에 관한 법원의 판례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원은 규제 문제에 관한 갈등에 관하여 최종적인 판단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다. 특히 법의 규정이 애매한 상황에서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면, 이 판례는 사실상
법규에 준하는 규제로서 작용하게 된다. 정부의 정책방향이나 유권해석에 영향을 미치게 되
고, 관련 이해관계 당사자들도 법원의 판결을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 역시 제도가 발전되어 온 과정과 원리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관련 정보들이
충분히 제공되어 있는 상황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원 역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는 정보가 부족할 수 있으며, 사실조회나 갈등당사자들이 제시한 의견을 참고하여 판결을
내리게 된다. 법원 나름대로는 최대한 많은 자료들을 수집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이나
이들이 제시하는 자료까지도 검토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법원의 판결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를 충분히 보호하지는 못할 가능성이 발생한다.
영상의료기기란 초음파, X-ray, CT, MRI 등 인간의 신체에 대하여 영상정보를 제공해 주
는 기기들이다. 엄밀히 말하면 영상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계일 뿐이다. 그런
데 한의사들이 이런 기기를 이용하는 문제에 대하여 법원은 최근 한의사들이 이용할 수 있
는 기기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과거 유권해석을 통하여 의료기기는
특정집단의 이용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최근에
는 이런 유권해석에서도 한의사들의 영상의료기기 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
의 내용이 달라졌다. 한의사들의 영상의료기기 이용에 대하여 가장 강하게 반발해 온 것은
의사협회다. 결과적으로 보면, 의사협회가 기계 자체의 중립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경쟁적
관계에 있는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이용에 대하여 오랜 노력 끝에 제도적인 제약을 이끌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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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처럼 보인다.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규제는 그동안 이해관계의 대립이 가장 첨예하게 표출
되었던 분야다. 결국 이러한 이해관계의 충돌에 의하여 중립적인 성격의 기기의 이용에 대
해서까지도 특정집단에게 유리한 규제가 수립되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생각된다.

Ⅱ. 한의사의 영상의료기기 이용규제와 법원 판결
1. 영상의료정보의 성격과 규제
규제에 앞서 영상의료기기가 제공하는 정보의 성격에 대해 생각해보자
. 영상의료기기는
X-ray, 초음파, CT, MRI 등과 같이 인체에 대하여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기기를 말한다. 의
사와 한의사는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고, 그렇다면 질병이
발생한 인체에 관한 정보는 질병의 진단과 처방의 출발점이다. 그런데 영상정보 자체는 자
료에 불과하다. 즉, 영상정보를 판독하고, 이 정보를 이용하여 병을 진단하고 진료할 수 있
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 기계 자체는 무용지물이 된다. 이런 점에서 이들 기계들이
제공하는 것은 일종의 ‘자료’일 뿐이다. 의학적인 이론과 경험에 근거하여 해석되지 않는다
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의학적인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는 사람의 체온이 40C°를 넘는다는
것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하여 알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림1>을 보면 X, Y, Z 세 개의 곡선이 A라는 점을 다같이 지나고 있다(Munitz, 1981: 419
참고). 연구자들은 이 A의 의미를 알고자 한다. 연구자들이 이 점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하여

어떤 이론을 동원하여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점 A는 X선상의 점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Y나 또는 Z곡선상의 점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만일 이 현상에 대하여 참으로 해박한 지식
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라면 A점은 X, Y, Z 곡선상에 동시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료의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다.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선지식, 선
이론에 비추어 자료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다.1) 질병의 진단에서 의사나 한의사가 가지고
1) 분석철학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Frege의 설명을 빌리면 이렇다(Munitz, 1981: 206-208). 예를 들면, A,B,C
세 개의 꼭지점을 가진 삼각형에서, 각 꼭지점으로부터 맞은 편 선분의 중점을 향하여 직선(a, b, c)을 그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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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자료의 의미와 해석

있는 의학적인 지식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주어진 자료에 대하여 해석을 가능하
게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해석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의 원인에 대한
‘구성적인’ 이해다. 지향적인 인식을 위하여 동원되는 지식이나 자료의 범위는 매우 넓고 깊
다(Husserl, 1962: §40; Schutz, 1944: 107-109; Barber, 2011: §3.3; Natanson, 1962: XXXVII). 의사와 한
의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에서 이용가능한 지식을 최대한 동원하여 질병의 원
인에 대하여 정확하게 진단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자료가 많고 적용가능한 이론
이 많아도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최대한 논리적이고 타당성
이 있는 진단을 위하여 버릴 것은 버리고 규명해야 할 것은 더 분석하고 조사하면서 질병의
원인을 구성해 낸다. 판단의 형식을 놓고 보면 이런 판단들은 다큐멘터리적이다(Heritage,
1984). 이는 마치 사건의 발생 원인을 알기를 원하는 형사가 자기가 관찰할 수 있는 여러 가

지 자료들에 근거하여 사건의 원인을 구성해내는 것과 비슷하다(Heritage, 1984: 84-87).2)
의학적 진단의 구성적, 다큐멘터리적 성격에 비추어 보면, 영상기기가 제공하는 자료는
매우 중요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무의미하다. 또 이를 해석하기 위하여 동원
되는 방대한 이론과 지식, 그리고 경험을 배경으로 하지 않아도 무의미하다. 이런 이유로 동
이 직선들은 하나의 점(O)에서 만난다. 그런데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해 보면, ‘선분 a와 선분 b의 교차
점’도 O점이고, ‘선분 b와 선분 c의 교차점’ 역시 O점이며, ‘선분 c와 선분 a의 교차점’ 역시 O점이 되는 상황
이 발생한다. 즉, 다같이 하나의 점을 지시하고는 있으나 실제로 그 점을 지시하는 이유는 다르다. 즉, 동일한
자료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2)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최대한 여러 가지의 자료들을 이용하지만 동시에 어떤 결론에 부합되지 않는
자료들은 버리게 된다.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선택하고 나머
지는 무시하거나 버리는 것과 비슷하다. 의학적 진단 역시 이와 같은 선택과 이에 기초한 구성적 판단작용의
일종이다.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자료와 이론의 범위 내에서 주어진 자료와 이론들을 선별적으로 이용하면서
의미를 구성해 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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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자료를 놓고도 얼마든지 서로 다른 진단과 처방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이 의학적 진단이
다. 영상진단기기들은 이러한 진단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는 기기일 뿐이다. 이 자료에
생명을 불어넣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한의사와 의사의 통찰력과 의학지식이다. 이런 점에
서 영상장치들이 제공하는 정보의 가치는 기계적으로 생산된 정보 그 자체가 아니라 환자의
신체에 관하여 의사들이나 한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의학적인 지식이나 치료능력
에 의하여 결정된다. 의과대학이나 한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을 교육하고 시험과정에서 영상
정보들을 판독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게다가 이들 의료기기의 이용을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의료소비자들을 위해서도 결코 유
익하지 않다.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차단
하기 때문이다. 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사들이나 한의사들이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획득할
수 없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데 이런 기기의 사용에 대하여 정부가 규제를
가하게 되면 환자의 병증에 대한 정보 자체가 제한이 되고,결국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피해
는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의료정보의 이용 여부는 의료인과 환자의 판단에 맡겨져야 한다. 한의학적인 이용
의 가치는 한의학적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한의사가 가장 잘 판단할 수 있고, 서양의학적인
이용의 가치는 의사들이 가장 잘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한의학적인 이용의 가치를
당사자인 한의사들이 아니라 경쟁관계에 있는 의사들이 극구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현행법상 한의사는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이 없으므로 직접 X-선촬
영장치나 초음파진단기를 설치할 수는 없지만, 이런 정보 자체는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반면, 의사협회는 한의대의 전통한의학의 이론과 철학, 한의과대학의 교육
여건, 현행의 관련 법령, 의료사고의 위험 등의 이유를 들어 한의사가 영상의료기기를 설치
하는 것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 이런 갈등에 대하여 최근 법원은 몇 차례의 소송
에서 한의사들의 영상의료기기 이용은 한의학적인 진료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결
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일관되게 설사 한의사가 영상의료기사를 고용할 수는 없더라
도 영상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영상의료정보의 핵심은 이런 의
료정보의 생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해석하고 이런 해석에 기초하여 처방을 내리는 의
료행위에 있다. 영상정보를 생산하는 것은 이런 기계를 적절히 다룰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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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이 가능하다. 의료행위를 위해서 요구되는 부수적인 작업이다. 그런데 영상정보를 이용
하는 것은 한의사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직접 생산하는 것은 허용하
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의사의 영상의료기기 이용에 관한 규제는 분명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규
제와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 연구는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이 비교적 공식
적으로 표출된 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과연 이 규제가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
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해 보고자 한다.

2. 한의사 영상의료기기 이용 규제의 체계3)
한의사의 영상의료기기 이용에 대한 제약은 크게 세 가지다
. 첫째는 관련 법규이며, 둘째
는 법원의 판결, 셋째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다. 보통의 경우 규제는 법규에 의하여 정
해진다. 그런데 한의사의 영상의료기기의 이용에 대해서는 의료법 등 관련 법령들이 명확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관련 법령에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관련 법령과 여러 가지 제
도적인 여건들을 감안하여 선고되는 법원의 판결이 사실상 규제의 핵심으로 등장하게 된다.
법령에 의한 규제의 가장 큰 특징은 의료법에서 영상의료기기의 이용이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는 규정하지 않고 있는 대신에 첫째, 한의사에게는 의사나 치과의사와는
달리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둘째,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
관리에관한규칙(제10조 ①항/별표6),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제2조 ②항) 등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규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간단히 말하면, 의사와 치과의사
에게는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을 부여하고, 진단용방사선장치에 대하여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만 한의사에게는 이러한 권한이나 자격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법규의 내용이 이와 같기 때문에 초음파진단기 사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2010헌마109)
에서 헌법재판관 김종대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을 처벌하는 근거규정인 의료법 제27조 제1항(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 제87조
제1항 제2호(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3호)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와 같은 법률규정만으

3) 현행 규제와 판례, 제도의 변천과정 등에 관한 내용들을 사공영호(2013)의 연구를 주로 참고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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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한의사 면허로 할 수 있는 한방의료행위에 어떤 의료용 진단기기의 사용은 허용되고
어떤 기기의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한방의료행위’에 대하여 판례는
‘우리 옛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
위’라고 해석해 오고 있지만, 이는 ‘전통’, ‘한의학’, ‘기초’ 등과 같은 모호하고 막연한 용어
로만 구성되어 있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구체적으로 어
떠한 행위가 한의사로서 할 수 없는 의료행위인지를 명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즉,
위 법률조항들 및 이에 대한 위 해석만으로는 한의사가 청진기, 체온계, 혈압계를 사용하여 환자를 진단하
는 것이 면허받은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되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다).”

법의 규정이 이와 같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한의사의 의료기기 이용에 대하여 많은 질
의들이 있어왔다. 예들 들면, 청진기 이용 및 소변검사실시(1985, 의제01254-23088호)4), 체온계
및 혈압계(1986, 의제01254-12855호), 임상병리검사(1992, 의정01254-1836호), 광학현미경이용(1998,
한방 65507-292호), 체지방분석기 및 체성분분석기 이용(회신일2006.3.22.) 등에 대하여 질의가

있어왔다. 이러한 질의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한방에서도 청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진
기의 사용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였고, 임상병리검사는 의료기사에 대한 한의사의 지도권
이 없으므로 양방병원에 의뢰하여 통보받은 정보를 한방진료에 활용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
로 해석하였다. 체지방분석기 등에 대해서는 한의학적 이론과 원리에 따른 의료기기인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명확한 답변은 회피하고 있다.
영상의료기기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보면, 1986년도에는 “한의원에서 의료기기
를 사용하여 진료할 수 있는 범위 및 한계에 대하여 의료법상 명시규정은 없다”는 점(1986,
의제 01254-23088호)과 “어느 쪽에서 제작되었는가가 사용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교육을 받았으면 사용가능하다(의제 01254-25754호)”는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80
년대 후반부터 한의사는 방사선기사를 고용하거나 영상진단기를 사용할 수 없고
, 다만, 의뢰
하여 통보받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심지어 1999년도에는 진단기구의 사
용방법을 교육받아 알고 있는 경우, 연구목적 및 학술적인 목적을 위하여 충분한 근거가 인
정될 경우 가능하며 이외에는 사용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즉, 보건복지부의 유권
해석이 점점 더 한의사들의 초음파, X-ray 이용을 강하게 제약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4) 해당질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진 연도와 유권해석번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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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 판결에 의한 제약
(1) CT 사례 (서울고등법원 2005누1758)
CT를 이용한 한의사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CT
기기는 인간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인체의 내부를 X선과 컴퓨터를 이용해서 인체의 단
면을 화상화하여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며, 그와 같은 CT기기의 용도나 사용목적에
비추어 보면, 한의사가 환자의 용태를 보다 정확하게 관찰하기 위하여 그 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망진의 수단 또는 방법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를 한의학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
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런데 이러한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하여 영상의학회 및 의사협회가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CT를 이용한 방사선진단행위는 한의사의 한방의료행
위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첫째, 한방의료행위는 우리의 옛 선조들로부
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
다. 둘째, 서양의학의 학술사상은 사실적, 실증적, 객관적이며, 실험과학을 기본으로 구성된
학문임에 비하여, 한의학은 주관적, 직관적, 전체적, 경험적이며, 자연과학의 원용이 주류를
이룬다. 서양의학은 인체를 해부조직을 기본으로 하는 이화학적인 방법에 실험결과를 기초
하여 인지하는 반면, 한의학에서는 인체를 생명, 기, 소우주로 본다. 서양의학은 분석적인데
비하여 한의학은 종합적이다. 셋째, 서양의학의 진단은 해부, 조직, 생화학의 이론을 기초이
론으로 하고, 생화학, 내분비, 면역, 유전자, 방사선 등의 검색이 그 특성이라고 할 수 있고,
한의학의 진단은 오장의 5기능계 이론과 12경락 이론을 기초이론으로 하고, 사진(四診) 및 8
강으로 검색하는 것이 그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의료법의 취지와 관련판례 및 현행 다
른 관련법령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CT기기를 병원과 의원에서만 사용함을 전제로
한 다수의 개별 법령들이 있다. 다섯째, 한의과대학에 비하여 의과대학에서 방사선과목의
수업과 실습이 훨씬 충실하다.

(2) 엑스선 검사 사례(서울행정법원 판례, 2008구합11945)
한의사 B모씨는 성장장애 및 성장부진을 치료하기 위하여 환자의 성장판을 검사할 목적
으로 방사선장치를 이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첫째,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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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 한의사, 서양의학과 한의학으로 이원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점, 둘째, 해부학, 생물학 등
서양과학에 기초를 두고 인체의 특정부위의 증상을 실험적, 분석적으로 보는 서양의학과 달
리 한의학은 인체를 하나의 소우주로 보고 신체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등 인체와
질병을 보는 관점도 달라 진단방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 점, 셋째, 방사선장치는 이론적
으로 서양의학적 기초에 둔 기기인 점, 넷째, 한의학과 의학의 상호교차 문제는 한의사와 의
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상호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국민적인 합의를 통한 입법적으로 해결하
여야 할 문제인 점 등을 고려하여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다.

(3) 초음파진단기 사례(2010헌마109)
한의원을 운영하는 배 모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 초음파 진단기 1대를 설치하고
이용하였다. 한의학의 진단방법인 변증진단의 객관성 및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예를 들면,
복부에 침을 놓을 때 피부와 장기 사이의 깊이를 확인하거나 목디스크 및 갑상선염증을 진
단하고 목 뒤쪽에 침구치료 및 부항 등 물리치료를 시행할 목적으로 초음파진단기를 사용하
였다. 이에 대하여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무면허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 기소하였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법원의 판결이 헌법에 위배되
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우리 의료법 및 의료관계 법령에서는 양ㆍ한방의 의료영역을 구분
하고, 각각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ㆍ처벌하면서도 특정한 의료행위
가 허용 내지 금지되는지 여부에 관해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정 행위가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의료행위의 태양 및 목적, 학문적 기초, 전문지식에
대한 교육 정도,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첫째, 한의
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하여 환자의 병상과 병명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침술 등
치료행위를 한 것은 한의학적 지식이나 방법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인체에 대한 해부학적
지식을 기초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둘째, 우리나라 의료법은 아직 한의사와 의사의 업무영
역과 면허범위를 구별하는 이원적인 체계를 취하고 있는데, 초음파검사는 기본적으로 의사
의 진료과목 및 전문의 영역인 영상의학과의 업무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점, 셋째,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에서 행하는 초음파검사 관련 교육이나, 전문의 수련과정 등에서 이루어
지는 초음파검사 실습의 실태 등을 보면, 원칙적으로 초음파 진단기를 통해 얻어진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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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로 진단을 내리는 것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또는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과 관련 이론 및
실습을 거친 의사의 업무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청구
인의 행위는 의료법상 한의사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종합
아래 표는 법원의 판결문의 내용을 요약해 본 것이다. 법원은 한의사의 영상의료기기 이
용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부터 학문원리와 이에 기초한 진찰의 방법, 교육제도와 안전관리
제도, 관련 당사자들이 제출한 방대한 사실조회자료 등을 참고하여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리
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가 보기에 법원의 결정들은 많은 사실자료들을 참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정성을 온전히 인정하기 힘든 측면들이 내포되어 있다.
<표 1> 한의사의 영상의료기기 이용 관련 판례 요약
판결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헌법재판소

사건번호

2005누1758

2008구합11945

2010헌마109

한의사의 엑스선발생기에
의한 성장판 검사.
보건범죄단속에 적발

한의사의 초음파진료행위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한의학
에 기초한 치료
의료.한방
(93헌바65, 2002헌바23),
개념구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
치법제5조

선조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
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
료행위(93헌바65, 2002헌바23,
2003헌바86 등 참고)

선조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
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
료행위(2002헌바23, 2008헌가
19 등 참고)

업무영역 규정불명
구분
사회통념 고려

구체적 규정 부재
적극적 정의 부재
의료행위의 태양 및 목적, 학
의료법의 목적, 관련규정, 구
문적 기초, 전문지식에 대한
체적 의료행위의 목적과 태
교육정도, 관련규정 등을 종
양, 사회통념, 학문원리 고려
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서양의학: 사실적, 실증적, 객
관적. 해부학적 신체이해.
병의원인은 외부원인
학문원리
한의학: 주관적, 직관적, 경험
적. 생명, 기, 소우주
병인은 기력약화, 저항력상실

서양의학: 해부학, 생물학 등
서양과학에 기초를 두고 인체
의 특정부위의 증상을 실험
적, 분석적으로 봄
한의학: 인체 소우주. 신체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바라보아
인체와 질병을 보는 관점, 진
단방법에 차이가 있음

사건개요

한방병원CT 설치 및 이용
진단방사선전문의 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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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 망진, 시진, 청진, 촉진,
기기이용. 해부, 조직, 생리학
이론에 기초
진찰방법
한의학: 망진, 문진, 절진
팔강에 의한 변증, 5계기능이
론, 12경락이론에 기초

의학: 해부, 조직, 생리학이론
에 기초, 망진, 시진, 청진, 촉
진, CT, MRI 등 기기 이용
한의학: 망진, 문진, 문진, 절
진.양도락측정기, 경락측정기
등 이용. 팔강에 의한 변증

초음파진단기로 진단하고 침
술 등 치료행위를 한 것은 한
의학적 지식이나 방법에 기초
한 것이 아니라 인체에 대한
해부학적 지식을 기초로 한
것으로 보임.

1.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에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10조
1항별표9)에 한의원·병원
1.의료법은 한의사와 의사의
불포함
2.특수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1.의료체계가 서양의학, 한의 업무영역과 면허범위를 구
관한 규칙(2조2항). CT를 설 학으로 이원적으로 구분되 별하는 이원적인 체계를 취
하고 있음. 초음파검사는
치하려면 진단방사선과 전 어 있음
2.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기본적으로 의사의 진료과
관련규정
문의 고용
3.의료기사 등에 관한법률 제1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목 및 전문의 영역인 영상
조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 위험에 따른 의무부과 규정 의학과의 업무영역에 포함
'의 지도권 인정
(9쪽)
되어 있음
4.진단방사선과는 종합병원진
료과목(의료법제3조3항). 전
문의 제도 동반(의료법제55
조)

교육 및
기타

의과대학 방사선 과목 통합교
과목 포함, 2-3주 실습, 평균 4 1.엑스선장치는 이론적으로
학점이상 이수. 한의과대학은 서양의학적 기초에 둔 기기
1학점, 실습 부재.
2.엑스선장치의 한의원 이용
의사국가시험에서 진단방사선 은 상호교차문제로 이해관
문제출제빈도 15.8-11.4%. 한 계조정, 국민합의에 의한 입
의사국가시험에서는 1,2문항. 법 필요
전문지식 평가 문항이 아님.

의과대학의 초음파검사 교육,
전문의 수련과정의 실습의 실
태 등을 보면, 원칙적으로 초
음파 진단은 영상의학과 전문
의 또는 의과대학에서 영상의
학과 관련 이론 및 실습을 거
친 의사의 업무영역에 속함

판결

CT는 한의사에게 면허된
의료 이외의 행위에 해당함

초음파진단은 한의사에게 면
허된 의료행위가 아님.

X선장치는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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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도의 수립과정에 기초한 재검토
1. 영상의료기기의 개발과 의학
먼저, 영상의료기기의 개발에서부터 병원에서의 이용, 의과대학 교과목 및 교육과정에의
반영, 안전관리제도의 도입, 전문의제도의 도입, 병원 전문분야의 수립, 의료기사제도의 수
립 등 관련 제도들이 발전되어 나온 과정에 기초하여 이상과 같은 법원의 판결과 이에 기초
한 정부의 유권해석이나 일선에서의 단속행위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하여 생각
해 보자.
우선, 가장 먼저 개발된 X-선장치가 발전되어 나온 과정을 검토해 보자. X-선을 처음 발
견한 것은 독일의 물리학자 Röntgen이다. 그는 1895년에 음극선관에 대한 연구 중 새로운
광선을 발견하고, 이것을 ｢엑스선｣이라고 명명했다. 그런데 실제로 촬영장치가 실용화되기
까지는 많은 과학자들의 기여가 있었다. 생리학자였던 Helmholtz, 물리학자였던 Hittorf, 분
광학과 진공관을 연구하던 화학자 Crookes, 음극선의 철판투과효과를 연구하던 Hertz, 기계
및 전기공학자 Tesla 등의 도움을 받아 1896년에 처음 촬영기가 만들어졌다.5)
초음파의 존재를 최초로 밝힌 것은 이태리의 생물학 연구가인Lazzaro Spallanzani(1929-1799)
이며, 그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진 것은 1938년 하버드 대학의 동물학과 대학원생이었던
Donald Griffin에 의해서였다. 초음파 기술을 의료 영역에 이용하려는 최초의 노력은 1942년
오스트리아의 의사였던 Karl Dussik이 첫 주자였고, 이후 전자공학, 컴퓨터 공학의 발달에
힘입어 초음파 응용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인체의 단면을 흑백의 다단계의 명암으로 영
상화할 수 있는 B-mode gray scale 기기가 개발되었다. 초음파의 의학적 이용이 본격적으로
활기를 띄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중반 이후이다. 방사선 진단의 혁명을 가져온 전산화단
층촬영(Computer tomography, CT)의 발명 역시 1972년 영국의 물리학자였던 G. Hounsfield와 J.
Ambrose에 의해 이루어졌다. MRI의 개발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여 의학노벨상을 받은 P.C.
Lauterbur는 미국의 화학자이며, P. Mansfield는 자기장의 이미지화문제를 연구한 영국의 물
리학자다.

5) http://en.wikipedia.org/wiki/X-ray_gen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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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기기들이 의사들이 아니라 물리학, 화학, 전기공학, 수학 등을 포함한 여러 분
야의 과학자들에 의하여 개발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런 기기들이 개발되어 나오는 과정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이 과정은 자연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물질들의 구조와 반응에 대한 지극히 과학적인 연구와 탐구의 과정으로 점철되어 있다. 이
런 과학적인 연구가 영상기기의 개발을 가능하게 한 것은 인체 역시 물질로 이루어졌고
,게
다가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이 서로 다른 화학적인 성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것에
투사되는 것이 엑스선이든 초음파든 자기장(mafnatic)이든 서로 다르게 반사하기 때문이다.
극단적으로 단순화시키면, MRI 기술은 외형적으로 보면 동일한 물이라도 만일 화학적으로
다른 물이라면 이는 자기장에서 공명하는 방식이 다르고, 이러한 자기 공명의 차이를 사진
으로 이미지화하는 기술이다.6) 적어도 이런 기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의사들의 의학적
인 전문지식이 개입해야 할 이유가 없다.

2. 교육 및 규제의 수립과정
영상의료기기의 이용과 관련된 제도들이 수립되어 나오는 과정을 보면, 대체로는 먼저 기
기를 도입하여 이용하고, 이용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교육의 필요성과 전문화의 필요성이 발
생하며, 이와 병행하여 관련 법령이 수립되어 나왔음을 알 수 있다. 즉, 우리의 영상의학 역
사를 보면, 1911년 조선총복부병원에 최초로 X-선장치가 설치되었고, 이후 1938년까지 지역
별 자혜의원과 도립병원 등 24개의 병원에 일제, 미제, 독일제 등의 기계가 설치되었다. 그
외 일부의 민간병원들에서도 도입되어 이용되기 시작하였다(경광현, 2001: 34-36). 이런 기계의
보급에 기초하여 1940년대에는 결핵에 대한 집단검진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1924년 경선제국대학에 의학부가 설치되었으며 이때에는 이미 우리나라 방사선과학의 개
척자인 일본인 스즈끼 모또하루가 방사선과 진료 및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다. 1934년에는
이부현, 1937년에는 조중삼 등의 한국인이 입국하여 해방후의 교실을 이끌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또 다른 모체인 경성의학전문학교에서는 1935년부터 일본인 오까다 마사히꼬가
방사선과 진료를 담당하였다. 방사선과학의 교육은 경성제국대학 의학부가 설립된 1924년

6) http://en.wikipedia.org/wiki/Paul_Lauterbu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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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있었으며 당시에는 정형외과에 속해 있다가 1940년부터 방사선과학 강좌가 독립되었
다.7) 1950년대에는 다른 의과대학에서도 관련 강의가 시작되었다. 방사선과에 대한 전문의
제도가 도입된 것은 1952년이며(국민의료법 시행세칙 제34조), 실제 수련의 과정을 거쳐 전문의
자격고시가 실시된 것은 1960년이다(보사부 공고 제722호, 1960년 5월호 참고).
방사선을 포함한 의료기사에 대한 교육은 1963년 수도의과대학 병설 의학기술초급대학원
(현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원)에서 방사선과가 설립되면서 시작되었다. 방사선과의 교육은

1963년부터 1990년까지는 2년이었으며, 1991년부터 3년으로 연장되었다. 2000년에는 4년제
방사선학과 교육과정도 도입되었다(최종학 외, 1995: 199). 초음파영상은 1984년, CT(전산화단층
영상)는 1990년부터, 그리고 MRI는 2002년도에 독립학과목으로 개설되어 교육이 이루어지

기 시작하였다(최종학, 1995).

3. 관련 법제의 수립
엑스선 장치에 관한 최초의 법적 제약은 1944년에 제정된 조선의료령시행규칙(제56조, 제
60조, 제33조, 조선총독부령 제322호)이다. 주의할 것은 제재를 가하게 된 목적이다. 사용 자체를

제약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위험방지상 적당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제한 또는 금지를 명하거나 또는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할 것을 규정
하였다.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 시행세칙은 병원은 X선장치를 갖추고(제25조), 방사선 위
해에 대한 안전장치를 갖출 것을 규정하였다(27조). 1962년 개정된 ｢의료법｣시행규칙에서는
[제8장 진료방사선 위해의 방지]라는 제목으로 별도의 장을 마련하고, 방사선장치의 신고(제
37조), 방사선위해방지를 위한 조치사항(제38조), 방사선기록보존에 대한 사항(제39조) 등을

법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신고사항의 하나로 방사선진료에 종사하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성명, 건강상태 및 방사선진료에 관한 경력이 포함되어 있으며(제37조), 방사선의 조작, 진단
및 치료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 기타 종업원은 매년 2회 이상 적혈구, 백혈구, 혈색소 및
백혈구 백분률을 검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다(제38조). 1995년에는 의료법 제
32의 2(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조에 근거하여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7) http://snurad.snu.ac.kr/radiology/tmpl/sub_main.php?main_cd=1&sub_cd1=3.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영상의학교실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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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이 제정되었으며, 2001년 8월에는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1-47호)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방사선사에게 안전관리

책임자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한의사는 배제되어 있다.
의료기사에 관한 법령은 1963년에 의료보조원법으로 처음 도입되었으며, 1973년에 의료
기사법으로 개정되었다. 의료보조원법 제정 당시 해당 업무에 이미 종사하고 있던 사람들은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응시기간 중에도 계속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제도 수립 과정의 특징
의료기기의 이용과 관련된 제도의 수립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분명하게 드러
난다. 첫째, 먼저, 의료기기의 발전 과정을 살펴 볼 때, 의료 기기 개발에 시초가 된 원천기
술의 과학적 발견과 이에 기초한 의료기기의 개발은 의료 분야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물리학자, 화학자, 전기공학자 등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X선, 초음파, MRI, CT 등 주요 의료
기기 원리의 발견과 연구․개발은 모두 의사가 아닌 물리학자, 화학자 등의 과학자들에 의
해 이루어졌고, 이들의 연구 성과가 의학 분야에 적용되어 의사들이 진료에 이용하면서 점
차 의료 목적에 맞는 의료기기의 개발을 위해 의사들의 참여가 부분적으로 있었다. 그러나
의사들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어디까지나 기계이기 때문이다.
둘째, 해당 기기의 이용에 대한 정규교육에 앞서 병원들이 이를 먼저 사용하고 있다. X선
기기의 경우 정규교육이 시작된 것은1924년이지만, 그 이전에 평양자혜의원, 대구자혜의원,
공주자혜의원, 도립김천병원, 도립춘천병원 등 11개의 병원에 해당 기기가 설치되었다(경광
현, 2001: 34). X선 기기에 비해 뒤늦게 개발된 CT, MRI, 초음파 기기는 1970년대부터 병원에

도입되기 시작해서 1980년대에는 관련된 연구 및 진료 활동에 눈부신 발전을 가져왔으며,
관련 전문 학과목이 대학에 개설된 것은 초음파 영상은1984년, 전산화단층영상(CT)은 1990
년, 자기공명영상(MRI)은 1991년부터이다.
셋째, 관련 법령과 비교할 때도, 관련 법령의 제정에 앞서 이미 다수의 병원에서 자신들의
책임하에 X선장치를 도입하고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1944년의 조선의료령과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에 앞서 이미 X선장치는 대형병원은 물론 다수의 개인병원에까지 사용이 확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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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었다. 방사선전문의, 의료보조원, 의료기사와 같은 자격 제도들 역시 이미 이런 전문자
격이 없이도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던 상황에서 사후적으로 도입되어 정착되었다.

5. 법원 판결의 공정성에 대한 제도사적 재검토
(1) 제도적 사실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
지금까지 내려진 법원의 판결문들을 보면 제도사적인 사실과는 다른 점들이 서술되어 있
다.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을 보면(9쪽)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진단용방사선살생장치로서 그 목적이 신체 내부의 모습을 촬영하여 그 모습을 확인함으
로써 신체 내부의 이상증후를 판단하기 위하여 개발된 것으로 이론적으로 서양의학적 기초
에 둔 기기임에는 변함이 없는 점, ... 한의사와 의사의 면허범위를 구별하여 업무영역을 구
별하고 있는 이원적인 의료관계법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법태도를 고려하면, 이러한
한의학과 의학의 교차문제는 한의사와 의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상호이해관계를 조정하여
국민적인 합의를 통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인 점 등..”
다시 말하면, 엑스선장치는 이론적으로 서양의학에 기초를 둔 기기이며, 따라서 한의사들
이 이 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서양의학의 기기를 빌려와서 사용하는 ‘교차사용’에 해당한다
는 것이다.
한의사의 CT 이용에 대하여 면허된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서울고등법원의 판
결문(2005누1758)을 보면, 훨씬 광범위하게 제도적인 요소들을 고려하고 있다. 첫째, 진단용방
사선장치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규정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CT기기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2조에 의해 진단용방사선발생
장치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사용자는 진단용방사선발
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의료법 제32조의 2), 그에 따른 구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2006. 2. 10.보건 복지부령 제 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②항, [별표9] 상의 안전관리책임자를 두는 의료기관의 종별에는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방사선과전문의원, 의원 등이 있는데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은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2003. 1. 14. 제정된 구 특수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2004. 11. 26. 보건복지부
령 제 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②항에 의하면, CT기기를 설치, 등록하기 위해서는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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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방사선과전문의자격이 있는 의사를 고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 한방병원은 한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의사를 고용할 수 없으므로(의료법 제 30조 제 2항) 실질적으로
한방 병원은 CT기기를 설치할 수 없다. 또한, CT기기로 촬영할 수 있는 방사선사에 관한
규정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조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서만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방사선사가 한의사의 지도를 받아CT기기
촬영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둘째, 병원의 진료과목, 전문의제도, 의과대학의 교육 및 의사시험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
이 관련 법과 제도적인 사실들을 판단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진단방사선과는 일반 X선 촬영, CT기기, MRI기기, 초음파기기 등 첨단의료 장비를 이용
하여 얻어진 정보를 의학적 교육, 연구 및 임상적 경험을 통해 관찰하여 화상에 나타난 질병
의 징후 등에 관한 진단을 내리고 이를 근거로 환자의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상
진료과목으로(의료법 제 36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 30조 1항), 종합병원의 필수적인 진료과목이며
(의료법 제 3조 제3항), 전문의제도가 동반된다(의료법 제 55조).”

“방사선과목은 통상적으로 의과대학에서는 본과 1, 2학년에서 통합과목 내에 포함되어
있고, 3, 4학년에서 임상실습 2주 내지 3주 과정이 있으며, 평균 4학점 이상의 교과과정이
있고, 한의대에서는 본과 2, 3학년에 매주 2시간 1학점 교과과정이 있고 임상실습과정은 없
다. 의사국가시험에서의 진단방사선과 관련 문제의 출제빈도는 2003년도 15.8%, 2004년도
11.4%, 2005년도 13.2%이며, 한의사국가시험에서도 방사선 관련 문제가 1, 2문제 출제되기
도 하나 전문적인 지식을 평가하는 문항은 아니다(서울고등법원 판결문: 9-11쪽 참고).”
이와 같은 법규 및 제도적인 사실들에 기초하여 서울고등법원은 “CT기기와 관련된 규정
들은 한의사가 CT기기를 이용하거나 한방병원에서 CT기기를 설치하는 것을 예정하지 않
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서울고등법원 판결문 11쪽).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 이용 문제를 다룬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제도적인 요소들이 판
결의 근거로 명시되어 있다.
“② 우리나라 의료법은 아직 한의사와 의사의 업무영역과 면허범위를 구별하는 이원적인
체계를 취하고 있는데, 초음파검사는 기본적으로 의사의 진료과목 및 전문의 영역인 영상의
학과의 업무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점, ③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에서 행하는 초음파검
사 관련 교육이나, 전문의 수련과정 등에서 이루어지는 초음파검사 실습의 실태 등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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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초음파 진단기를 통해 얻어진 정보를 기초로 진단을 내리는 것은 영상의학과 전
문의 또는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과 관련 이론 및 실습을 거친 의사의 업무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

(2) 제도사적인 측면에서의 법원 판결의 재검토
현재 관련 법령이나 관련 교육제도, 자격제도가 수립되어 있는 상황만을 놓고 보면, 법원
의 서술은 대체로 맞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계장치들이 개발되고 이어서 관련 제도들이 수
립되어 나온 역사적인 과정들과 이런 과정들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단지 현재의 제도
적 사실에 근거하여 한의사들의 영상의료기기 이용을 불허하는 것은 분명 공정하지 못한 측
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 한의학에 대하여 가하여지고 있는 진단용 의료기기의 사용과 관련된 제약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의학분야에서는 사후적으로 수립되어 형성된 제도들을 한의학에서는 사전적으
로 적용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X-ray, CT, 초음파 등의 기기에 대한 규제제도와 교육제도들
은 대체로 (1) 기기들의 개발, (2) 임상에서의 기기의 사용, (3) 관련 교과과정 및 관련 전문
의제도 등의 발전, (4) 안전관리와 관련된 규칙의 제정 등의 순서로 발전되어 왔다. 즉, 교육
제도나 규제제도의 도입보다는 관련 기기의 개발과 임상에서의 사용이 선행한다는 것이 특
징이다. 예를 들어, X-ray의 경우를 보면, 한국에 X-ray촬영기가 도입된 것은 1911년이다. 그
런데 대학의 교과과정에 관련 강좌가 신설되는 것은1940년이다. 이후 1952년에 방사선전문
의 제도가 국민의료법 시행세칙에 규정된다. 방사선 촬영을 전문으로 하는 방사선사는 1963
년에야 도입되며, 관련 시험제도도 이어서 도입되었다. 의료용구의 수입, 광고 등에 관한 규
제는 1954년 약사법에 포함되었으며,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은
1995년에,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은 2003년에 제정되었다. 이러한 제도
발전사의 핵심은 첫째, 공식적인 교육이나 관련 법규의 발전보다는 해당 의료기기의 사용이
선행하며, 둘째, 이러한 여러 가지의 법규들이 의사의 진단방사선 기기의 사용 자체를 규제
할 목적으로 도입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교육 및 법적 제도보다 임상에서의 사용이 선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의료기기의 역할
에 비추어 보면 곧바로 이해할 수 있다. X-ray 등 영상진단기들은 환자의 상태나 질병을 진
단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막상 이 기기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일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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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은 의과대학에서 이러한 기기의 사용에 대한 교육은 아직 받지 않은 상태다
. 하지만
기기의 작동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므로 병원에 이 기기를 설치를 하고 의사 본인이나 또
는 기기운영자가 기기의 사용법을 현장에서 배우고 이를 사용하기 시작한다. 이미 의과대학
을 졸업한 의사들은 학교교육이 아니라 연수과정이나 사후적인 교육을 통하여 사용기술을
익힌다. 이렇게 먼저 임상현장에서 사용이 이루어지고, 이후 보다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
이 현장에서의 임상과정에서 제기되면,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의과대학에 교과목
이 개설되고, 나중에는 전문의까지 등장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각종 법규들도 점
차 구체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예를 들어, 초음파진단기에 대한 헌법재판 과정에서 의사협회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전공의는 4년의 수련기간 중 8,000건 이상의 초음파검사 환자를 취급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즉, 전문의 수련과정에서 상당한 수의 실제 초음파 진단을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영
상자료를 판독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한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병원에서 실제로 초음
파 진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전문의로서의 전문적인 해석능력을 획득한다는 것이다. 이런
실습이 가능하려면 당연히 병원에서 이미 초음파 진단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애당초
의료기기의 사용 자체를 금지한다면 임상적인 훈련을 받은 전공의를 배출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사라진다. 즉, 전공의제도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해당 기계의 사용이 가능했던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한방에는 이런 전문의제도가 없으므로 기기 자체를 사용할 수 없다고 금지하면
한방에서는 이러한 기기를 도입하여 관련 전문의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사라
지게 된다. 의사들에 의하여 사후적으로 수립된 제도를 한방에는 사전적인 조건으로 요구하
게 되면 한의계가 자신의 필요에 맞게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관련 교육제도와 전문의제도 및
그 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제도 등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사라진다. 매우 심각한
기회의 불평등이 발생한다.
한의과대학의 교육내용과 의과대학의 교육내용을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한의학적인 진단 및 처방에서 요구되는 영상진단의 수준과 양방에서 요구되
는 영상진단의 수준에서 분명 차이가 있다. 한방에서는 주로 병증의 확인이나 처방효과의
확인을 위하여 사용한다. 반면, 양방에서는 영상진단의 결과를 토대로 수술여부를 결정하고
직접 환부에 대하여 수술을 실시한다. 환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외과적 시술을 가하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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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진단이 최선의 수술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WHO에 의하면, 초음파진단
기의 적정 교육수준에 대하여는 일반 개업의(general practitioner)의 경우 어느 정도 신뢰할만한
판독을 위해서는 최소 200건의 복부 및 산부인과 검사경험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는 전문가로부터 적어도 1개월 정도의 상근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WHO, 1985:
18-19). 전문적인 초음파진단자가 되려면 적어도 6개월 정도의 상근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획일적인 교육조건을 요구하거나 교육의 양을 단지 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결코 공정한 비교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의 방사선과학 이수학점을 보면, 현재는 법원의 판결문에
제시된 것과 같이 평균 4학점이지만 1950년대 및 1960년대에는 2.5~4학점을 이수하고 있고
1972년부터 1982년까지는 2학점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실습교육이 이루어진 것도
1986년부터다(서울대학교 의과대학, 2008). 현재 한의과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진단기
기 관련 학점을 보면, 경희, 경원 대구 등 6개의 한의과대학은 4학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
고 있으며, 그리고 3.5학점 1개교, 2학점 5개교, 1학점 1개교 등이다(한국한의학평가원, 2011).
한의과대학의 교육이 의과대학에 비하여 이수학점이 적고 실습이 없다는 주장 역시 의과대
학의 교육역사에 비추어 보면 공정한 주장은 아니다.
이상과 같은 제도사적인 점들을 고려해 보면, 한의사들의 영상의료기기 이용에 대하여 현
재의 법령이나 교육제도에 기초하여 이를 불허하는 것은 분명 공정한 판결은 아니라고 생각
된다. 게다가 관련된 이론이 수립되고 실용적인 이용이 가능한 기기장치가 개발되는 과정을
돌이켜 보면, 이런 기기들은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에서와 같이 서양의학에 기초를 둔 기기라
고 말하기는 어렵다. 물론 엑스선사진을 판독하는 과정에서는 서양의학의 해부학적인 지식
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최소한 기기 자체가 서양의학에 기초한다고 말 할
수는 없고, 따라서 한의사들이 이 기기를 이용하는 것이 서양의학의 의료기기를 한방에서
빌려와서 사용하는 ‘교차사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공정한 판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6. 미국 의료기사제도와의 비교
한국 규제와 법원의 판결이 균형을 잃고 있을 가능성은 미국과의 비교연구에서도 잘 나
타난다. 미국의 각주들은 X-ray, 초음파, CT, MRI와 같은 영상자료의 촬영은 반드시 자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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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춘 사람이 촬영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Alabama, Alaska, Georgia, Idaho,
Missouri, North Carolina, South Dakota, District of Columbia 등의 주에서는 방사선기사에
대하여 어떤 면허규제도 두지 않고 있다.8) PAHO(Pan American Health Organization)는 영상진단
매뉴얼에서 X-ray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을 (1) A fully trained radiographer, (2) An assistant
radiographer, (3) A WHIS-RAD operator 등 세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서 WHIS-RAD
operator는 교실이 아니라 오로지 방사선진단장비실에서 거의 이론적인 교육은 없이 기기의
조작법만을 WHO 등의 교본에 따라 배운 사람들이다. 만일 촬영환자의 수가 매일10명 이
하라면 이런 상황에서는 완전히 훈련된 기사를 두는 것은 경제성이 없다(PAHO, 2011:
171-172). 방사선진단기사에 대하여 면허규제를 두고 있는 주들도 의사, 치과의사, 소아과의

사 등에게는 방사선기사의 자격을 면제하고 있다. 즉, 의사나 치과의사들은 방사선기사의
자격증이 없이 이런 기기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Arizona, Arkansas, Colorado,

Connecticut 등의 주에서는 척추지압요법사

(Chiropractor)에게도 방사선기사 자격시험을 면제하고 있다. Illinois, Kansas에서는 간호사나

다른 보조자들이 면허자의 감독하게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Iowa, Texas, Utah,
Washington, Wyoming 등의 주에서는 Registered Nurse에게 자격을 면제하고 있으며, Ohio,
Mississippi주에서는 Licensed Practical Nurses에게 자격을 면제하고 있다. Arizona, Arkansas,
Delaware, Hawaii, Indiana, Louisiana, Maine, Mississippi, Montana, Nebraska, New Mexico,
New York, Ohio, Oregon, Rhode Island, South Carolina, Texas, Utah, Vermont, Washington,
West Virginia 등 21개 주에서는 치과위생사(Dental Hygienists)에게 방사선기능사의 자격시험
을 면제하고 있다.9)
이러한 미국의 규제는 영상정보의 생산 및 이용과 관련된 분업의 원리를 자연스럽게 반
영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영상자료의 궁극적 판독자는 의사와 척추지압요법사, 그리고 상당
한 경력을 갖춘 간호사들이다. 이러한 기기를 다루고 정보를 생산하는 일 자체는 크게 어렵
지 않다. 따라서 의사는 당연히 방사선기사의 면허가 없이도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이러한
기기들을 이용하여 촬영하고, 또한 촬영된 자료에 대한 해석과 치료를 책임진다. 척추지압
요법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들도 의사처럼 소비자들에게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
8) www.asrt.org 참고
9) http://www.asrt.org/main/standards-regulations/state-legislative-affairs/individual-state-licensure-info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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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이러한 서비스를 위하여 영상자료를 판독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기기에
대한 이용은 이러한 서비스에 부수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간호사들은 궁극적인 정보이용자
인 의사의 지시를 받아 기기를 이용할 것이므로 별도의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으며, 치과위
생사 역시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촬영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치과의사는 자신의 책임
하에 촬영을 지시하고 생산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하면, 궁극적으로 영상자료
를 해독하여 치료에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방사성진단기사의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다. 영
상자료의 생산이 아니라 해석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해석능력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원할
경우 직접 기기를 이용하거나 자신의 보조원을 지도하여 이 기기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상황이 매우 독특하다. 한의사가 이러한 영상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보면서 이
런 기기를 직접 사용할 수는 없으며 또한 의료기사를 고용하거나 자신의 간호사나 의료보조
원을 통하여 영상사진을 촬영하는 것까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영상자료의 활용은 해석을
전제로 한다. 자료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영상자료의
해석과 활용 그리고 이를 참고한 병의 진단과 처방은 가능하나, 기기를 직접 사용할 수는
없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이런 결정이 이익집단의 압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위치
에 있으면서 비교적 공정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법원의 판례에서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법원이 상대적으로 공정한 판단자일 수는 있으나 법원 역시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지식의 한계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하다. 이 연구가 보기에 법원은 기존의 법과 여러 가지 제
도를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기는 하였으나 이런 제도들이 형성되어 온 역사적인 의미까지는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Ⅳ. 학문원리 등에 대한 법원 입장의 재검토
1. 학문의 차이에 대한 법원의 입장
현재의 관련 법령들이 한의학의 업무영역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
문에, 법원은 한의사의 영상의료기기의 이용 문제를 판결하기 위하여 제도적인 측면과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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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학문적인 측면에서의 차이점을 중요한 판단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즉, 한의학과 서양
의학은 학문적인 이론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고, 이런 근본적인 차이에 기초하여 의료서비
스가 (양방)의료와 한방의료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이런 차이에 비추어 보면 영상의료기기
는 한의학의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다음과
같이 학문원리와 진찰방법에서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서울고등법원 2005누1758사건 판결문
7~8쪽).

① 서양의학․한의학의 원리
“서양의학의 학술사상은 사실적, 실증적, 객관적이며, 실험과학을 기본으로 구성된 학문
임에 비하여, 한의학은 주관적, 직관적, 전체적, 경험적이며, 자연과학의 원용이 주류를 이룬
다. 서양의학은 인체를 해부조직을 기본으로 하는 이화학적인 방법에 실험결과를 기초하여
인지하는 반면, 한의학에서는 인체를 생명, 기, 소우주로 본다. 서양의학은 분석적인데 비하
여 한의학은 종합적이다. 서양의학은 질병이란 인체의 어떤 부위에 변화가 생겨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치료도 그 부위에 행하고, 한의학은 인체를 하나의 통일체로 인식하고 장기와
조직이 연결되어 움직이는 것으로 본다. 질병 역시 여러 가지의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그 하
나하나의 증상이 독립된 것이 아니라 모두 긴밀하게 연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며, 따라서 형
태상의 변화나 검사 수치상의 변화가 없어도 자각 증상만으로 충분히 질병의 증후가 나타난
다고 본다. 서양의학은 질병의 원인을 주로 외부적인 인자, 즉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이라고
보기 때문에 치료방법도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는데 치중해왔고, 이에 비하여 한의학에서는
질병의 발생요인을 주로 사람의 기력이 약하여 인체를 방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② 서양의학․한의학의 진찰방법
서양의학의 진찰방법으로는 문진(환자의 용태, 병상, 기왕력, 가족병력 등을 질문하는 것), 시진(환
자의 환부를 눈으로 관찰하여 환자의 표정, 자세, 태도나 피부․점막의 병변 유무 등을 조사하는 것), 청진
(환부에서 나는 소리를 듣는 것), 촉진(환부를 손으로 만져보는 것), 기타 청진기를 비롯하여 CT기기,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기기) 등 각종기기를 이용하여 검사하는 것 등 여러가지가 있다.
한의학에서의 주요 진찰법에는 망진(望診), 문진(聞診), 문진(問診), 절진(切診)이 있는데, 이
는 환자가 증상을 호소하는 국소적인 부위만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고, 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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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만져서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진찰법이다. 망진(望診)은 시각을 통하
여 환자의 정신상태, 면색(면색), 형체(형체), 동태(동태), 국소상황(국소상황), 설상(설상) 및 분비
물과 배설물의 색, 질, 양 등의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질병을 진단하는 방법을 말한다. 문진
(聞診)은 환자로부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소리와 냄새의 이상한 변화를 통해 질병을 진찰하

는 방법으로, 청각에 의하여 환자의 언어, 호흡이나 기침 등의 소리를 진찰하고, 배설물에서
나는 냄새를 살펴 질병을 감별하는 것이다. 문진(問診)은 의사가 환자나 그의 보호자에게 질
병의 발생, 진행 과정, 치료 경과와 현재의 증상 및 기타 질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황을
물어서 진찰하는 방법이다. 절진(切診)은 맥을 보는 맥진(맥진)과 눌러 보는 안진(안진)으로 나
뉘는데, 의사가 손을 이용하여 환자의 신체 표면을 만져보거나 더듬어보고 눌러봄으로써 필
요한 자료를 얻어내는 진찰 방법이다.
(중략) 서양의학의 진단은 해부, 조직, 생화학의 이론을 기초이론으로 하고, 생화학, 내분
비, 면역, 유전자, 방사선 등의 검색이 그 특성이라고 할 수 있고, 한의학의 진단은 오장의
5기능계 이론과 12경락 이론을 기초이론으로 하고, 시진 및 8강으로 검색하는 것이 그 특성
이라 할 수 있다.

2. 학문원리에 대한 재검토
한의학에 대한 이상과 같은 서술은 한의사협회의 홈페이지에서 한의학의 의의와 특징에
관하여 한의사들이 직접 설명한 내용과 부합되며,10) 현재 한의학 진료에 종사하고 있는 한
의사들 역시 이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예: 최원철, 2011; 이근춘, 2006 등). 그런데 일선의 한의사
들이 이런 설명을 인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임상적인 현실 속에서다. 반면, 법원의 재판관
들은 한의학에 대한 언어적인 설명들을 그야말로 임상적인 의미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사전
적인 의미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한의사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환자의 병증을
앞에 놓고 이에 대한 원인을 찾아내고 처방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표현들이다. 어디
까지나 궁극적인 대응의 대상은 환자가 겪고 있는 신체적 고통이다. 사전적인 의미로만 보
면, ‘음양’, ‘오행’, ‘망망문절’, ‘소우주’, ‘팔강’, ‘기’ 등과 같은 개념들은 매우 공허한 의미

10)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 한의학교육자료, 한의학의 진찰과 진단 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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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한의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 어휘들이 실제 위치하고 있는 상황
은 신체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와 이에 대하여 어떤 진단을 내리고 구체적인 처방을 가하
는 한의사의 진료행동 사이에 놓여 있다. 매우 구체적인 문제와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이다.
진행암(말기암)을 한의학적으로 치료하고 있는 일선 한의사의 표현을 빌리면 이렇다.
“서구의학은 오로지 눈에 보이는 암과 싸워 이기는데 주로 관심을 기울인다. 그러나 중요
한 것은 눈에 보이는 암 덩어리가 아니라 암 덩어리를 생기게 만드는 몸 자체라는 것이 한
의학의 중요한 접근시각이다. 진행암에 대해서도 서구의학에서는 증상완화나 생명연장을 목
적으로 여러 가지 치료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치료방식은 보이는 암에게만 초점을 맞춘
것이어서 완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눈에 보이는 덩어리는 제거했다 해도 이후에 새롭게
암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 진행암이기 때문이다(최원철, 2011: 36). 낯선 자극을 버티다 버티다
더 버티지 못하는 어느 순간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넘어가는데, 이는 몸 전체의 균형이 어긋
났기 때문이다. 한의학은 암보다는 암을 만든 몸의 불균형을 치료하는 것으로 시작된다(최원
철, 2011: 50~51). 정상세포가 암화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 몸의 안과 밖 모두에 있다.

암이 문제가 아니라 암을 만드는 몸과 생태환경이 더 문제다. 이처럼 인간과 자연의 상보적
관계에 바탕하여 ‘사람의 몸을 작은 우주’로 여기는 관점과 일시적이거나 국소적인 통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호소하는 모든 고통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 생명 존중 사
상 이 두 가지가 바로 암 자체보다 그 암을 만들어낸 몸 전체에서 답을 찾고 몸 전체를 살리
는 치료를 추구하는 한방암 치료의 근본적인 접근 방식이다(최원철, 2011: 111).”
매우 동양철학적이고 공허한 표현 같지만 이 표현들이 서술하고 있는 것은 매우 구체적
이고 현실적인 암이라는 질환이다. 이처럼 암을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암에 대한 처방
도 일반병원과는 크게 다르다. 한의학에서 암에 대응하는 대원칙으로 ‘공보겸시(攻補兼施)
’11), ‘반이필사(反而必死)’12), ‘과반즉사(過半則死)’13), ‘여인해로(與人偕老)’14) 등을 제시하고 있
11) 풀어 말하면 공(攻), 즉 암을 공격하는 것과 보(補), 즉 전체적인 몸 상태를 호전시키는 것을 겸해서 치료해
야 한다는 뜻이다. 상황에 맞게 공하고 보하면서 암을 다스려야 한다. 공격만 해서 암이 없어졌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다. 돌아보면 몸이 죽어 있을 수도 있다.
12) 암은 극히 위험한 상대인 만큼 옳은 방법으로 풀어야 하며, 거꾸로 잘못 건드리면 반드시 죽는다는 의미다.
한약을 쓰는 목적은 무너진 신체의 균형을 되찾아 주는 것이므로 공과 보, 보와 사를 고정된 것으로 볼 게
아니라 균형을 되찾아 주는 것이므로 공과 보, 보와 사를 고정된 것으로 볼 게 아니라 균형을 위한 도구로
그때그때의 쓰임에 따라 바라보아야 한다.
13) 암을 반이상 한번에 공격하면 사람이 죽는다는 의미다. 따라서 끝까지 없애려 하지 말라는 뜻이다. 서구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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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최원철, 2011: 88~111). 이와 같은 학문과 사상을 배경으로 암에 대응하기 위하여 최원철
이 핵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처방들은 반하백출천마탕, 한방넥시아, 보중익기탕, 금수육군
전, 소자도담당기탕, 쑥뜸, 침 등 한의학적 처방들이며, 이런 처방들이 상당한 효과가 있음을
최원철은 보고하고 있다(최원철, 2007, 2008, 2009, 2010, 2011 등).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서구
의학에서 말기암 확진을 받고, 항암제 치료에 실패한 뒤 찾아와 넥시아를 복용한 환자 216
명 중 95명이 5년 이상 생존하였다. 6개월 내 환자의 대다수가 숨진다는 ‘항암 실패 4기암’
환자들의 5년 이상 생존율은 폐암 28%, 백혈병 73%에 이른다(최원철, 2011: 19; 154~179). 최원
철 역시 CT, MRI, PET, 엑스선검사 등이 제공하는 영상정보를 이용한다. 그러나 이때의 영
상정보는 전통한의학적인 암을 진찰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며, 처방 역시 한의학적인 방법으
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MD앤더슨암센터의 종신교수인 김의신은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
하였다.
“김박사는 30년 넘게 암을 연구하고 치료해 왔다. 그가 보는 암의 원인은 뭘까. 우리 몸에
는 좋은 성분과 나쁜 성분이 늘 같이 있다. 그 둘이 균형을 이루면서 말이다. 그런데 어떤
요인에 의해 균형이 깨지면 병이 생기는 거다. 암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균형을 깨뜨려 암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너무 많아서 암의 이유를 딱히 뭐라고 지적할 수는 없다. 우리가 마시는
공기에는 균들이 잔뜩 있다. 똑같은 곳에서 공기를 마셔도 어떤 사람은 감기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다. 호르몬도 마찬가지다. 모든 사람에게는 남성호르몬과 여성호르몬이 함께
있다. 둘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 여성호르몬이 너무 많으면 유방암이나 자궁암이 생긴다. 반
면에 남성호르몬이 너무 많으면 전립선암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 몸 안의 균형이 깨지지 않
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15)
이 설명을 보면, 암의 원인에 대한 김의신의 설명은 분명 신체의 균형이 깨어질 때 발생
한다는 것이다. 물론 한의사인 최원철이 말하는 신체의 균형과 김의신이 말하는 신체의 균
형은 그들이 각자 자기 주장의 배경으로 삼고 있는 한의학과 서양의학적인 지식에 기초한
에서는 암을 발견하면 제일 먼저 이것을 물리적으로 떼 버린다든가, 또는 독성을 가진 약을 넣어서 공격해
줄이거나 없애려고 시도한다. 하지만 한의학의 이치는 그렇지 않다. 병보단 몸을 먼저 생각한다.
14) 암이 사람과 더불어 늙어갈 수 있게끔, 암을 건드리지 않고 해로운 것을 누그러뜨려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15) 중앙일보. 2012. 6. 23일자. [사람속으로] 미국 최고 암병원 MD앤더슨 종신교수 김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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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일 것이다. 아마도, 김의신은 단지 어떤 바이러스나 세균 자체만으로는 병이 발생하지
않으며 신체의 균형이 깨어지거나 체력이나 면역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가 침투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런데 김의신의 이런 입장은 일응 한의사
인 최원철이 인간의 신체를 내외부의 요소들이 함께 적절한 균형상태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소우주로 보는 시각과 분명 상통하는 면이 없지 않아 보인다.
한의사들이 X-ray, 초음파, CT 등의 기기를 사용하는 문제를 판단하면서 법원은 한결같이
한의학은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이며, 이러한 한의
학의 학문원리와 이에 기초한 진찰 및 진단의 방법은 서양의학과는 다른 것이라는 점을 이유
로 제시하고 있다. 한의학적으로 암을 치료하고 있는 한의사인 최원철 역시 이런 점을 인정하
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신체에 대하여 서양의학과 다른 이론적 배경에 기초하여 의료행위를
한다는 것이 영상의료기기의 이용을 금지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는가
? 최원철의 예를 보
면, 한의학에서도 암은 매우 오래전부터 알려진 질병이고(최원철, 2011: 73~75), 이에 대하여 한
의학은 해당부분에 대한 수술을 핵심으로 하는 서양의학적인 접근과는 분명 다른 식의 이해와
처방으로 암을 치료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영상의료기기들은 한의학적인 진찰에
기초하여 한의학적인 처방을 내리고 이러한 처방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영상정보의 성격에서 제시한 <그림 1>을 다시 생각해 보자. 이 그림에 의하면 동일한 하나
의 점 A를 놓고 이를 X선상의 점으로 볼 수도 있고, Y선 또는 Z 선상의 점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현재의 우리 법체계가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이원적인 체계로 되어 있기 때
문에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영상의료기기들을 한방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설명은 신
체에 대한 자료의 획득과 의학적인 이론에 기초하여 자료를 해석하는 의학적 진단은 전혀 다
른 종류의 행위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의학이론이 다르다면 다
른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고, 결국 처방도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 실제 일선의 한의원
과 한방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의학적 진료의 현실이다. 어떤 영상자료를 공유하는 것은
한의학과 의학의 이원체계에 전혀 충돌하지 않는다. 동일한 암에 관한 자료를 놓고 의사는 수
술을 하지만 한의사는 분명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자료가 아니라
이런 자료를 해석하기 위하여 동원하는 의학이론이다. 이런 점에서 한의학이 서양의학과는 다
르다는 점을 한의사들에게 영상의료기기의 이용을 허용하는 이유로 삼은 것이 아니라 이를 금
지하는 이유로 삼은 것은 분명 공정한 판단이라 할 수는 없다. 동일한 자료를 놓고 전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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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이 내려지고 전혀 다른 처방이 내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3. 한의학의 과학 및 해부학과의 관련성에 관한 재검토
법원의 판결문에 포함된 한의학에 대한 설명을 보면 한의학은 인체에 대한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정보이기보다는 ‘기’, ‘음양’, ‘인체소우주’ 등 다소 신비롭고 과학과는 거리가 있
는 주관적이고 직관적인 의학인 것처럼 서술되고 있다(서울고등법원 판결문 7쪽, 서울행정법원판
결문 6-8쪽). 헌법재판소 역시 초음파진단기로 진단하고 침술 등 치료행위를 한 것은 한의학

적 지식이나 방법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인체에 대한 해부학적 지식을 기초로 한 것으로 보
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설명 역시 한의학을 임상적으로 즉, 실제 환자를 진찰하고 처방
을 해야 하는 한의사의 입장에서 본 것이 아니라 단지 한의학에 대한 추상적인 언어적인 설
명들을 사전적으로만 이해한 데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표 2> 한의학에서 사진(四診)의 궁극적 관심
진찰방법

1차 관찰대상

관찰 내용

얼굴

색, 윤기

몸, 각 부위

상태, 움직임

망진

상태, 설태

(望診)

혀

문진
(聞診)
문진
(問診)

(切診)

질병의 성질, 장부와 기혈의 상태
내장의 기능, 질병의 경중
환자의 전체적 상태
위의 상태, 위장의 기능과 병인
질병의 발생 부위

음성

흰 설태
누런 설태
미각 기능
음색, 윤기, 호흡

배설물, 체취

상태

환자,
보호자에게
문의

환자의 설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

발병 부위, 병의 진행 상황발병시기, 발병부위,
증상, 통증, 두통, 갈증, 수면, 대소변 등 병증과
연관된 궁금증

촌부
관부
척부
음양허실, 팔강
상태 관찰

우측-폐, 대장, 좌측-심장, 소장
우측-비, 위, 좌측-간, 담
우측-명문, 삼초, 좌측-신, 방광
오장육부의 상태와 증후
환자의 상태

절진
(맥진,
안진)

궁극적 관심

맥
신체 눌러 봄

가벼운 질병, 허증, 한증, 습증
내장의 열, 급성 열병, 위장, 십이지장 궤양
심장의 기, 비장의 기
질병의 상태, 경중
질병의 진행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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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는 사진(四診)에 대한 이근춘의 설명을 요약해 본 것이다(이근춘, 2006: 76~84). 한의
학에서 1차적으로 관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인간의 감각을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관
찰할 수 있는 신체적인 상태다. 그런데 이렇게 안색을 보고, 혀를 보고, 맥을 짚고, 배설물을
보고, 아픈 부위와 경과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한의사가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정보
는 장부, 기혈, 내장, 질병, 위, 십이지장, 폐, 대장, 심장, 소장, 비, 위, 간, 담, 명문, 삼초,
신, 방광 등 신체 내부의 구성요소들에 관한 정보다. 즉, 지극히 해부학적인 지식을 얻고자
하는 것이며, 다만 인간의 신체 자체를 중시하는 전통문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신체를 직접
해부의 대상으로 삼지 못하는 대신 사진을 통하여 신체의 각 부분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
는 것이 한의학의 진찰방법들이다. 허실, 한열, 표리, 균형, 조화, 음양, 오행 등과 같은 표현
들도 신체 각부의 상태를 서술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어휘들이다. 이상의 내용을 보면, 한
의사들이 전통적인 진찰의 방법을 통하여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면서 궁극적으로 얻고자 했
던 것이 어떤 정보인지는 분명히 알 수 있다. 신체의 각 부분에 대한 사실상 해부학적인 지
식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기기들이나 각종의 의학적 검사들이 신체장
부의 허실, 한열, 균형, 조화 등에 관하여 어떤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 이는 당연히 한의사
들이 전통적으로 탐구하던 정보를 제공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한의학은 해부학적인 학문이론에 근거한 것이 아니므로
현대적인 영상의료기기들을 이용하지는 말고 전통적인 진찰의 방법만을 이용하라는 것이다
.
즉, 한의사들이 기술적인 한계로 인하여 접할 수 없었던 정보들을 마침내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는데, 한의학은 전통적으로 그와 같은 정보에 기초하고 있는 학문이 아니니 그
러한 기기를 이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의 이런 판단은 전통적인 진찰
방법을 통하여 한의사들이 궁극적으로 알고자 했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
는 점에서 전통적인 한의학의 임상적인 의도와 분명 충돌한다. 이근춘의 설명에 비추어보면,
한의학이 덜 해부학적이었던 것은 그런 지식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지식을
얻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일 뿐이다. 그런데 한의학은 덜 해부학적이므로 영원히 영상의료기
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한다면 한의학은 해부학적인 지식에 기초하여 한의학을 발전시
킬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박탈당하게 될 것이다.
신체내부에 대한 영상자료들이 한의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
은 한의학적 이론과 지식에 익숙한 한의사들이다. 그런데 법원은 영상자료는 한의학의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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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상관이 없다는 의사협회의 주장16)에 동의하여 한의사의 영상의료기기를 불허하는 판
결을 내렸다. 한의학적인 지식을 가지지 않은 의사가 영상자료의 한의학적인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즉, 의사들은 영상자료의 서양의학적인 의미를 이해
하는 데는 분명 전문가다. 그러나 한의학에 대한 이해가 없는 한은 한의사인 최원철이나 이
근춘에게 영상정보가 갖는 의미에 대하여 이해하고 판단할 수는 없다. 영상자료 자체는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한의학적인 의미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Ⅴ. 결론: 규제연구에의 시사점
제도발전의 과정을 고려하면, 한의사에게 의료기기의 사용을 허락할 수 없는 이유로 제시
되는 사항들은 내가 그곳에 올라갈 때는 사다리를 이용하고, 그 이후에는 경쟁자가 올라오
지 못하도록 ‘사다리를 걷어차 버리는’ 전략과 흡사하다. 서양의학은 자유롭게 영상진단기
기를 이용하여 상당한 의학적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런데 한의학은 이처럼 발전된 학문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이런 진단기기를 이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의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의 교육제도와 전문의제도, 법규 등은 자신들의 제도발전의
역사를 자연스럽게 반영하면서 형성된 것이다. 그래서 이 제도들을 양방병원에 적용할 때는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반면, 발전수준 면에서 뒤떨어져 있는 한의학과 한방의료 행
위에 대하여 의료서비스의 발전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대로 기존의 법규나 교육제도를
적용할 경우 사실상 대단히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불공정한 처분이 내려진 데는 한의사는 물론 의사협회, 보건복지부, 법원 등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의학적 진단에서 자료가 가지는 의미와 이의 해석에서 이론이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 명확하고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자리하고 있다. 인간의 인
식을 연구하는 현상학이나 해석학의 연구들에 의하면 자료는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
는 이론이 수립되지 않는 한 아무런 해석적인 의미도 가지지 못한다. 그냥 흑백의 사진일
뿐이다. 문제는 이런 자료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하여 내가 배운 경험과 이론을 동원하는 작

16) 대한의사협회, 2011, 제3자 참가신청서, 33~37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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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거의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해석당사자는 자신이 자료의 해석을 이해하기 위
하여 동원하고 있는 이론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위험이 높다는 점이다. 보건복지
부는 외형적으로는 의료기기가 어느 쪽에서 제작되었는지는 사용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며, 교육을 받으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면서도 한의사들이 이런 기기들을 이용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제공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자료가 아니라 이론이라는 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법원 역시 이런 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
료이원체계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진단용 영상의료기기의 이용 자체에서부터 한의사들이 배
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한의사들은 자신들이 이 기기를 이용한 것은 정보를 얻
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는 했지만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식론적인 근거는 제
시하지 못했다. 심지어 의사들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태아와 임신부의 상태를 알기 위하여
초음파기기를 이용하는 것은 그 자체가 단지‘정보수집’이 아니라 ‘진단’이라고 주장했다.17)
제도사적이고 까다로운 인식론적인 문제들이 개입되어 있기는 하지만 법원의 판결이 이
런 점들을 제대로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도 이 연구는 분명히 보여준다. 물론 법원은
현행 법령이 한의사의 한방의료의 범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려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많은 제도적 사실들을 고
려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법령의 제도사적인 측면까지는 분명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적 혼란이 부분적으로는 보건복지부가 외형적으로는 기기의 개발이 어느 쪽
에서 이루어졌는지는 이용을 제한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의제 01254-25754, 01254-23088)는
유권해석을 내어놓으면서도 이를 법령에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보
건복지부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 어쨌든 복잡하고 까다로운 제도적이고 인식론적인 혼란 속
에서 자신의 입장을 중심으로 기존의 제도를 수립하고 있었던 의사협회가 이에 기초하여 법
원의 판결에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킨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행정부, 입법부는 물론
사법부의 판단까지도 규제의 공정성을 수호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고 생각된다.

17) 헌법재판소 사건번호 2009헌마623 관련 보충서면. 초음파진단기는 분명 어떤 영상자료를 보여준다. 그런데
이 자료는 산부인과 의사의 의학적인 지식과 이론이 동원되지 않으면 제대로 해석될 수 없다. 이처럼 의학
적인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흑백의 그림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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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ritical Review of the Court Decisions on the Korean
Oriental Doctor's Use of Diagnostic Imaging Devices
Sakong, Yungho․Cho, Byounghoon
The court sentenced that it is not the permitted practices for the Korean oriental doctor to use
diagnostic imaging devices, such as Ultrasound machine, X-ray generator, CT. Strictly to say,
these devises are just a machine that produces image data. Theoretically, these images have no
meanings until they are interpreted by doctor or oriental doctor. These images can be interpreted
not only by virtue of western medical theory but also by virtue of Korean oriental medical
theory. The court, however, did not accept for the Korean oriental doctors to use these machines.
The court explained some reasons to justify their decision. The court, however,
misunderstood the medical nature of the Korean oriental medicine. The court articulated that
the Korean oriental medicine is not anatomical enough to use the image data. This is not a
logical decision in that the value of the image data is determined not only by anatomy but also
by medical theory. The availability of image data by Oriental medicine can only be determined
by the perspectives of Oriental medical theories. The difference between Western medical
theory and Oriental medical theory can not be the justifiable ground for the court’s decision.
The court also presented institutional reasons to support their decisions. The court says,
according to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there is no ground to permit for the Korean oriental
doctors to use imaging devices. These present laws and regulations, however, can’t be the
impartial criteria because they are not legislated for the Oriental medicine but for Western
medicine.
Key words: Korean Oriental Doctor, Regulation, Court, Diagnostic Imaging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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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 공정거래법 개정을 둘러싼 주요 논쟁(홍성종)•초점/ 국민고충처리
위원회 김광일 위원장에게 듣는다(김일중․홍성종) •해외동향/ 싱가폴의
전략적 경제계획

1994년 겨울호 통권 제10호

•연구논단/ 효율적인 규제방식으로의 전환을 위한 경제이론(김일중), 일
본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오동환)•특집/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
화 정책제언(김재홍 外 4인) •초점/ 규제완화 추진체계, 개편되어야 한다
(홍성종) •국내동향/ 정부규제,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94년 3/4분기)(한
선옥), 규제완화와 노동행정(신은종)

1995년 봄호 통권 제11호

•연구논단/ 부동산실명제의 법률적 검토(윤철홍), 경제적 측면에서 본 부
동산실명제(조주현), 규제완화, 민영화의 경제정책적 분석(김재홍), 제조물
책임제도와 책임원리(김은자) •특집/ 정부조직 개편, 잘 정착되어 가나/
정부조직, 이렇게 개편되었다(총무처 조직기획과), 세계화 전략과 정부조
직 개편(최신융) •집중분석/ 비용․편익분석 사례(1)/약물검사 규제제도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분석(홍성종)

1995년 여름호 통권 제12호

•연구논단/ 재산권의 경제분석 : 규제, 거래비용 및 경제효율성(김일중),
규제완화정책 평가(한선옥) •특집/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
정방향(최병대),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직․인사권 확립방향(권해수), 지방
화시대의 사회복지 행정기능 : 서울시를 중심으로(최신융), 지방자치시대
의 환경정책과 중앙․지방간 사무배분(이상한), 지방자치와 수도권 정책
(김정호), 규제측면에서 본 보건위생, 의료분야의 지방자치(김강수) •해외
동향/ 미국 연방정부의 개혁 추진동향(안양호) •사례연구/ 연방정부 자동
차 안전기준 108(김은자)

1995년 가을호 통권 제13호

•연구논단/ 공익사업의 경제논리(김재홍), 비업무용 토지정책의 개선방향
(정희남), 규제영향평가의 기술적인 방법(김은자), 환경규제 합리화를 위한
개선요건(권태홍), 미국 항공산업의 규제완화 정책(한선옥)•특집/ 시장경
제와 법치주의를 위한 정부3부의 역할－The Role of the Three Branches of
Government for the Rule of Law and the Free Economy in Korea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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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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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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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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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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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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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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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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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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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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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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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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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
가(이동필), 문화관광부․문화재관리청 규제개혁 평가(권미수), 법무부 규
제개혁 평가(사공영호),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 규제개혁 평가(박
길동), 산업자원부 규제개혁 평가(고동수), 재정경제부 규제개혁 평가(강철
준), 정보통신부 규제개혁 평가(이명호),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규제개
혁 평가(이승우), 행정자치부․경찰청 규제개혁 평가(김태윤), 환경부 규제
개혁 평가(곽대종), 국방부․외교통상부․통일부 규제개혁 평가(한선옥),
규제개혁의 과제와 방향(김종석)

1999년 제8권 제2호

•연구논단/ 자기자본비율 규제와 은행의 자본정책(이인실), 전파시장의
법경제적 분석(원동철), 공정거래법상 관련시장 정의의 문제(정찬모), 부당
내부거래와 기업가치(김상권), 소액주주권의 행사요건완화에 관한 연구(권
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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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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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
위원회의 재량통제(이봉의), 부패에 관한 규제개혁의 효과와 구조적 변
화의 추정(이재형), 군사시설보호법의 발전적 적용방향 : 경기북부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장방안을 중심으로(소성규) •특집/ 전자상거래와 경쟁
ㆍ무역정책 : 전자상거래시대의 공정거래정책(한현옥), 전자상거래에 대한
영ㆍ미 경쟁정책 당국의 대응(서정환), 전자상거래와 국제무역질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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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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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으로(김영덕․조경엽), 우리나라 금융감독 및 자율규제체계에 관한 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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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질과
경쟁-경쟁개념의 법경제학 접근-(신석훈), 미국 엑슨-플로리오법의 특징
및 시사점-통신서비스 분야 적용사례를 중심으로-(이한영․강하연․여혁
종), 비대칭 규제하에서의 기업의 신규투자와 토빈 Q간의 관계에 관한 실증
연구(이원흠), 특허풀에 대한 미국과 EU의 반독점 규제정책 연구(권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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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제17권 제2호

경제자유, 규제와 경제성장(이병기), 진입규제, 투자 그리고 경제성장(김종
호), 지주회사와 대기업집단 규제의 정책효과에 대한 연구-대리인비용의
추정을 중심으로-(이원흠), 기업결합에 의한 비용절감 효과 추정-삼익악기
와 영창악기 간 기업결합건-(김상권), 지주회사 전환이 자회사의 경영성과
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곽수환․최석봉), 한국 정부의 규제영향분석의
수준-평가틀의 도출 및 평가 결과-(김태윤․정재희․허가형), 부패의 통제
와 재정지출의 효율성에 관한 국가 간 실증분석(황진영․허식․이성원)

2009년 제18권 제1호

정부부채의 추정: 개념, 쟁점 및 향후 과제(옥동석․하윤희), 유럽공동체
(EC) 카르텔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정책과 그 시사점(이호선), 국
가안보 차원의 외국인직접투자 규제-한국과 미국의 관련 규제의 비교 고찰
-(김관호), LBO에 대한 정당한 규제-대법원 2004도7027 판결 비판적 검토
-(이상현), 차등의결권 제도의 경제학적 분석(박양균), 협동조합의 지배구
조와 자기관리의 원칙-수산업협동조합법의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이병준),
위험 및 안전규제 비용편익분석의 현실적 요건의 모색(여차민․김태윤)
2009년 제18권 제2호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틀 구축을 위한 시론적 연구-AHP 기법의 적용(김관보⋅김명수⋅채경진), 국가소득수준에 따른 담배수요의 결정요인 비
교-각국 자료에 의한 분석-(강동관), 도로교통부문의 사회적 비용과 유류
세제 개편방향(이재민⋅한상용), 생활폐기물수집업체의 비효율성과 규제
완화로 인한 효과분석-서울시 사례-(윤형호⋅유기영⋅정진아), 부당지원
행위와 터널링 규제에 대한 연구-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폐
지가능성-(최승재), 유럽 통신시장에서의 서비스기반 경쟁정책의 효과 분
석(김성환⋅김형찬), 통신위원회 행정제재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분석(최
진욱⋅구교준)

2010년 제19권 제1호

공공기관 관리의 이론과 실제-거래비용에 근거한 개념적 분석-(옥동석),
주요 선진국의 시장분석연구 및 시사점(이강오⋅남재현), 필수설비 투자
유인을 감안한 규제방식 비교-규제휴일과 대가보상-(권남훈), 기업결합심
사에 있어 인과관계 부재 항변의 도입에 관한 연구(이호선), 순환출자구
조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소유지배 괴리지표 및 가공자본 비율에 대한 영
향을 중심으로-(김현종), 기업의 소유권과 효율성에 관한 연구-전력산업
을 중심으로-(김대욱⋅이유수), 공기업 배당 현황과 평가(김기영⋅박경진
⋅유영태)

2010년 제19권 제2호

지대추구의 사회화와 인지․개념체계화(사공영호), 기업가정신과 정책환
경-OECD 국가를 중심으로-(김학수), 이랜드-까르푸(2006년) 기업결합의
경쟁효과에 대한 계량경제학적 분석(전성훈⋅황윤재), 공정거래법상 카르
텔 규제의 쟁점-실체법적 쟁점을 중심으로-(홍대식), 휘발유시장에서의
독점력 추정(김상권), 실업자 훈련 종류별 노동시장 성과의 비교(강순희),
주요국의 부동산 파생상품 규제연구 및 시사점(김솔⋅채지윤)

2011년 제20권 제1호

기업의 공시수준과 자본비용 간의 관계에 관한 실증연구(이원흠), 의원입
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의 필요성 연구(이혁우⋅김주찬⋅김태윤⋅여차
민), 식품정보표시제도 강화에 따른 규제비용의 일반균형효과 분석(배정
환), 지역건설규제와 국제통상협약에 따른 시장변화(김명수), 삼성 에버
랜드와 SDS 판결을 통해 본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업무상 배임죄의 해석
및 법정책(이상현)

2011년 제20권 제2호

규제영향분석에 있어 편익 평가 및 측정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편익의 과
대계상 문제를 중심으로-(김태윤), 이명박 정부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평
가와 향후 과제(조성봉), 환경규제가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
향(이지연⋅한현옥), 상장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정책의 효과에 관한
실증연구(이원흠), 규제정책의 설계와 사회적 형성이론 -제한적 본인확인
제 규제형성 사례를 중심으로-(김동현⋅박형준⋅이용모), 금융부문의 유
사행정규제에 관한 연구(이혜영⋅박장호⋅최성락⋅주용환)

2012년 제21권 제1호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비차별성에 대한 연구(김태윤), 우리나라 전
력시장의 시장지배력 측정에 관한 연구(김대욱⋅최우진⋅최자영), 지속가
능한 에너지개발을 위한 규제개혁-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적 사용 기술
개발의 규제개혁을 중심으로(하현상), 계열사 간의 거래에 있어서 시장상
황을 반영한 합리적 거래조건의 결정(권남훈⋅김종민⋅전성훈⋅정진화),
제도적 특성과 규제개혁의 상호보완관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OECD 국가의 생산물시장 규제를 중심으로(이종한⋅최진식), 재벌
세 도입에 대한 논의와 정책 모의실험(simulation)(황상현⋅김현종), 현행
규제등록제도하의 규제분류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최유성
⋅최무현)

2012년 제21권 제2호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평가(이혁우), DTI, LTV 및 대출상환 조건이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에 미치는 영향(허석균), 재정확보를 위한 숨은 세
원 발굴 방안(김유찬), 서울 아파트 월세, 전세, 매매시장의 무차익 조건
과 규제 및 규제완화 효과에 대한 시사점(김문성⋅배 형), 규제강도에 관
한 시론적 연구-신고규제에 대한 적용을 사례로(김태윤⋅이수아)

2013년 제22권 제1호
정규직 전환 강제규제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변양규), 사행산업의 도박중
독성과 총량규제 개선방안(이연호·배영목·임병인), 기업활동 규제가 기
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련 연구들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이진석), 법
률서비스 시장개방과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 분석 -법률서비스 수출확
대를 중심으로(최남석), 제약회사 건강캠페인 규제의 타당성 검토(강한철),
영업 시간 소매업 규제가 제조업체 매출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에 관한 연
구 -제품속성별 분석을 중심으로(박병무·조춘한·신찬식·안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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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의료서비스산업 규제개선의 경제적 효과 추정 (송용주·변양규), 규
제개선을 통한 글로벌 교육서비스산업 시장 창조의 경제적 효과 (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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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선․한선옥/신국판/247쪽/값 9,000원

 공정거래경제학

이승철/신국판/577쪽/값 18,000원

 규제개혁정책의 논리와 실제

이용환/신국판/296쪽/값 7,000원

 규제자유지역 개념의 의의와 적용방안

김일섭 외/신국판/127쪽/값 5,000원

 공공자원 배분의 경제적 분석

원동철 외/신국판/221쪽/값 6,000원

 진입규제의 이론과 실제

김재홍/신국판/183쪽/값 6,000원

 한국민법의 경제분석(I)

김정호/신국판/177쪽/값 5,000원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규제와 개선방안

이주선/신국판/92쪽/값 4,000원

 규제개혁의 정책과제와 발전방향

임상준/신국판/256쪽/값 6,000원

규제연구지 연구논문 심사위원(가나다순)
강 원
강광규
강동수
강명헌
강사웅
강선민
강성원
강신일
강운산
강은숙
강재성
강종만
고동수
고영선
고학수
곽만순
곽채이
권남훈
권순만
권영민
권오승
권원용
권일웅
권주안
권헌영
금재호
김 범
김 신
김갑성
김건식
김경묵
김경환
김관보
김관호
김광록
김광호
김금수
김기영
김대원
김도경
김도영
김도형
김도훈
김동욱
김동주
김두얼
김두진
김영신
김명중
김명환
김문성
김병배
김상겸
김상권
김상택
김상헌
김성준
김성현
김수덕
김수이
김순관

김순양
김영산
김영용
김영일
김영평
김영호
김용규
김용렬
김용하
김원오
김윤경
김의준
김인걸
김인규
김인철
김일환
김재근
김재일
김재홍
김정렬
김정유
김정해
김정호
김종래
김종석
김종호
김주찬
김주찬
김준기
김중권
김지수
김진국
김태식
김태윤
김학수
김현석
김현수
김현숙
김현아
김현제
김현종
김형원
김홍균
김홍률
김홍범
김화진
김희수
남광희
남재량
남재현
노동석
노상환
노용환
노화준
도현재
문명재
문외솔
문춘걸
문태훈
문형표
민 이

민세진
민희철
박 진
박경서
박기백
박노형
박문수
박병형
박상인
박성준
박성훈
박승록
박양균
박영석
박재하
박정구
박정수
박준이
박진우
박진이
박형준
방민석
배대현
배은영
배응환
변영환
변화순
빈기범
사공영호
서문희
서승환
서용구
서중해
서헌제
선정원
성한경
성효용
소병희
손양훈
손영화
손의영
손재영
송옥렬
송원근
송위진
송종준
신광식
신도철
신석훈
신영수
신종익
신창선
신현한
심규범
심미랑
심상민
심영섭
심재훈
안미정
안상훈
안종범

안종석
안택식
안형택
양준석
여정성
염재호
오수근
오정일
오준근
오태원
옥동석
원숙연
유병철
유영성
유진수
윤미경
윤석명
윤성운
윤세리
윤재호
윤창현
윤충한
윤충환
윤희숙
은 웅
이 영
이국운
이근대
이달석
이대희
이동수
이명호
이명훈
이명희
이문지
이민창
이병기
이병량
이병윤
이병훈
이봉의
이상규
이상목
이상승
이상정
이상학
이상한
이선화
이성근
이성봉
이성우
이수미
이수일
이순태
이시욱
이영대
이영범
이영선
이영훈
이용만
이용환

이원흠
이인권
이인실
이인찬
이재연
이재영
이재우
이재형
이정민
이정학
이종한
이주선
이준규
이준섭
이준웅
이철송
이태규
이태진
이한영
이혁우
임 현
임동순
임병화
임영재
임재영
임주영
임헌진
장근호
장연화
장지상
장지인
전규안
전삼현
전승훈
전영서
전영평
전인우
정문현
정연호
정용헌
정의철
정인석
정일호
정주성
정진영
정찬모
정창화
정혁진
정현미
정회상
정회성
조 담
조 택
조경엽
조덕희
조명환
조성봉
조성빈
조성한
조성훈
조영곤

조이현
조준모
조창현
조현승
조혜신
조홍식
주 현
진태홍
채창균
최경규
최남석
최막중
최미희
최병선
최석준
최선규
최성락
최숙희
최승재
최신융
최요섭
최용제
최유성
최정표
최종술
최종원
최준선
최지호
최진식
최진욱
최충규
최필선
하병이
한 철
한광석
한광호
한상일
한종희
한택환
한현옥
허두회
허재완
홍대식
홍동표
홍은주
홍종호
홍준형
홍현익
황상현
황석준
황성기
황이연
황인태
황인학
황태희

규제연구 발간 및 편집위원회 운영
1. 규제연구의 발간
(1) 목적
규제연구는 한국규제학회와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이 공동으로 발간하는 학술
지로 시장경제창달을 위한 규제개혁 연구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2) 발간
규제연구의 발간은 연 2회(6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또한 정기발간 외에도 특집호
를 발간할 수 있다.
(3) 발간 사무의 수행
규제연구의 발간 업무 중 행정적인 부분은 한국경제연구원에 위치한 사무국을 통해서 수
행한다.
(4) 논문의 게재
① 규제연구에 게재할 논문은 규제개혁, 경쟁정책, 민영화, 공공부문 개혁 등 경제․사회
적 규제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기여도가 높은 연구논문으로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게재한다.
② 다른 학술지 및 여타 간행물에 이미 게재된 논문은 규제연구에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논문게재 절차
①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연구사업은 학술논문의 형태로 완성되어야 한다. 완성된 논문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② 연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완성된 논문을 제출한 경우라도 편집위원회의를 거쳐 게재
대상 후보 논문으로 선정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최종 게재여부는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③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 최종원고 제출 후 연구지원금이 지급된다.
2. 편집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편집위원회는 공동편집위원장 2인, 내부 전문가로 구성된 내부편집위원 약간명, 외부전
문가로 구성된 외부편집위원 약간명 그리고 편집위원을 겸하는 사무국장 1인으로 구성된다.
② 공동편집위원장 2인 중 1인은 한국규제학회에서 선임되며, 나머지 1인은 한국경제연구
원이 임명하며 당연직으로 한다.
③ 내부편집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외부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편집위원 및 사무국장의 책임과 의무
① 편집위원은 연구신청서의 심사, 심사위원의 선정, 편집위원회의에 참석 등 규제연구
발간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② 사무국장은 규제연구 발간과 관련된 절차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제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4. 심사위원 선정과 심사 의뢰
(1) 심사위원 선정
① (게재 대상 후보 논문 심사) 공동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들의 자문을 얻어 게재 대상 후
보 논문별로 2명의 심사위원을 추천한다.
② 심사위원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한다.
(2) 심사 의뢰
① 사무국장은 심사위원이 선정된 후 즉시 응답 기일을 정해서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
한다.
② 심사위원이 응답기일 내에 심사 결과를 보내오지 아니할 경우 사무국장은 편집위원장에
게 심사위원의 재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응답기일은 연구신청서 심사의 경우는 1주일 정도, 논문심사의 경우는 15일 정도로 한
다.
5. 심사 원칙(연구결과 검토제도 referee system 운영 원칙)
① 게재 대상 후보 논문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A(수정 없이 통과), B(부분
수정 후 통과), C(대폭 수정 후 통과), F(저널 게재불가) 중 하나의 등급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회부한다.
② 상기 등급 중 어떠한 등급을 부여하더라도 반드시 심사평을 첨부하여야 한다. 심사평이
없는 심사결과는 수용하지 않는다.
6. 게재 논문의 선정
(1) 게재 대상의 선정 원칙
① 게재 대상은 해당 반기별(연 2회 발행: 6월 30일, 12월 31일)) 게재 대상의 선정을 위한
편집위원회 개최일까지 심사가 완료된 논문으로 한다.
② 게재 대상의 선정은 심사 결과 심사위원 2명 모두로부터 등급 B 이상을 받은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③ 등급 F가 하나라도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논문게재는 불가하다. 단, 동일 논문에 대한
평가가 복수의 심사위원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경우(A, F) 편집위원장에게 이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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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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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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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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