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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 규제발전을 위한 규제영향분석제도
-미국 EPA의 사례 분석과 정책적 시사노화준(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이 연구는 미국 환경청(EPA)의 규제영향분석 사례를 분석하여 규제영향분석
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가를
살펴보고, 이것이 우리나라 정부의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발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내자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규제영향분석을 효율적으로 수
행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수집‧축적함으로써 규제발전과정에서 분석모델을 작
성하여 필요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정교한 양식에 의하여 데이터가 수집되고
관리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며, 규제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분석
정보를 산출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식별되
었다. 또한 규제영향분석과정에서 오리지널 리서치를 하지 않고 선행연구결과
들을 메타분석, 편익이전방법들을 사용하여 시간과 자원의 제약하에서 규제영
향분석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를 수행하여 축적하는 것이 중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PA의 경험은 규제영향분석의 질은 고품질 규제를 발전
시키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를 규제기관내에 마련하여 운영할 때 크게 향상될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는 규제영향분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합리적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I. 서론
1. 연구 목적
세계은행은 2004년 세계 133개 국가들의 규제와 경제활동들간의 관계에 관한 실증
적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발표에 의하면 경제발전과 고품질 규제들간에는 높은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즉, 규제의 품질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이 촉진된다
는 것이다.
이는 모든 규제가 경제․사회발전에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규제의 품질이 어떠하
냐 하는 것이 경제․사회발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낸다. 최근 중국산 김
치에 유해물질이 포함되었다는 국회의원의 보고와, 기생충 알이 검출되었다는 식약청
의 보고, 그리고 이어서 발표된 한국산 김치 등에서 기생충 알이 검출되었다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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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검관계당국의 발표들은 사전적인 적절한 규제 장치가 없는 것이 국민 건강을 위협
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서는 국가간의 수출 분쟁에 까지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는 것을 새삼 일깨워 주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경제․사회적 전환기를 맞아 경제․사
회적으로 가속적인 발전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규제의 고품질화가 어느 때보다 더 절
실하게 요구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은 규제와 경제․사
회복지 발전간의 이러한 관계를 이해하고 고품질의 규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면 고품질의 규제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異論들이 있을 수
있지만 고품질의 규제란 경험적 자료와 관련분야의 이론에 기초하여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사회적 상황과 세계적인 표준에 잘 맞도록 만들어진 규제라 할 수
있다.
고품질의 규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규제를 변경시키거나 새로운 규제를
도입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어떠한 편익과 비용이 발생하는가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규
제영향분석(regulatory impact analysis : RIA)이 반드시 요구된다. 1970년대 이후
OECD에 가입한 국가들(14개국)의 중앙정부들은 규제영향분석을 효과적으로 실시하
기 위하여 규제영향분석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김태윤‧김상봉, 2004).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1997년 8월 제정하고, 1998년 2월 개정한 행정규제기본법 제7
조에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 심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영향분석제도가 법이
의도한 대로 제대로 적용되어왔다고 보기는 어렵다(이성우, 2003). 그 이유는 정부내
에 규제영향분석을 시행할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도 중요한 요인이지만, 실제로 규제
영향분석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더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우리나라 정부와 학계에서는 규제영향분
석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제도적 장치 마련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도 거의 없는 실정이
다.
본 연구는 미국 환경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EPA)의 규제영향분석
사례를 분석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적 장치
가 마련되어야 하는가를 살펴보고, 이것이 우리나라 정부의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발전
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내자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미국 환경청의 규제영향분석과정에 참여하여 관찰한 참여관찰, 미국 환
경청에서 실시한 규제개정대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결과에 대한 분석, 미국 환경청
에서 고품질 규제발전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액션발전과정(action development
process)에 대한 분석 등을 종합하여 고품질 규제영향분석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
도록 뒷받침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요건들이 무엇인가를 검토하였다.

2 규제이론의 지평

Ⅱ. 규제영향분석의 성격과 사례분석을 위한 분석틀

1. 규제영향분석의 성격

규제영향분석은 고품질의 규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이다. 미국 EPA
는 고품질 규제액션(regulatory action)의 특성을 ① 환경적 목표들의 비용효과적 달
성, ② 법률적 요건, 대통령령, 지시(directions), EPA의 가이드라인 및 국가정책들과의
일관성 유지, ③ 필요한 경우에는 법 EPA적 참여(EPA-wide involvement)를 반영, ④
EPA 외부의 견해들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반영, ⑤ 다매체적 효과들(multimedia
effects)의 고려, ⑥ 액션을 탐색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오염방지 원리들과 혁신적
인 대안들의 고려, ⑦ 건실한 경제적, 과학적, 법률적, 정책적 및 기술적(technical)분석
에 기초, ⑧ 능률적인 집행과 효과적 시행 가능성, ⑨ 명료하고, 간단하며, 평이한 언
어로 기술, ⑩ 시의 적절한 분석의 시행 등으로 기술하고 있다.(USEPA, 2004a).
규제 액션을 뒷받침할 이러한 정보들을 산출해내는 것이 규제영향분석이다. EPA의
고품질 규제 액션의 요건들 가운데에서도 직접적으로 규제영향분석과 관련된 것은 규
제액션이 건실한 경제적, 과학적, 법률적, 정책적 및 기술적으로 건실한 분석(sound
analysis)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는 요건이다.
그러면 어떠한 규제영향분석이 이러한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 환경규제영향분
석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OECD는 선진 각국들의 그동안의 경험과 교훈들을 바탕
으로 규제영향분석이 초대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제영향분석이 체계성
(systematic), 실증성(empirical), 일관성과 융통성(consistent but flexible), 확장성
(broadly applicable), 투명성과 자문의 확보(transparent and consultative), 적시성, 대
응성, 실용성 등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김태윤‧김상봉, 2004 : 166-168).
고품질 규제영향분석을 시행하는데 요구되는 이러한 요건들은 모두 매우 중요한 것들
로서 규제영향분석이 충족시켜야할 요건들이다. 대부분의 규제액션들이 이해당사자간
의 갈등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규제영향분석은 갈등이 내재된 분석으로서
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규제영향분석은 규제액션에 따라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을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증거(evidence)를 제시하고, 이것이 주장을 뒷받침함으로
서 이해관계자들이 승복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규
제영향분석은 체계적이고, 실증성이 높으며, 투명성을 유지하여야 하지만, 또한 설득
력과 이를 뒷받침할 분명한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Majone, 1989 : 1-41).
그러나 대부분의 규제영향분석, 특히 환경규제영향분석은 편익과 비용의 추정상에
많은 불확실성(uncertainty)이 내포되어 있어(Sunstein, 2002) 규제액션에 따른 사회적
편익들과 사회적 비용들을 측정하여 추정해 내기 위해서는 분석자들의 고도의 전문
분석적 지식이 요구될 뿐 아니라 분석을 뒷받침할 장기적인 자료의 축적과 아울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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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전문가들이 협동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통합하는 합리적 조직
과정으로서의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2. 규제영향분석 사례의 분석틀
우리는 앞에서 규제영향분석의 성격을 논의하고, 고품질의 규제영향분석 결과를 산
출해내기 위하여 어떠한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하는가를 논의하였다.
고품질 규제영향분석을 산출해내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전
문인력의 확보이다. EPA는 자연과학 분야 및 경제학 분야에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다
수의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1)
두 번째 조건은 이들 규제영향분석 전문가들이 하고자 하는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고 선행연구 결과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
도적 장치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셋째는 분석전문가들이 상호작용하면서 협동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조직내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도시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규제영향분석 결과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규제 의사결정

데이터의 수집‧축적 및
기초연구 축적제도

전문인력 풀

규제영향분석 결과

규제의사결정

내적 절차에 관한
제도

본연구의 분석대상

〔그림 1〕은 전문인력 풀(pool)이 풍부할수록 고품질의 규제영향분석 결과가 산출
될 확률이 높을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분석과정에서 사용할 자표의 수
1) 미국 EPA는 총 18,000명의 요원 가운데 1200여명의 박사학위 소지자를 보유하고 있다. 읻르
가운데 경제학 박사학위 소지자는 약 50여명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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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축적과,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규제영향분석과정에서 응용할 수 있는 선행연구들의
축적 여부는 전문인력의 분석활동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규제영향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조직내적 분석절차에 관한 제도가 어떠한가 하는 것도 전문인력들의 분
석활동에 영향을 미쳐 규제영향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Ⅲ. 미국 EPA의 규제영향분석 사례 : 집중화된 동물 사육장 경영
(CAFO)에 대한 제안된 규제개정안의 규제영향분석 사례

1. 경제적 임팩트 및 비용측정의 방법론과 데이터 소스
1) 규제 개정안 제안의 배경
미국 EPA는 동물의 배설물, 동물농장에 사용된 물 및 CAFO(Concentrated Animal
Feeding Operations)에서 사용된 기타의 처리용수들이 미국의 강, 하천, 호수 등의 수
질을 저하시키기 않도록 하기 위하여 두 개의 기본적인 규제들을 개정할 계획을 세웠
다. 이들 두 개의 기본적인 규제들은 기존의 국가 오염물질 방출제거 시스템(National
Pollutant Discharge Elimination System : NPDES)과 동물사육장에 대한 유출제한 가
이드라인(Effluent Limitation Guideline: ELG)이다. NPDES는

CAFO에 대한 허가요

구조건을 정의하고 설정한 것이며, ELG는 CAFO에 적용되는 테크노로지에 기초를 둔
유출물 방출 표준을 설정한 것이다. 이들 두 현존 규제들은 모두 1970년대에 만들어진
것이었다. EPA는 지난 25년 동안 축산업 부문에서 발생한 변화를 반영하고, CAFO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분명히 하여 집행을 용이하게 하며, 이들 규칙들에 의한 환경보호
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규제대안들을 마련하였다.
이 규제영향분석은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수행되었다. 그 중 한 부분은 제
안된 규제대안들의 경제적 임팩트와 비용들을 측정하는 것이고, 다른 한 부분은 제안
된 규제대안들의 환경적 및 경제적 편익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관심은 이들
두 부분의 분석내용이나 분석결과의 산출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분석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어떤 제도적 뒷받침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
에는 이들 두 부분의 각각에 대하여 분석에 사용된 주요 방법론과 이러한 방법론의
사용을 가능하도록 뒷받침하였던 주요 데이터소스들은 어떠한 것들이었는가를 밝히
는데 초점을 두어 분석하고자 한다.

2) 검토의 범위와 방법론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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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분석의 목적은 연간 순응비용을 추정하고, 이들 규제의 임팩트들을 추정하는
데 있다. 이 분석은 규제의 수정안이 CAFO에 미치는 재정적 임팩트, 가축 및 가금류
(poultry)제품의 처리업자들에게 미치는 잠재적인 임팩트 및 가격, 수량, 교역, 고용
및 산출 등에 미치는 임팩트와 여타의 제 2차적 임팩트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분석
은 또한 규제 유연성법(Regulatory Flexibility Act : RFA)에 따라 소기업에 미치는 영
향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통령령(Executive Order) 12866이 요구하고 있는 편익비용분
석을 포함하고 있다.
EPA는 제안된 CAFO 규제의 경제적 임팩트들을 추정하기 위하여 대표농가접근방
법(representative farm approach)를 사용하였다. 이 접근방법은 미국 농무성과 미국
의 농업분야 대학교(land grant university)들에서 사용하는 접근방법들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EPA는 CAFO에 대한 경제적 임팩트를 추정하기 위하여 비용모형들과 재무적 모형
들 등 두 세트의 모형들을 작성하였다. EPA는 170개 이상의 비용모형들에 기초하여
순응비용들을 평가하였다. 이 비용모형들은 축산 농가들의 조건들을 검토하고, 대표
로 선택된 CAFO들의 순응비용들을 평가하였다. EPA의 비용모형들은 상품부문, 축산
물의 생산지역, 시설의 규모 및 축산분뇨를 사용할 토지의 이용가능성 등에 의하여 구
분되었다. EPA의 비용모형들은, 서로 다른 경영의 유형별로 재무적 조건들을 특징짓
는 재무적 모형들에 따라 비교 가능하도록 추정된 순응비용들을 제공해주고 있다. 규
제이후 시나리오(post-regulatory scenario)하의 경제적 임팩트들은, 유사한 생산특성
을 공유하는 좀 더 많은 수의 축산 경영업체들을 포함하는, 주어진 모델 CAFO들에
대한 평균적인 임팩트들을 추세연장함으로써 추정되었다.
이 분석을 위해서 EPA는 세 가지 기준들을 설정하였고, 대표적인 CAFO들의 재무
적 조건들의 변화를 토대로 동물사육자운영에 대한 제안된 규제옵션들의 경제적 성취
가능성들(economic achievability)을 평가하였다. 이들 세 가지 기준들은 총수입에 대
한 비용증가들의 비교(판매 테스트), 규제 도입 후 10년 동안의 예측된 순응이후(post
compliance)의 현금흐름 및 순응이후의 시나리오하에서의 축산농장경영의 자산에 대
한 부채의 비율의 평가 등이다. 어떤 부문(sector)에서는 CAFO에 대한 경제적 임팩트
들의 평가는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하나는 순응비용의 일부가 CAFO로부터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고 가정하는 경우였고, 다른 하나는 비용들이 소비자들에게 전
가되지 않고 CAFO에 의하여 모두 흡수된다고 가정하는 경우였다.

3) 주요 데이터 소스
(1) 검토의 범위
제안된 규제의 경제분석은 생산자인 축산농장경영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분석,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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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분석, 시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규제의 강화에 따른 행정비용
분석, 유연성분석(flexibility analysis)으로서의 소기업들에 미치는 영향분석 등을 포함
하고 있다.
이들 각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들 가운데 행정비용은 통상적인 연구에 있어서와 마
찬가지로 규제의 강화에 따라 신규로 소요되는 연방정부와 주정부들의 행정인력 수요
를 조사하여 정보를 수집하였고, 가공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분석, 시장에 미치는 영
향분석, 및 유연성분석에 사용된 자료들은 부분적으로는 서베이 데이터를 사용하였지
만, 축산농장경영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분석과 영향분석에 사용하였던 주요 데이터 소
스들과 동일하였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주로 생산자인 축산농장경영자들에 미치는
영향분석에 사용하였던 주요 데이터 소스들을 검토하였다.
(2) 축산농장 생산자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비용분석
EPA는 규칙 제정에 필요한 분석을 하기 위하여 모든 CAFO들에 대한 전면적인 서
베이를 시행하지는 않았다. EPA는 분석하는데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을 여러 정부기
관, 주정부의 농업 출장소, 농업 관련 대학교(land grant university), 관련분야 산업무
역협회 및 농업전문가협의회 등이 제공한 기존 데이터들과 전문가들에 의존하였다.
EPA의 순응비용 추정은 주로 미국 농무성(USDA)내에 있는 국가농업통계 서비스
(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al Service : NASS), 동식물건강검사 서비스(the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 APHIS), 자연자원보전 서비스(the
Nation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 : NRCS), 및 경제리서치 서비스(Economic
Resources Service : ERS)등 여러 기관들에 의하여 발전된 정보들에 기초하여 이루어
졌다.
두 개의 일차적인 미국 농무성의 데이터의 소스들은 경제적 임팩트와 순응비용추정
에 가장 중요한 도구들이 되었다. 그들 중 하나는 1997년 USDA의 농업센서스 데이터
이고, 다른 하나는 1997년의 농업관리연구(ARMS)데이터였다.
1997년의 농업센서스 데이터는 NASS에 의하여 수집되었으며, 동물농장의 사육장,
그들의 지리적 분포, 동물농장경영으로부터 산출되는 동물 배설물을 토지에 사용가능
하도록 하는 이용 가능한 경작면적의 양에 관한 정보와 기타의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있다. 이 데이터들은 동물농장경영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들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주
는 방법론들을 개발한 미 농부성의 NRCS요원들의 도움을 받아 NASS에 의하여 수집
되고 편집된 것이다. EPA를 비롯하여 다른 모든 미국 정부기관들에게 제공된 모든 센
서스 데이터들은 개별적인 비즈니스 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집계되었다.
1997년에 NASS와 ERS에 의하여 수집되고 편집된 ARMS 데이터들은, 제안된
CAFO 규제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각각의 주요 상품부문들(commodity sector)에 대
한 미국 농가들의 완전한 재무적 회계 데이터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 데이터들은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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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임팩트를 평가하는데 농가의 재무적 조건들을 서술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대
표농장들의 데이터들은, 상품부문별, 시설의 규모별(사이트별 동물의 수), 및 주요 농
장 생산지역별 농장경영에 있어 재무적 조건들을 구별지을 수 있도록 ARMS 데이터
들을 ERS가 특별히 표로 작성(tabulation)함으로써 구해진 것이다.
가축분야 산업계와 관련된 무역 그룹들도 경제 분석과 재무적 분석에 필요한 정보
들을 제공하였다. 특히 미국의 NCBA(the National Cattlement Beef Association)은 소
농장 경영에 구체적인 재무적 통계 데이터들을 얻기 위하여 그들의 회원들을 대상으
로 서베이를 실시하였다. 산업계 데이터들은 또한 국가 우유 생산자연합과 국가 돼지
고기 생산자협회로부터도 획득되었다. 먹거리 생산자에 관한 대부분의 정보들은 센서
스의 제조업 데이터 시리즈로부터 획득되었다.
기타 경제 분석 수행과정에서 사용되었던 핵심적인 자료들의 소스는 대학교의 전문
가들, 농업분야에 발표된 문헌들, 자연자원 방어 위원회(the National Defence
Council), 깨끗한 물 네트워크, 주정부 지방 사무소, EPA의 지역청과 가축농장 경영에
관한 과거의 EPA의 정보 등이었다.
농가 수준의 데이터의 두 개의 주요 소스는 미국 농무성(USDA)의 농업센서스 자료
와 농무성의 ARMS였다. 이들 데이터베이스들은 농가수준의 기술적 및 재무적 자료
(descriptive and financial data)를 제공하고 있고, EPA가 수행하는 비용추정과 경제
적 임팩트 평가를 위한 대표 모델 CAFO를 발전시키는데 사용되었다.
미국 농무성의 농업센서스와 ARMS 데이터베이스는 미국 농무성이 수행한 농가 서
베이로부터 수집되어 편집된 것으로 미국 농가 부문의 장기적 데이터 요약에도 기여
하고 있다.
농업센서스 데이터베이스와 ARMS 데이터베이스는 농무성에 의해서 유지되며, 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취합된 자료들을 공표하고 있고 미국 여러 정부기관들과 공공기
관들을 위하여 이들 기관들의 요구에 의하여 데이터들의 주문분석을 시행하고 있다.
EPA는 모델 CAFO의 분석을 위하여 이 주문분석에 의하여 산출된 데이터를 사용
하고 있다. 이 데이터들은 농무성의 NASS와 농무성의 ERS 요원들의 도움으로 수집
되고 편집되었다.
센서스 데이터는 미국 환경청의 모델 CAFO들에 대한 일반적인 농가 조건들을 기
술하였는데 사용된 일차적인 데이터소스였으며, 제안된 규제하에 CAFO에 발생될 것
으로 예상되는 순응비용들의 범위를 추정하는 기초가 되었다(USEPA, 2000). 즉, 미국
환경청은, 사육장의 수, 이들 사육장들의 지리적 분포 및 사육장 운영의 일반적인 규
모의 범위 등을 포함한 동물농장부문들의 특성을 기술하는데 이용 가능한 센서스 데
이터들을 사용하였다. 경제 분석의 여러 단계에서 미국 환경청은 국가수준의 임팩트
분석들의 결과들을 추세연장하기 위하여, 그리고 각 가축농장 부문별 및 국가 전체적
으로 집계를 하기 위하여, 영향을 받는 CAFO 수를 추정한 값들을 사용하였다.
ARMS 데이터베이스는 CAFO 수준의 가능한 경제적 임팩트들을 평가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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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제 1차적인 재무적 자료의 소스이다. ARMS 농업생산의 실제(practices)와 비
용들에 대한 광범위한 이슈들을 포괄하는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제 일차적인 방법이다
(USEPA, 2000). 이들 자료들은 농업생산의 재무적 조건들이 년도 별로 어떻게 변화하
는지에 관한 유일한 국가적 관점(perspectives)을 제공해준다.
어느 정도 완전한 대표적 CAFO에 관한 재무적 모델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한 농가자산들(farm assets)과 채무 및 총수입, 비용, 소득, 세금, 순소득 등에 관한 정
보들이 필요하다. ARMS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대표 CAFO들의 재무적 윤곽을 나타내
기 위하여 요구되는 중요한 재무적 예산의 개별 항목(line item)들의 단편들을 제공해
준다. ARMS 데이터는 주요 농장부문의 각각의 경영에 관한 서베이로부터 완전한 소
득에 대한 진술(statement)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기위한 수단들을 USDA에 제공해준
다. 이만큼 완전한 다른 농가에 관한 재무적 데이터 소스가 없기 때문에, 이들 완전한
재무회계는 중요한 이점이 되고 있다.
ARMS 데이터에서는 소득 상태에 관한 정보와 대차대조표 정보가 이용가능하다.
소득 상태에 대한(income statement)정보는 총 현금수입(gross cost income), 현금 운
용지출(cash operating expenses), 순 현금소득, 및 순 농가소득에 관한 데이터들을 포
함하고 있다. 그리고 대차대조표(balance sheet)정보(자본 및 채무 데이터)는 현재자산
(current asset), 현재의 채무, 총 농가자산들(total farm assets), 총 농가 채무들(total
farm liabilities)을 포함한다. 한편 재무적 비율(financial ratios)은 농장의 재무적 건전
성을 표시하는 지표들(indicator)들로서 현금비율을 나타내는 유동성 비율(liquidity
ratio), 채무 대 자산비율로 측정되는 지급능력(solvency), 자산에 대한 수익(return)과
지분에 대한 수익(return on equity)으로 측정되는 수익성 및 기타 재무적 능률성에
관한 측정방법(measures of financial efficiency)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상은 수집된 ARMS 재무적 데이터의 성격들의 일부를 기술한 것이다. 이러한 기
술의 목적은 수집된 ARMS 재무적 데이터 세트를 완전히 이해시키려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자료의 수집과 분석 제공서비스 시스템이 규제영향분석 활동과 어떻게 관련되
어 있는가를 이해시키려는데 있다.

2. 제안된 규제 대안들의 환경적 및 경제적 편익분석
1) 제안된 규제 개정안의 환경적 편익과 경제적 편익분석의 논리
제안된 규제개정안의 환경적 편익과 경제적 편익분석은 매우 광범위하고 여러 단계
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분석내용보다는 분석과정에서 어떠한
분석을 위하여 어떠한 데이터와 정보들이 사용되었는가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따
라서 여기에서는 편익가치의 평가과정을 몇 개의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별로 사용되
었던 주요 데이터와 정보들이 무엇이었고, 그 소스는 어디였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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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편익가치의 추정은 〔그림 2〕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다.
〔그림 2〕편익가치의 추정과정

수질변화에 따른
지표수의

동물농 장경영

질적

(AFO)들이 환경

규제편익분석을

향상과 각 리크

의 질과 인간의

위한 개념적 틀

리에이션

건강에

과 방법의 개관

달성별

미치는

가능한 임팩트

치 평가

수준
편익가

가치평가
∙물고기 폐사
감소
∙상업적 갑각류
어획증가
∙개인우물의
오염물질 감소

2) 편익가치의 추정 단계별 주요 자료의 소스
(1) 동물농장경영(animal farm operations : AFO)들이 환경의 질과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 단계
이 단계는 분뇨의 과다사용, 잘 덮이지 않는 폐기물 관리(waste management)의 실
패가 오염물질이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출된 오염물
질이 지표수 및 지하수로 흘러 들어가거나 침출됨으로써 각종 환경적 위험(hazard)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동물 폐기물로부터 오는 중요한 오염물질들은 영양물질(질소, 인 등), 유기합성물질,
고형물질, 병원균, 유독물질 등 다양하다. 이들 오염물질들이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해독은 광범위에 걸쳐 발표되고 있는 각종의 보건 환경관련 문헌조사에 의존하고 있
다. 이러한 자료 수집의 접근방법은 일반적인 연구에서 통상 수행되고 있는 방법이다.
이 단계의 연구의 질은 관련분야의 전문적인 선행연구들의 존재와 질에 의존한다. 그
리고 이러한 선행연구들 가운데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규제영향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 경향치를 추정해내는 메타분석(meta-analysis)의 발전 여부도 큰 영향을
미친다.
(2) 규제 편익분석을 위한 개념적 틀과 방법의 개관
이 단계는 새로운 규제의 도입으로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환경의 질적 향상과 그
에 따른 편익의 추정방법들을 식별하는 단계이다. 수질 향상에 따른 가능한 편익들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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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수질향상에 따른 가능한 편익들
사용편익들
•상업적 어업, 조개 어업, 양식, 해운
개울 내(in-stream)

•리크리에이션(낚시, 보트타기, 수영 등)
•인간의 건강리스크 감소
•수질향상에 따른 비접촉적 리크리에이션

개울 근처

(피크닉 가기, 사진 찍기, 조깅, 캠핑 등)
•비소비적 사용(야생동물 관찰 등)

옵션 가치

•불확실한 미래수요에 대한 프리미엄
•불확실한 미래공급에 대한 프리미엄
•산업/상업(공정 및 냉각수)

전환적

•농업/관개(irrigation)
•도시 및 개인들의 음료수

취미적

•거주, 산보, 여행 및 물 근처에 자산보유

비사용(내재적) 편익들
유물
존재

•세대간 형평성
•사회적 책무(stewardship)/보존
•대리적 소비(vicarious consumption)
•수생생물 및 기타 생물의 사망과 질병발생 감소

생태학적

•수생생물 및 기타 생물의 증진된 재생성공
•수생생물 및 기타 생물의 다양성 증가
•서식환경 향상 등

EPA 규제개정안 시나리오들의 경제적 편익들을 추정하기 위하여 AFO 오염의 감소
결과로 예상되는 환경의 질의 변화를 수질의 향상과 리크리에이션 활동의 적합성 증
가, 물고기 폐사의 감소, 상업적 갑각류 어획량의 증가, 개인 우물의 오염 감소 등 네
개의 서로 분리된 분석을 통하여 수행하였다.
이 단계의 분석을 위한 자료의 수집도 일반적인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선행연구들
에 의존하고 있다.
(3) 지표수의 질적 향상과 각 리크리에이션 수준 달성별 편익가치의 평가
이 분석은 리크리에이션 목적의 낚시와 수영 기회를 증가시킬 수 있는 육지내의 지
표수의 수질 향상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단계이다. EPA는 다음 〔그림 3〕과 같
은 절차에 따라 리크리에이션 편익 가치를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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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리크리에이션 편익 분석의 개념도

모델시설

모델시설을

지표수 모형

수질변화

분석

떠난(edge-of-field)

형성

가치평가

오염물질집적분석

AFO/CAFO
분포분석

분석에 포함된 핵심적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서로 다른 생산부문들(production sectors), 시설규모, 및 지리적 지역 등에 따
른 조건들을 유형화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전 미국을 가축농장
의 성격과 밀집도 등에 따라 몇 개의 지역과 카테고리로 나누었다.
다음에는 분뇨의 관리관행, 분뇨의 사용자, 토지의 성격 등 물리적 조건들을 고려하
여 모델시설을 떠난(edge-of field) 오염물질의 방출 모형을 작성한다. 이 단계에서는
분뇨의 토지에의 사용, 웅덩이(lagoon)와 기타 저장구조, 및 사육장 등과 관련하여 오
염물질의 집적을 추정하였다. 여기에는 GLEAMS(Groundwater Loading Effects of
Agricultural Management System)모형이 사용되었다.
모델시설 집적의 추정치를 추세연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생산부문 및 규모 카테
고리들의 AFO들의 수를 계산하였다. 여기에는 미국 농무성(USDA)의 농업센서스 테
이터들이 사용되었다. 농업센서스는 매 5년마다 시행되며, 이 농업센서스 데이터는 전
미국의 모든 카운티(county)들의 실태를 동일한 양식(uniform)에 의하여 수집한 전면
적인 농업데이터이다. 이러한 자료가 이용가능하기 때문에 전미국의 지역별, 규모별
AFO와 CAFO들의 수를 추정할 수 있다.
집적량의

변화(change

in

loadings)에

의하여

결정된

지표수

오염

농도

(concentration)의 변화에 대한 모형을 작성(modeling)하다. EPA는, 앞에서 기술한 바
와 같은, 모델 시설들 별로 모델시설을 떠난 오염물질 집적을 분석하고, AFO와
CAFO의 분포를 분석함으로써 지표수의 질의 변하를 추정하였다. 그리고 이들 자료
들은 NWPCAM(National Water Pollution Control Assessment Model)에 통합되었
다. 이 모형은 오염물질의 집적량을 수질변화로 전환(translate)하고, 정책 수준의 규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된 경제적 편익들로 전환하도록 설계되었다.
NWPCAM은 여러 가지 규제 시나리오하에서 오염물질의 집적의 변화가 핵심적인 수
질 파라미터들(parameters)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할 수있게 해주었다. 이 모
형은 오염물질들이 육상전달(overland transport), 지표수 인근의 오염물질의 방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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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연결된 지표수 네트워크(network)에 있어서 오염물질의 전달 등을 시뮬레이션하는
통로들을 포함하고 있다. NWPCAM을 사용한 CAFO 규제에 따른 수질향상편익은
2000년에 EPA의 수자원국에 의해서 별도의 보고서로 작성되었다. 국가 수질 오염 통
제 평가모형의 작성에는 EPA 내의 전문가들과 아울러 RTI(Resource Triangle
Institute)등 정문 컨설팅 회사가 참여하였다.
리크리에이션 수준 달성별 수질 향상에 따른 편익가치의 추정은 상황적 가치평가방
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사용하여 구하였다. CV 서베이 방법은 응답자들
에게 기술된 가상적인 상품에 대하여 어떠한 특정한 양의 값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
를 질문하거나 그 상품에 대하여 그들이 지불하고자 하는 가장 높은 값(highest WTP)
이 얼마인가를 질문하는 방법이다.(Haneman, 1986 : 635-647).
리크리에이션 수준별 수질향상에 따른 편익가치의 추정은 이미 Mitchel과 Carson에
의하여 “국가민물 편익의 서베이(National Freshwater Benefit Survey)"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어 발표되었으며(Mitchel and Carson, 1989 : 317-354), 그 조사의 결과는 미국
EPA의 수질오염관계 규제발전과정에서 편익이전방법으로 편익추정과정에서 활용되
어 왔으며, 본 CAFO 규제개정사례에서도 편익이전(benefit transfer)방법에 의하여 수
질개선의 편익가치평가에 활용되었다.
Mitchel과 Carson은 1984년에 “수질사다리(water quality ladder)"라는 개념을 도입
하여 국가 민물 질의 향상의 편익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EPA는 CAFO로부터 집적되는(loading) 오염물질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환경오염물질의 농도변화를 예측하는데 국가수질모형을 사용하였다. 각 규제 시
나리오별로, 모형은 오염물질의 농도가 낚시나 수영과 같은 리크리에이션 용도로 수
자원들이 적합하도록 질적으로 향상되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수질향상
의 편익가치의 평가는 Mithcel과 Carson의 편익가치의 평가에 대한 연구결과를 편익
이전방법을 적용하여 수행하였다.
(4) 물고기 폐사의 감소 편익가치의 평가
물고기 폐사(fish kill)사고의 감소에 따른 편익가치의 추정은 AFO와 관련된 오염물
질이 원인이 되어 폐사되는 물고기 수의 감소가능성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었다.
물고기 폐사(fish kill)발생의 감소에 대한 추정은 질소와 인의 집적(loading)감소를
모형화하고, 각 규제 시나리오하에서 물고기 폐사 발생건의 빈도가 어떻게 변화하는
것을 추정하였다.
미국정부는 물고기 폐사사건에 관한 일관성 있는 수집이나 보고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보고 의무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EPA는 물고기 폐사에 관한 전면적인
데이터베이스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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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각 주들은 이러한 보고의무과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주들은 물고기 폐사
에 관한 기록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비록 데이터의 수집기간들은 각 주별로 일정치
않았으나, 1990년대 뉴욕 주 등 19개주가 물고기 폐사사건의 건수들을 수집하였으며,
EPA는 보고된 사례를 데이터베이스화하였다.
EPA는 이 데이터의 일부에 기인하는 물고기 폐사의 베이스라인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었다. EPA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여 이들 가운데 AFO와 관련된 물고기
폐사에 관한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이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를 통하여
AFO와 관련된 물고기 폐사 소스를 식별하였다.
예측된 물고기 폐사 감소와 관련된 편익가치의 평가에는 미국 AFS(America
Fisheries Society, 1990)가 작성하여 보고한 폐사 물고기 대체비용이 유용한 정보로 활
용되었다.
(5) 상업적 갑각류 어획증가 편익가치의 평가
상업적 갑각류 어획량의 증가분석은 AFO로부터 유래된 오염이 갑각류가 서식하는
물에 도달하는데 따른 임팩트를 특성화하고, 이 오염을 더 잘 통제함으로써 오게되는
상업적 갑각류 수확량을 증대시킬 가능성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함으로써 이루어
졌다.
EPA는 각 규제 시나리오하에서 연간 갑각류의 어획고를 증가시킬 가능성을 추정하
기 위하여, CAFO로부터의 병원균 집적(pathogen loading)의 변화를 모형작성을 통하
여 추정하였고, 아울러 농업을 통한 오염이 상업적 갑각류 수확에 미치는 임팩트에 관
한 데이터들을 사용하였다.
이 데이터는 NOAA에서 1997년에 발간한 “ 1995년도 갑각류 등록(The 1995
National Shellfish Register of Classified Growing Waters)"에 기초하여 구축된 데이
터베이스에서 획득한 것이다.
(6) 개인우물 오염 감소 편익가치의 평가
개인우물의 오염감소 분석은 지하수질에 대한 개정된 규제의 임팩트를 검토하고,
개인의 우물에 물을 공급하는 대수(aquifer)의 예상되는 질적 향상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CAFO는 대수를 오염시킴으로써 건강 리스크를 증진시켜 지표수를 음료수로
사용하거나 기타의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복지를 저하시킨다. 미국의 연방정부의
건강에 토대를 둔 질산염에 대한 음용수 표준은 10mg/L이다. 이 최대 오염물질 수준
(Maximum Contaminant Level : MCL)표준은 모든 지역의 물 공급 시스템에 적용되
지 않는다. 그 결과, 개인우물을 사용하는 가구들은 10mg/L이상의 질산염에 노출되
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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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미국 센서스 자료에 의하면 카운티(counties)에 살고 있는 13.5백만 가구들이
가정의 개인우물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여러 소스 정보들은 개인
우물들의 일부는 질산염 집중도가 10mg/L을 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EPA의 규제개정안의 임팩트와 편익가치평가의 접근방법은 우물의 질산염 농도와
질소 집적도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EPA는 우물의 질산염 농
도와, AFO들로부터 오는 질소집적도(nitrogen loadings)을 포함한 질산염농도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여러 가지 변수들간의 경험적 관계를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회귀분석모형을 작성하였다. 이 모형의 작성은 지하수의 질산염농도와 여러 가지의
수문학적 및 토지활용 요인들간의 통계적 관계에 관한 수문학적 연구문헌들의 리뷰에
기초를 두었다.
EPA의 모형에 포함된 주요변수들은 질소집적을 특징짓는 AFO, 부패 시스템(septic
system), 기타 우물주변의 지배 농작물, 우물의 깊이, 토질 그룹, 토지의 활용 등이 있
다. 또한 주요 데이터소스는 미국 지질학적 서베이 자료(geological survey) 데이터들
과 미국 센서스국의 센서스 데이터, Tctra Tech 연구보고서(Tetra Tech, 2000),
Detroy(Detroy, 1998)연구보고서 등을 포함한 여러 연구보고서 등이었다.

3. 데이터 수집과 분석 및 기초연구제도의 효율적 운영
미국정부는 고품질의 규제영향분석결과를 산출해내기 위하여 여러 가지 지원 노력
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제도적 장치는 데이터의 수집, 분석 및 기초연구 제도이
다. EPA가 170개 이상의 비용모형을 작성하여 순응비용을 평가할 수 있었다든지, 전
미국에 AFO와 CAFO가 분포되어 있는 상태와 상호 연결된 지표수 네트워크를 통하
여 오염물질이 전 미국의 강과 호수 및 개울들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분석함으로써 지
표수의 변화를 추정할 수 있는 NWPCAM을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었던 것들은 모두
미국 농무성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세밀한 농업센서스 데이터들과 아울러 농업관련
각종 산업단체들과 연구기관들에 오랫동안 축적된 데이터들이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리고 비용의 추정과 편익가치의 평가과정에서는 많은 모형들을
작성하여 활용하고 있는 이러한 연구들도 모두 광범위하게 조사‧축적된 자료가 존재
함으로써 가능하였다.
또한 EPA를 비롯하여 각 정부규제기관들이 규제영향분석과정에서 요구하는 정보
들을 적기에 산출하여 제공할 수 있었던 농업관리연구(ARMS)데이터베이스, 국가농업
통계서비스(NASS), 경제연구서비스(ERS) 등 다수의 자료수집과 분석서비스 시스템들
이 효율적으로 분석과 평가를 지원하였기 때문에 자료 수집과 분석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고, 고품질의 규제영향분석결과의 산출이 가능하였다.
수질오염의 정도와 대기오염의 정도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보건학 및
의학 분야에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축적되어 있다. 새로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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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영향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베이스라인 상태에서의 수질 또는 대기오염수준이 사람
의 건강리스크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규제대안의 시행이후의 수질 또는 대기오염 변
화에 따른 건강리스크의 변화들을 정확하게 추정하여야 하는데, 이때 기존이 관련분
야에 축적된 수많은 연구들 가운데에서 베이스라인 상태와 규제이후상태에서의 건강
리스크를 평가할 각 대표값들을 메타분석(meta-analysis)을 통하여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CAFO 규제개정안의 규제편익 가치평가도 그 예외는 아니었다. 수질오염농도의
변화가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전적인 보건학적 연구의 축적이 편익가
치의 평가를 타당성있게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였다. 또한 리크리에이션 수준별 수질
향상에 다른 편익가치의 평가는 Mitchel과 Carson의 선행연구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오리지널한 조사 연구없이 편익이전방법으로 편익가치의 평가가 주어진 시간과 비용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은 새로운 규제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타당
성과 신뢰성있는 규제영향분석을 주어진 시간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관련분야에 대한 기초연구결과들이 존재하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Ⅳ. 미국 EPA의 규제발전과정의 제도적 특징분석
1. 액션발전과정
1) 액션 발전과정 제도운영의 목적
미국 EPA는 고품질의 규제를 산출해내기 위하여 액션발전과정(action development
process) : ADP) 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PA는 모든 규제와 정책개발은 ADP
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USEPA, 2004a : 4-5).
ADP는 EPA가 액션을 발전시키는 방법을 향상시키기고, 관련된 부서간의 규칙제정
활동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 ADP는 EPA의 액션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준 높
은 정보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과학적‧경제적 및 정책 이슈들이 액션발전과정
의 적정한 단계에서 적절하게 개진될 수 있도록 해준다. EPA는 매년 환경프로그램들
의 기술적 및 운영적 세부사항들을 정의하는 수백 개의 액션들을 산출해낸다. 이들 가
운데 어떤 액션들은 매우 협소하고 루틴(routine)한 것들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광범
위하고 복잡한 것들도 있다. 그러나 액션들은 모두 일관되게 고품질의 것이어야 한다
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ADP는 고품질의 액션을 산출해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제도이다.

2) 액션발전과정의 작업절차와 주요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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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A는 규제액션을 환경 및 경제적 중요성, 외부의 관심정도, 정책적, 경제적 또는
과학적 이슈들의 중요도, EPA의 다른 프로그램들에 대한 액션의 영향등에 따라 액션
을 세 개의 계층(teir)로 구분한다.
ADP는 중요한 다섯 단계를 거치는데 제 1단계가 액션의 계층(tier)을 결정하는 단
계이다. EPA가 검토하는 모든 액션들은 예상되는 이슈들의 성격과 액션의 품질을 확
실히 높이기 위하여 EPA내 여러 부서간의 상호작용에 따라 세 개의 계층들(tiers) 가
운데 하나에 배정된다. 이들 서로 다른 계층들(tiers)은 서로 다른 필요에 맞추어 EPA
가 규제영향분석을 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해준다.
제 2단계에서는 표준절차에 따라 제안된 규칙(proposed rule) 또는 액션의 초안을
작성하며, 제 3단계에서는, 만일 OMB의 리뷰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된 액션이나 최
종액션인 규제패키지(regulatory package)를 OMB에 제출하고, OMB의 코멘트를 받
아야 한다.2) OMB의 검토가 끝나면 제 4단계에서는 환경청장은 최종규제안을 결제한
후 연방등록부(Federal Register : FR)에 액션내용을 공표하고, 처리예정사항표
(docket)에 등록의 종료확인 등을 거친다. 제 5단계에서는 시민들의 코멘트를 거쳐, 작
업팀은 고위관리자들과 협의하여 EPA가 취할 최종액션을 결정한다. 이 최종액션은
의회와 GAO(General Accounting Office)에 제출된다.
이들 다섯 단계들 가운데 규제영향분석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단계는 제 1
단계이다. 만일 제 1단계에서 규제안이 계층1 또는 계층2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범
EPA적 참여하에 규제영향분석이 이루어지고, 계층3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규제개정
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규제영향분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EPA의 액션발전과정에는 액션 발전팀/워크그룹, 규제 스티어링 위원회(steering
committee), 규제정책위원회(Regulatory Policy Council), OPEI(Office of Policy,
Economics and Innovation)의 규제관리과 등 네 개의 그룹이 함께 참여하여 작업한
다. 이들 그룹들은 각각 ADP의 다른 측면들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다. 이들 네 개
의 그룹가운데에서도 워크그룹이 주로 규제대안을 개발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계층1과 계층2의 액션들은 EPA와 관련된 여러 부서에서 온 대표들로 구성된 워크
그룹에 의해서 개발된다. 워크그룹들도 티어를 구분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형성된
다. 이에 비해서 팀은 계층3 액션에서 함께 작업하는 그룹이며, 규칙에 책임이 있는
프로그램 부서(office)에서 의장이 선출되고, 본부 및 지역청의 관련분야 대표자들이
참여한다. 팀/워크그룹들은 자료의 수집, 핵심이해관계자들의 자문획득, 분석의 수행
및 옵션의 개발, 前文(preamble)과 규칙, 의회에 대한 보고, 또는 중요한 정책 또는 지
침(guidance)문서의 준비 및 증빙서류(supporting documents)등의 준비, 적용가능한
모든 법 등과 대통령령(Executive Orders) 및 액션발전을 지배하는 모든 적절한 지침
을 고려하는데 책임이 있다.
2) 미국 대통령령(EO) 12866은 어떤 액션이 예산관리처(OMB)에 의해 리뷰를 받을 것인지를 사
전에 OMB 산하의 정보 및 규제 문제국(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 :
OIRA)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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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규제스티어링 위원회(Regulatory Steering Committee : RSC)는 부청장들
(Assistant and Associate Administrators : AAs)의 대리자, 지역청장들(Regional
Administrators : RAs)의 대리자 및 OGC(Office of General Council)의 대표자들로 구
성된 상설그룹으로 액션발전의 감독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규제정책위원회(Regulatory Policy Council : RPC)는 ADP에 관련되어 동시에 일어
나는 주요 정책이슈들을 표명하고, 규칙제정을 지배하는 관련된 법들과 대통령령 등
(EOs)을 집행하고 순응하는 일들을 한다.

2. 분석 청사진
1) 분석 청사진의 의미와 목적
분석 청사진(analytic blueprints : ABP)은 계층1(tier 1)과 계층2(tier 2)로 분류된 제
안된 규제대안들의 분석을 위하여 작성된다(USEPA, 2004a : 65). 분석 청사진은 측정
한 액션의 발전을 지원할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한 워크그룹의 계획 등 연구
아젠다를 기술해 놓은 하나의 문서이다(USEPA, 2004b : 4-5). 분석 청사진(ABP)은 어
떻게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동료들의 리뷰를 실시하며, 특정한 예산과 시간의 제
약속에서 액션을 만드는 작업을 할 것인가를 기술한다. ABP는 또한 EPA가 가능한 광
범위한 규제(및 비규제)전략들을 고려할 기회들을 확대하는데 기여한다.
ABP는 귀중한 정보, 전문성(expertise) 및 관점들(perspective)을 범부서적으로 공유
하는 것을 촉진시키며, 구조화된 워킹그룹절차와 작성된 문서를 통하여 핵심적인 문
제들에 대하여 조기에 합의할 수 있도록 조장하고, 필요한 자료와 분석 니드들(needs)
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워크그룹을 가이드함으로서 액션을 향상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분석 청사진은 워크그룹 전체의 공동노력으로 작성되며, 여기에 포함되어야 할 구
체적인 내용들은 과학적 분석(scientific analysis), 경제적 분석,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법률적 이슈들, 집행(implementation), 시행(enforcement) 및 순응의 확보, 동료에 의
한 리뷰, 스케줄과 자원에 대한 개요 등이다. 분석 청사진에 포함될 내용들은 고위관
리자의 동의를 요한다(USEPA, 2004b).

2) 예비적 청사진과 세부적 청사진
분석 청사진은 예비적 청사진과 세부적 청사진으로 나누어진다.(USEPA, 2004b ;
13). 예비적 청사진(PABP)은 분석의 개요이며, 워크그룹이 고위관리자와 논의할 것들
에 대한 초기의 지침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예비적 청사진은 액션이 표명해야
할 문제점들을 정의해야하며, 액션이 처한 맥락(즉 법적 요구사항과 액션의 개발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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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는 대통령령들, 데드라인, 이전의 액션들)을 제공한다. PABP는 가능한 경제
적 및 과학적 이슈들의 개요, 표명되어야 할 연구영역, 규제법령과 자문할 계획들, 워
크그룹이 각 주제에 어떻게 초점을 맞출 것인가 하는 것 등을 포함하여, 워크그룹이
표명하여야할 광범위한 분석영력들을 식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예비적 청사진은 액션을 취하여야할 전반적인 근거, 전반적인 접근방법과 요구사항
(requirements), 인센티브 교육 등 고려되어야할 옵션들의 법위, 계약자 지원 등 예산
의 요구사항, 이용 가능한 요원들(staffs), 법적‧과학적‧경제적 또는 정책적 고려사항 등
기본적인 이슈들에 관한 초기의 관리지침을 지원함으로써 관리자들의 참여를 증진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비적 청사진은 또한 워크그룹요원들과 작업을 개시하여야 할 영역을 관장하는 부
서(offices)들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하고, 필요한 자료들과 그 자료들의 잠재적 소스를
식별하며, 세부적인 청사진을 위한 토대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세부적 청사진(Detailed Analytic Blueprint : DABP)은 예비적 청사진에 토대를 두
고, 여기에 필요한 수정을 기한 것이며, 예비적 청사진보다 좀 더 구체적인 것을 제공
한다. DABP는 핵심적인 활동, 분석, 자분활동(관련된 법률 및 대통령령에 의하여 요
구되는 것들을 포함한), 기여자들(contributors) 및 분석과정중의 스케줄 등을 식별한
다. DABP는 또한 주요 과학적 및 기술적 산출물들에 대한 동료리뷰계획을 논의한다.
여기에는 리뷰의 스케줄과 이것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원들을 식별하는 것을 포함하
고 있다. 왜냐하면 건실한 분석들(과학적‧기술적‧경제적 및 법률적), 자문, 동료리뷰 등
은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고품질의 액션의 중요한 구성요소들이기 때문에, DABP는 워
크그룹이 이들 분석들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자원들을 개별적인 워크그룹의 업무에 할
당하고, 분서과정중의 스케줄을 식별한다. DABP는 또한 워크그룹이 관리층에 의사결
정을 내리도록 상신할 필요가 있는 이슈들을 제기한다.
세부적 청사진은 예비적 청사진으로부터 받은 고위관리자의 지침을 통합하고, 예비
적 청사진 이후 제기된 중요한 이슈들에 대하여 관리자들과 여러 부서들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며, 워크그룹이 세부적인 분석을 계획하고, 그 분석에 대한 스케줄을 작성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청사진의 범위와 분석적 틀에 대한 워크그룹 참여자들과 관리
자들간의 합의를 문서화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USEPA, 2004b).

3) 과학적 분석 청사진과 경제적 분석 청사진
EPA의 분석 청사진은 또한 과학적 분석 청사진과 경제적 분석 청사진으로 나누어
진다.
과학적 청사진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계획, 및 의사결정이 건실한 과학에 기
초를 두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는데 필요한 과학적 분석과 리뷰를 실행하는 것을
기술한다. EPA의 의사결정에 정보를 제공하는 과학적 분석의 질적 수준은 그러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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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결정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결정적이며,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
는데 있어서 EPA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다.
과학적 분석 청사진을 발전시킬 때 워크그룹은 ① 환경 또는 국민건강 문제들은 적
절하게 그 특성들이 표출되었는가 또는 문제의 범위를 충분히 밝혀내기 위해서 추가
적인 정보가 필요한가, ② 규제를 받는 대상들(regulated entities)을 적절하게 특징화
하기 위해서 어떤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가, ③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어떠한
자료들과 과학적 분석이 필요한가, ④ 이 액션에 적절한 것으로 알려진 과학 이슈들은
어떤 것들인가, 이들 과학 이슈들 가운데 과학 커뮤니티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
은 이슈들은 무엇인가, 과학적인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
들은 무엇인가, ⑤ 의사결정은 리스크 평가(risk assesment)의 토대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 만일 그렇다면, 어떠한 유형의 정보가 이 리스크평가를 완성하기위하여 필요
한가, ⑥ 어떠한 유형의 리스크 관리 옵션들이 가능한가, 리스크 관리 옵션들을 평가
하고, 환경 또는 국민건강 결과들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보들이 필요한가, ⑦
고품질의 문헌연구는 제대로 이루어 졌는가, 하는 것 등 여러 가지 과학적인 문제들을
표명한다.
워크그룹은 과학적 분석영역에서 제기도니 각 문제들을 고려하여 현재 개발하고 있
는 액션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료들과 과학적 분석들의 목록을 작성한다. 액션개발
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식별된 각 유형의 자료들과 과학적 정보들에 대하여, 워
크그룹은 청사진의 과학계획 부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들인 자료수집과 분석에 대
하여 언급한다. 먼저 자료의 수집계획에 필요한 과학적 정보들을 수지할 계획을 발표
한다(스케줄, 소스 및 역할 등). 또한 의사결정에 사용된 정보들이 EPA의 정보품질 지
침(Information Quality Guideline)과 동료리뷰정책에 부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도록 기술한다. 한편 분석계획에서는 핵심적인 가정들을 식별하고, 더 심층적인 분석
과 자원 또는 시간들간의 교환(trade-off)을 식별하는 등 분석계획을 기술한다.
과학적 작업계획의 개요를 작성할 때 포함시켜야할 것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고
려하여야할 구체적인 문제들은 스케줄 및 자원, 품질보증, 과학적 전문지식, 리스크의
성격, 동료 리뷰 등이다. 스케줄 및 자원계획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스케줄은 무
엇이며, 어떠한 자원들이 필요하고,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를 기술하고 있다. 이 때 스
케줄에는

자료를

수집하는데

필요할지도

모를

“정보수집요구들(Information

Collection Requests : ICRs)에 대한 OMB의 승인을 얻는데 필요한 시간도 포함하고
있다.
품질보증계획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어떠한 품질보증방법을 사용할 것인
가(즉, 품질 보증 프로젝트계획서), 그리고 이 계획은 의사결정에 사용된 정보들이
EPA의 정보품질지침들에 합당하다는 것을 보증할 수 있는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과학적 전문지식(expertise) 확보계획은 이 정보를 획득하고 분석하는데 어떠한 과
학적 전문지식이 도움이 되는가, EPA 내부 및 외부에서 누가 알려진 전문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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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A가 어떻게 이들 전문가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가하는 것을 포함한다.
리스크를 최소화할 계획에서는 EPA의 지침과 정책에 일관되도록 불확실성의 중요
성을 설명하고, 이들이 어떻게 결과의 프리젠테이션에서 전달될 수 있는가를 기술한
다. 끝으로 동료리뷰의 계획은 어떠한 유형의 동료리뷰가 필요한가(예컨대 내부, 외
부, 또는 과학자문위원회나 연방자문위원회법상의 위원회에 의한 리뷰), 이 계획은
EPA의 동료리뷰정책을 충족시킬 수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포함한다.
경제적 분석 청사진은 액션을 지원할 경제 분석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분석 및 프
리젠테이션 등을 위한 계획을 포함한다. 분석과 자원 또는 시기(timing)들간의 대폭적
인 교환(trade-off)을 부각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PA의 국가환경 경제센터
(National Center for Environmental Economics : NCEE)는 “경제분석을 준비하기 위
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는데, 이 지침서는 워크그룹이 분석계획을 세우는데 매우 유
용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많은 EPA 액션들 가운데에는 경제 분석에 의하여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여
러 영역들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는데, 경제분석과 관련된 중요한 분석영역들은 산업
의 특성 및 환경/건강문제, 옵션외 비용(사회적 비용, 할인(discounting), 노액션
(no-action)시나리오 등), 옵션의 편익(금전가치화, 배분적 효과, 민감한 하위모집단, 어
린아이들에 대한 건강/사망 임팩트의 가치평가, 잠복기, 생태학적 편익, 기타), 여러
매체들(cross-media)에 대한 임팩트, 결과와 옵션의 선택(정책대안의 프리젠테이션, 점
증적 효과, 기타), 경제를 포함한 여타의 분석 등이다.
적절한 분석영역의 경제적 분석 청사진은 작업계획과 분석계획을 기술하고 있다.
먼저 자료수집계획은 필요한 정보를 식별하고, 정보를 수집할 계획을 작성한다(스케
줄, 소스, 역할 등). 또한 의사결정에 사용된 정보들은 EPA의 정보품질지침과 동료리
뷰정책에 부합된다는 것을 기술한다. 분석계획은 핵심적인 가정들, 고품질의 분석과
자원 또는 시기(timing)들간의 교환(trade-offs) 등을 기술한다.
경제적 분석 청사진은 자료와 분석계획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경제분석을 위한 가
능한 최선의 자료들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가로막는 자원 및 시
기(timing)와 관련된 이슈들을 요약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는 내부 전문가와 외부
전문가들의 이용가능성, 추가적인 자료수집비용, 동료리뷰의

니드(need), 현재 진행

중인 연구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결과에 대한 필요성 등이 포함된다.
경제적 분석 작업계획 개요에는 과학적 분석 작업계획과 마찬가지로 작업스케줄과
필요한 자원들, 품질보증계획, 경제적 전문지식 확보계획, 리스크의 최소화 계획, 동료
리뷰계획 등을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3. 내적 절차에 관한 제도의 효율적 운영
EPA의 규제발전과정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모든 규제 개발을 액션발전과정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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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규제발전과정에는 주관부서(lead office)는 물론 국
가환경 경제센터(NCEE), 여러 매체부서들(cross-media office), 과학정책위원회(SPC)
등이 참여하여 액션의 계층을 결정하고 분석 청사진을 작성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계
층1과 계층2로 분류된 규제발전과정에서는 NCEE에서 대표자가 워크그룹의 소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규제영향분석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고, 규제영향분석의 초안이 작성
되면 NCEE소속의 전문가들이3) 분석 내용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토한다. 이러한 검
토과정을 거친 후에 관련분야 3인의 외부전문가들의 동료리뷰(peer review)를 받게
되며, 그 리뷰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을 가한 후 다시 OMB으 OIRA(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의 리뷰를 받는다.
여기서 중요한 제도적 특징은 내부 싱크탱그(inhouse think)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바로 NCEE가 내부 싱크탱크의 역할을 한다. 각 규제대안에 대한 경제분석 청사진을
작성할 때 NCEE 요원이 워크그룹의 소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주도적 역할을 하며, 관
련 부서에서 규제영향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자문을 제공하고, 규제영향분석이 완료되
면 타당성있게 분석하였는지를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EPA의 액션발전과정은 이와 같이 규제영향분석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서 절차적 합리성을 높이고, 이를 이
해관계자들간의 논의과정에서 설득을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증거력을 높이려
고 하는 것이 제도운영의 중요한 특성이라 할 수 있다.

Ⅴ. 결론 : EPA의 규제영향분석 사례가 주는 정책적 시사
우리는, 미국 EPA의 규제영향분석 사례의 검토를 통하여 고품질의 규제영향분석
결과를 산출해 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
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규제영향분석
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예상되는 자료 수집양식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연구를 수행하
고, 이를 토대로 통계자료를 수집하는 정부기관과 협조하여 관련 산업 분야별로 센서
를 통하여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추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센서스 자료의 수집과 데이터베이스화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이 데이터를 수
요부서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분석하여 제공하는 자료 분석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을 여러 정부기관의 데이터분석수요에 응
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정부 조직의 산하에 설치하는 것이 바
3) NCEE는 약 25명의 박사급 경제 전문가들과 약 10명의 박사급 이공계 전문가들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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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직하다.
고품질 규제영향분석 결과를 주어진 예산과 시간의 제약하에서 산출해 낼 수 있도
록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기초연구들이 사전에 수행되어 축적되어 있어야 한다. 양질
의 기초연구 결과들이 축적되어 있을 때 메타분석, 편익이전 등 발전된 여러 가지 방
법론들을 활용하여 단기간내에 적기에 필요한 정보를 산출하여 규제영향분석에 활용
함으로써 고품질의 규제대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관련 정
부기관들이 관련분야에 관한 기초연구를 수행할 예산을 마련하고 연구를 수행하도록
제도화하여야 한다.
규제기관들은 또한 고품질 규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절차를 조직내에 제도화하여야
한다. 미국 EPA의 규제발전과정(ADP)은 하나의 벤치마킹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규제기관의 규제영향분석 역량을 구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규제영향분석을 전담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조직화하여 규제기
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정부 조직내에 내부 싱크탱크로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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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ogenous Selection of Monetary Institutions
: With the Case of Discount Windows and Bureaucratic Discretion
ILJOONG KIM ․ INBAE KIM

Institutional or regulatory selection can often be endogenous in that the
selection is made by state authorities mainly to serve their own interests.
We apply this law-and-economics proposition to representative monetary
institutions:

open market

operation versus

discount

windows.

Both

instruments have dominantly been treated as "indifferent" either in
traditional macroeconomic theory or in existing central banking laws.
Nonetheless, we observe fairly differing degrees of the relative reliance on
discount windows across 71 countries. This paper is a first-time attempt
to empirically explain these country-specific differences by means of our
multi-dimensional proxies of the bureaucratic discretionary power. It
confirms that the monetary authority's discretionary power per se, rather
than the conventional factors such as economic development or the
central bank's independence, plays a far more important role in explaining
the relative reliance on discount windows.

I. Introduction: Indifference among Monetary Institutions?
Law and economics scholars well recognize that legislation or regulation
vis-à-vis common laws can more frequently be the outcome of a political market
dominated by narrowly focused interest groups. Thus, one can submit that
institutional selections are "endogenous" in that they are manipulated mainly by
institution-enforcers, usually bureaucrats. They act as agents to the legislature,
but, sometimes, with significant institution-selecting discretion, attempt to capture
some of the wealth. Given that law and economics studies on macroeconomic or
monetary laws have somehow been relatively scarce, this paper applies the
forementioned endogeneity perspective to the selection of the two representative
central-banking institutions: discount windows versus open market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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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ll are familiar with, and have taught to students, the popular statement:
"The Fed has three tools in the monetary toolbox: open market operations,
reserve requirements, and the discount rate." (Mankiw, 2001, 619). The three
institutions are assumed to be "indifferent" and/or "simply substitutable." Except
for the case of the reserve requirement, an indifferent treatment of open market
operation and discount windows underlies most macroeconomics textbooks, too.4)
In fact, the case is overwhelming for this indifference assumption in most
macroeconomic theories and major monetary policy debates.
This indifference presumption is also reflected in the central bank laws of
many countries. According to our random survey of 30 countries, as shown in
<Appendix I>, all three monetary instruments are listed in the central bank acts
of 20 countries. In 29 countries, open market operation and discount windows
are used. Nevertheless, we were not able to find a statutory provision explicitly
indicating any difference or preference concerning these listed instruments.
In spite of this indifference treatment in both economics textbooks and statutory
provisions, observing a significance difference in their actual uses rendered us
suspicious of it. We express doubt about it particularly since we encountered a
claim by a prominent macro-economist himself (Poole, 1990, 266): "A subsidy
discount rate serves no monetary policy purpose, and so it is worth exploring
the advantages to the Fed of providing subsidies to banks through the discount
window." Since then, as will be summarized in Section III, we have been able to
find a group of economic literature criticizing varying inefficient features and
opportunistic incentives embedded in discount windows. We have also figured
out that the discount window is likely to confer more benefits upon monetary
authorities than does open market operation. In a related context, we believe, it
is the bureaucrats' discretionary power that mainly allows the central bank to
lean back toward the discount window despite its inferiority.5)
4) Again, the representative example of the differentiating views on the reserve requirement
is: "The Fed uses changes in reserve requirement only rarely because frequent changes
would disrupt the business of banking." (Mankiw, 2001, 620) Mainly for this reason, that
instrument was repealed in England (1981), New Zealand (1985), and Canada (1994), to
name a few. Nonetheless, one can still easily find the indifference treatment in many
famous macro textbooks such as Barro (1987, 435), Dornbusch et al. (2001, 379), or
Samuelson and Nordhaus (2001, 199).
5) Our belief of this endogeneity in institutional or regulatory selection was reinforc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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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paper lies in a first-time empirical verification regarding
bureaucratic discretion and the selection of a monetary institution, the discount
windows. We hope this paper to cast critical implications to a host of countries
for enhancing meaningful "transparency" in central banking institutions, which
has recently come to the fore of academic and policy attention.6)
For this purpose, in Section II, we first examine the systematic differences in
the

reliance

on

discount

windows

in

4 countries

over

3

decades,

and

subsequently cross-section discrepancy still prevailing these days in 71 countries.
Section III, based on
observations,

the existing literature and

investigates

the

incentive

structures

our additional statutory
underlying

the

discount

window in terms of supply and demand, in order to infer existence of a strong
preference over it on the part of the monetary authorities. We also infer that
their discretionary power can be exercised better with discount windows. It is
accordingly hypothesized that ceteris paribus bureaucrats would rely more on
discount windows as they possess greater discretionary power to implement
their preferred institution: discretionary power ⇒ discount windows.
To be sure, anecdotal evidence abounds concerning the above hypothesis, but
its substantiation has by no means been easy. Section IV starts with potential
(and orthodox) determinants

of the reliance on discount windows across

countries. We then carefully develop our four distinctive proxies of bureaucratic
discretion: intra-governmental constraint on their discretion, existence of a policy
partner to directly utilize discretionary power, financial leverage to discretion in
discount windows, and overall level of discretion in the public sector. We intend
these proxies to be multi-dimensional, if not entirely exhaustive. Upon obtaining
estimation results fairly indicative of our hypothesis in Section V, we conclude
Chant and Acheson's contemplation (1972, 14) that "The theory of bureaucracy traditionally
assumes that a bureau is concerned with prestige and self-preservation... [Accordingly,] a
preference ordering that stresses these concerns to a central bank throws considerable light
on the actual operation of monetary policy." Our paper thus belongs to the broadly defined
political economic models of monetary policy. For details, refer to Caporale and Grier (1998,
410-413) and Kim and Kim (2005).
6) See Buiter (1999), Issing (1999), and a special issue of The Manchester School (2003, vol.
71, no. 5) for this topic. In particular, Gerrats (2002), in an excellent survey paper on central
bank transparency, defined the transparency as the absence of asymmetric information
between monetary policy makers and other economic agents. We are confident that an
excessive discretionary power is a major cause of asymmetric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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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discussion and suggest future research in Section VI.

II. Systematic Differences in the Reliance on Discount Windows?
1. Time-Series Evidence from Four Countries
For illustrative convenience, we define the "relative reliance on discount
windows as a monetary instrument (  )" to be the ratio of the current balance of
discounted loans ( ) to the monetary base (  ), i.e.,    . The monetary base


consists of several sources of inflows: loans through discount windows, securities
purchases by the central bank, purchases of foreign exchanges, etc.

Therefore,

one can presume that the higher  , the less reliance on other alternative
monetary instruments, including the open market operation.
<Figure 1> Comparison of



: US, Germany, Japan, and Korea

Note) The monetary ba se data for each country is from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IMF).
The data for discounted loans: for the U.S., "Discounts and Advances" in the ta ble,
"Consolidated Statement of Condition of All Federal Reserve Ba nks" in Federal Reserve Bulletin;
for Germany, "Lending to Domestic Banks Including Money Market Bills Purchased" in the table,
"Assets and Liabilities of the Deutsche Bundesbank" in Monthly Report of the Deutsche
Bundesbank; for Japan, "Bills Discounted Plus Loans" in the table, "Accounts of The Ba nk of
Japan" in Economic Statistics Monthly Report of the Bank of Ja pan; for Korea, "Loans and
Discounts" in the tabl e, "Accounts of the Bank of Korea " in Monthly Bulletin of the Bank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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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ompares  of the US, Germany, Japan, and Korea for the past 3
decades. A simple visual inspection suggests some noticeable facts. There existed
substantial differences in  across the 4 countries during most of the sample
period,

although

they have narrowed

since the mid-1990s (Germany, for

example, has not relied on discount windows since the inception of Euro
currency). Furthermore, each country's  appears to have had a rather stable
relative position, except in Korea.

2. Cross-Section Evidence from Seventy One Countries
<Figure 2> displays the distribution of  of 71 countries.7 ) First of all, the
worldwide distribution of  is very dispersed. Chile (0.07) and Mongolia (0.05)
are close to its mean of 0.06, while Lithuania has its median value of 0.003. A
much higher mean than the median is due to the 25 countries with  =0. The 5
countries with highest  s in our sample turn out to be Sudan (0.55), Egypt
(0.39), Mexico (0.35), Korea (0.34), and Slovakia (0.32). <Figure 3> also features
comparisons of  averages by economic development and across continents,
reinforcing our impression that its worldwide distribution is fairly dispersed.
Based on the above inspections, we temporarily conclude that there exists
systematic

cross-country

difference

in

the

reliance

on

discount

windows.

Obviously, open market operations are anonymous. The market allocates reserve
injections

or

withdrawals

among

participants

according

to

the

bidding

mechanism, which in turn makes this monetary institution more transparent, and
probably more efficient, than discount windows.
How can one then explain those countries with highest  s? For instance, the
Bank of Korea elucidates (BOK, 2002, 98) that in Korea it was partly because of
the chronic excess demand for loanable funds, partly because of the unfledged
development of various financial markets, and, most importantly, because of
their effective role as selective subsidies to industries and firms to boost the
economic growth. History actually indicates that the discounted loans were once
used as a selective funding device even in currently advanced countries such as
7) Refer to <Table A1> in <Appendix II> for data collection and sources, and <Table A2>
for actual values o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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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K., Germany, and Japan.
Nonetheless, we suspect that the above explanations are neither sufficient nor
comprehensive,

especially considering the non-trivial levels of

 in many

countries up to recently. As will be explained in Section III, discount windows
appear to allow monetary authorities to extract relatively more benefits for
themselves. Moreover, monetary authorities are likely to exercise their discretion
more easily than in open market operation, rendering us to propose that a high
value of  might have endogenously resulted from their own preferences at the
margin. It follows accordingly that they would be able to rely more on discount
windows under a greater discretionary power to implement their preferred
institution. This discretionary power ⇒ discount windows hypothesis is tested in
Sections IV and V, which would complete our endogeneity hypothesis.

<Figure 2> Worldwide Distribution of

δ:

Seventy One Countries in 2001

0.30<δ
(5,6)
δ=0
(25,35)
0.05<δ≤0.
30
(12,17)
0< δ≤0.05
( 29,41)

Note: Number of countries and its percentage, respectively, in paren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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δ

<Figure 3>

Averages by Economic Development and Conti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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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Peculiarities and Incentives Underlying the Discount Windows
Despite the overwhelmingly prevailing view on the indifference between two
different monetary institutions, it has been redeeming to come across a group of
literature revealing some of the true attributes of the discount window. A
representative example is Poole (1990, 256) with a more provocative statement
than the one shown in the Introduction: "The real purpose of the discount
window today is to serve the political and bureaucratic needs of the Federal
Reserve." For illustrative convenience, this section addresses such arguments,
attempting to unveil the veracity of discount windows from the supply and
demand side, respectively.

1. Demand-Side Features and Incentives
Firstly, the subsidy nature of the discount rate must be preferred by financial
institutes. Although the discounted interest rate at central banks sometimes
exceeds the market rate, such as in Lombard loan, generally its lower rates can
cause moral hazard on the part of financial institutes just like other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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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idies.
<Figure 4> shows the difference between the call (or federal fund) rates and
the discount rates of the 4 countries depicted in <Figure 1>: the U.S., Germany,
Japan, and Korea. A simple visual inspection suggests that in the first three
countries the spread was positive (up to 2%) mostly over the sample period,
except for Japan and Germany after the late 1990s. In contrast, the interest rate
subsidies were much greater in Korea. Although the spread has decreased
recently, before the 1997 financial crisis the average was above 6% with a
maximum of 10.03% per annum in 1991 (not to mention the peak in 1997).
Needless to say, the higher spread would induce a greater excess demand by
the financial sector for the discount windows.

<Figure 4> Comparison of the Spread (%): U.S., Germany, Japan, and Korea

Note: The spread is the difference of ca ll rate over discount rate.
Source: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IMF)

Secondly, given the substantial disparity as discussed above, the nonprice
rationing like administrative restrictions has played the biggest role in limiting
the amount of borrowing (Meulendyke, 1992, 36). Peristiani (1998, 612) keenly
pointed out that the ability to visit discount windows would be a privileg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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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a right. Hakkio and Sellon (2000, 9) highlighted inefficiency associated with
these administrative costs. One can then easily predict demanders' unproductive
"queueing activity" full of variety implied by Barzel (1989), for example.
Thirdly, inefficiency under higher discount rates has also been noted. Even if a
very

high

discount

rate

as

a

penalty

system

is

applied

to

financial

intermediaries, free access to discount windows, if without further effective
constraints,

would

cause

adverse

selection

due

to risk-increasing activity,

resulting in bad debts (Kaufman, 1991). It is in this context that Schwartz (1992)
argues that the central bank should play the role as a lender of last resort for
the financial market through open market operation, rather than discount
window.

2. Supply-Side Features and Incentives
One can thus infer that the request of the institution of discount windows
would persist from the demand side. Nonetheless, we believe that there exists
another reason on the part of the suppliers: they opt for the discount window,
since it appears to be a vehicle through which to exercise their considerable
latitude to reap benefits.
Firstly,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central banks have much leeway in
operating discount windows. Hakkio and Sellon (2000, 7) assert that the Fed, for
instance, relies more on regulation than on price mechanism to control the
borrowings. When Poole (1990, 256) identifies the real purpose of the discount
window above, he explicitly specifies the wide discretion of bureaucrats as the
origin of appropriating their benefits. He also argues that the subsidy discount
window enables the Fed to establish "other" regulatory constraints or powers
that might not otherwise exist (Poole, 1990, 266). Schwartz (1992, 67) emphasizes
the "political decision" and its detrimental effects in allocating discounted loans,
especially as the lender of last resort. We presume that the scopes of the
political consideration include not only outside pressures but inside amenities.
Goodfriend and King (1988, 216) similarly highlight selective bias toward the
Fed's own preference in allocating discounted loans, contending that many
financial institutes could in fact have borrowed in the federal fund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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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ly, recall that open market operations are anonymous, which makes its
operation literally "open." However, discount windows are "clandestine" in the
sense that only the central bank, but not the public, usually knows the institutes
that request discount accommodation. This secrecy begs the question of whether
provision of loans on a case-by-case basis assures equal treatment for all
(Friedman, 1960, 38). Moreover, according to Chant and Acheson (1972, 15-16),
central banks appear to have a predictable but contrary desire not to leave a
clear record of their actions. Intriguingly, we believe that the discount window
is fairly consistent with this preference to have the power to clandestinely select
a favorable account of their actions at the margin. In other words, it is
apparently easier to exercise bureaucratic discretion with discount windows for
seeking their own benefits.
Finally, encouraged by the forementioned literature, we have taken one step
forward. We have reexamined the central bank laws of the 30 countries in
<Appendix I>, hoping to keep track of evidence regarding, among varying sorts,
any direct benefit from the discount windows.8) Four countries at the statutory
acts level explicitly stipulate staff loans to central bank employees.9) Furthermore,
loans are granted for houses and automobiles in Jamaica, for ex-officials of the
central bank in South Africa, and for school expenses of employees and their
children in Malaysia. In fact, even non-employees can receive the central bank
loans with the permission of the related committee.1 0)
According to our examination of balance sheets, the balance of staff loans was
positive in at least 6 countries as of 2001, as shown in the last column of
<Appendix I>. Very interesting is that, in 4 countries out of the 6, there was no
statutory provision regarding the staff loan, as indicated in the second to the
last column. We cautiously submit that central bank loans are occasionally
available to employees without explicit stipulations.11) Clearly, instituting the
8) The term "direct benefit" here indicates (pecuniary) amenities stemming directly from
selecting discount windows as the monetary institution itself, in contrast to any other
benefits provided from outside, for example, from borrowers.
9) South African Reserve Bank Act 90 of 1989, §10; Central Bank of Malaysia Act 1958, §49;
Law on the Central Bank of the Republic of Estonia, §33; The Bank of Jamaica Act, §23.
10) On the contrary and very intriguing, Peru (§79) and Venezuela (§36) have clauses
explicitly prohibiting loans to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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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ounted loans seem to directly benefit bureaucrats to a degree. Now we turn
to an empirical confirmation of the discretionary power ⇒ discount windows
(i.e., high  ) hypothesis.

IV. Determinants of the Reliance on Discount Windows
1. Empirical Equation and  Variables
In this section we attempt to empirically explain the inter-country differences
in  as depicted in <Figure 2>. In particular, as a major contribution, we
explore proxies of bureaucratic discretion in selection and implementation of a
monetary institution, i.e., discount windows, as well as traditional variables
inferred directly or at second hand from the existing literature.
Our empirical equation <1> also differs from the previous estimation. First,
most empirical work regarding discounted loans explained the magnitude of the
loans.1 2) Equation <1> attempts to explain the reliance on discounted loans
relative to other monetary instruments, which clearly manifest our belief against
the indifference treatment between the two. Second, to the authors' knowledge,
earlier studies used time-series data of a particular country, mostly of the U.S.
Ours uses cross-section data for two years.

11) When we arrived at this submission, we reinvestigated the balance sheets of all 71
countries surveyed in <Figure 2>. Unfortunately, due to insufficient information, we could not
tell if there exists a staff loan for several countries. Even for a handful of countries with
positive balances of staff loans, we could not know the exact amount because it is included
with other items in aggregated accounts such as "Other Assets" or "Other Loans."
Notwithstanding this difficulty, we were able to verify positive balances of staff loans for 14
and 17 countries in 2000 and 2001, respectively. In this context, it is very suggestive that the
Code of Good Practices on Transparency in Monetary and Financial Policies declared by IMF
in 1999 has a clause (§4.4): “Standards for the conduct of personal financial affairs of
officials and staff of the central bank and rules to prevent exploitation of conflicts of interest,
including any general fiduciary obligation, should be publicly disclosed."
12) Refer to Dow (2001, 200) for a summary list of determinants of bank borrowing from the
Fed surveyed through various empiric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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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 each country, and = year 2000 and 2001.

<1>

The  vector includes three representative variables which have
been inferred from the existing literature. First of all,  is the difference of
call rate over discount rate, reflecting the degree of subsidy nature. As explained
in Section III, its coefficient is expected to be (+).13)
The argument, mentioned in Section II, that discounted loans can be used as
selective subsidies to boost the economy at an earlier state of growth, if it holds,
would make per-capita income 

have a (-) coefficient. We use the

log-transformed per-capita GDP measured in constant US dollar of 1995.
The third is the central bank's independence index,  . It is generally
accepted, for instance in Maxfield (1994, 563), that a less independent
central bank would ceteris paribus provide more loans to industries and
firms as quasi-fiscal activities, which would result in a (-) coefficient
estimate of  .14)

2.  Variables Highlighting Bureaucratic Discretion
We adopt five institutional variables of central banks which we suspect a
priori could make impacts on  :  ,  ,  ,  ,  . Considering
their importance in our estimation, more detailed explanations for each are in
order.

1) Monetary Intervention (  )

We define 

as the degree of the central bank's intervention for the

stability of financial markets. Since the degree of monetary intervention would

13) See Goldfeld and Kane (1966), Pearce (1993), Hamdani and Peristiani (1998), and Dow
(2001).
14) We use as  the "overall measure of independence over a range of characteristics
covering legal objectives, goals, instruments, finance of the government deficit and term of
office of the Governor," constructed by Fry et al. (2000, 68).

38 규제이론의 지평
38

vary depending on several factors such as the statutory purpose or organizations
of each central bank, we intended to have a measurement of an institutional
composite reflecting each central bank's overall intervention as it actually is. It
was highly fortunate for our research to discover an appropriate proxy of 
from a comprehensive survey of 94 central banks that cover a wide variety of
aspects ranging from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to policy focus.15)
Signing  in advance is indeterminate though, since the monetary authority
can in principle choose any monetary instrument given the same level of
intervention. Upon estimation, however, we will be able to make some ex-post
account

of

real

characteristics

of

this

intervening

activity,

preferably

in

association with discussions in Section III.
Below we turn to our exploratory task of designing the discretionary power
proxies to be included in  of equation <1>. We have tried, in
four

different

dimensions,

to capture institutionalized

bureaucratic

latitude

expected to be important in affecting  . We hope that the four dimensions have
been adequately set, although not perfectly either distinctive or exhaustive.

2) Accountability (  )

Higher accountability (  ) statutorily imposed upon central banks would
tend to constrain the scope and level of bureaucratic discretion. We intend to
make  specifically represent various "intra-governmental restrictions to deter
central bank's arbitrariness."
To the extent that the monetary authority's preference for the discount
window, despite its inefficiency, is strong, as discussed in Section III, we expect
the sign of the  coefficient to be (-), other things being equal. We again
appreciate the fact that Fry et al. (2000, <Table A.6>) also measured how far the
central bank has legal or informal responsibility to explain and defend its
policies to governments. We use this as  .

15) It was the index for "how far various financial stability issues affect both the choice of
framework and the setting of policy instruments of each central bank" in Fry et al. (200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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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entral Bank's Authority to Issue Bonds ( )

We give a value of one to  for a country where its central bank is able
to issue bonds, and zero otherwise.16) In spite of their preference over discount
windows, monetary authorities cannot increase discounted loans unlimitedly due
to other policy goals, representatively a preannounced goal of price stability. We
characterize  as an "effective policy partner to discount windows," since
they can withdraw money by issuing bonds.17) The central bank's bonds thus
play, among others, a role of ameliorating a burden in exercising bureaucratic
discretionary power on behalf of their own interests at the margin.
A reexamination of the central bank laws disclosed that 35 countries have
statutory provisions which allow bond issuing as shown in <Table A2>. To put
this differently, the other half of the central banks are undertaking central
banking without their own bonds. More interesting, countries with  =1
tended to have high values of  , which was consistent with our expectation. For
example in 7 out of the top 10  countries of 2001, their central banks are
allowed to issue bonds.

4) Central Bank's Reserve Fund ( )

We now take on a relatively unexplored fact-finding, yet with respect to the
real composition of bureaucratic discretion in central banks. Most central banks
at least partially retain their profits inside. According to our own survey, quite a
few countries institutionalized non-trivial amounts of retained profits (or "reserve
16) In principle, central bank's own bonds are dispensable for undertaking monetary policy: It
can use bonds issued by other institutes. One reason for their use suggested by Beckerman
(1997, 169) though is that the central bank can carry out contractionary open market
operations less unprofitably by selling its own obligations rather than its higher yielding
Treasury holdings. (See Section IV.2.4) of the current paper for central bank's
profit-maximizing motive.) Beckerman, however, argues strongly that, because of the danger
of an excessive money creation from interest payments or taking on additional
interest-bearing debt, central banks of developing countries should avoid issuing
interest-bearing bills and indeed domestic interest-bearing liabilities of any kind.
17) In Korea, for instance, the bond's title is the Monetary Stabilization Bond, the balance of
which has been enormous and is about twice the monetary base rec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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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d" hereafter), if under varying names such as general reserve, reserve fund,
or rest fund. We define  to be the proportion to GDP of the central bank's
retained profits as the reserve fund. As shown in <Table A2>, many countries
had sizable amounts of retained profit, i.e., high values of  (e.g., Oman,
4.2%; Bahrain, 3.8%; Iceland, 3.4%; Sweden, 3.3% in 2001). In fact, the reserve
fund is not just sitting in the vault, but continuously managed in and out.
Through the scrutiny illustrated below, we have come to believe that  can
represent another important dimension of the discretionary power: a "financial
leverage to discretion."
Inspired by Shughart and Tollison,18) Kim and Kim (2004) undertook a random
survey of 20 countries. The authors first detected that the selected countries, at
the statutory act levels governing their own central banks, provide the official
titles of retained profits, their purposes, or allocation formula from annual net
profits. Some countries such as Croatia, Indonesia, and Korea define more than a
single-type reserve fund.
Only 7 out of the 20 countries explicitly identify the goals of their reserve
fund. They are associated with "covering some types of losses." The losses are
not completely detailed in the relevant clauses themselves, but seem to be
understood as including a fairly broad set of losses from varying operations of
central banking. As to the other 13 countries without explicit goals, they could
not identify any; the reserve fund seems to be rather a mystery in its use.
More importantly, Kim and Kim argued that even in the occurrence of losses
the government, rather than its central bank, should in principle be responsible
for them. Accordingly, their own simple T-account analysis revealed that there is
no change in the size of the monetary base no matter who makes up the losses,
the central bank or the government. This result insinuates that it makes
essentially no difference for the credibility of the central bank.19)
18) Shughart and Tollison (1983) showed how central bank bureaucrats' incentives set in to
benefit themselves in allocating the Fed's earnings each year. Central bank's profits, after
paying out expenses, can be either turned in to the Treasury or retained inside. The US i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the former. The authors plead that the constraint of returning most
of profits to the Treasury since 1947 has induced the Fed to pad its operating expenditures
by increasing the number of employees on its payroll or by over-purchasing amenities. In
order to suffice these bureaucratic incentives, the authors articulated, the Fed would try to
maximize its profits by the expansionary open market operations, resulting in inflationary
bias. For similar arguments, see Toma (1982) and Boyes, Mounts and Sowell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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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ing that the size of the reserve fund stands enormous in many countries,
and that there certainly exists statutory ambiguity in its actual use, Kim and
Kim speculated that the reserve fund can be utilized somewhere to pursue their
own private interests ceteris paribus.20) We now hypothesize, mainly based on
the discussion in Section III, that the discount window might be a major outlet
through which central bank bureaucrats can have considerable leeway in how to
manage the reserve fund, thereby making  an effective financial leverage to
their discretion to rely more on discount windows. If this holds, we predict its
coefficient to be (+) in equation <1>.

5) Overall Corruption Level (  )

Our fourth proxy of discretion might be rather unfledged in that we now
seem to enter a territory of norm and culture. Focusing on a casual observation
that people in a corrupted society tend to have uncertainty in every aspect of
their businesses involving any government regulation, we came to a speculation
that corruption would make bureaucratic discretion more permissible as part of
social culture.
In a sense, this speculation of ours in cultural nature might be consistent with
Klitgaard's (1988, 41) keen-edged account of the nefarious incentive effect
throughout the society, from the economist's point of view. Therefore, we
hypothesize that "society's widespread corruption (  ) would pervade an
epidemic of bureaucratic discretion" among most government agencies and

19) Due to language barriers, it was inherently difficult to investigate legal documents
regarding the reserve fund's purpose below the acts level in many countries. However, Kim
and Kim discovered a surprising and somewhat provocative argument in a major publication
by the Bank of Korea (BOK). Although the BOK Act formally identified, as the reserve
fund's goal, "preparing for recoupment of loss," BOK assigns another goal: "The monetary
base is scaled down by the retained profits, while the fiscal use of them, [if transferred to
the treasury as general taxes], increases the monetary base (BOK, 1999, 277)." Nonetheless,
the authors' T-account examination has again proven that BOK's so called
"inflation-deterring effect" is groundless.
20) Kim and Kim then inferred and empirically confirmed that the intention to accumulate a
bigger reserve fund from higher profits would render monetary policy expansionary, resulting
in inflationary b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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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ials.21)

We

use

the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from

Transparency

International for this proxy. If this hypothesis holds, discussions in Section III
predict: The more corrupt a country (i.e., the higher  ) is, the higher  will
be. In this regard, this fourth proxy might not be so unfledged as it appeared at
the first glance, after all.

3.  Variables and the Data
Equation <1> includes vector   with continental dummies to control
for their differences in <Figure 3> and also time dummy ( ).

<Table A1> in

<Appendix II> describes the data collection process, sources, and some major
sampling rules.22)
Finally, before our empirical analysis we undertook some preliminary reviews
of the data, one of which was correlation coefficients in <Table 1>. None was
particularly noticeable except for the high value, -0.86, between 

and

 .23) We will take this into account for our estimation later. Encouragingly
enough, low values among the four proxies of discretion are believed to warrant
to

some

extent

our

initial

intention

of

having

their

multi-dimensional

measurement feature.

21) Cho and Kim (2001) provide empirical evidence to indirectly infer this hypothesis at least
for the case of the Bank of Korea officials.
22) Please refer to <Referee's Appendix> for further information on our data collecting
procedure for this research project which started in 2003.
23) This result is quite consistent with the existing theory on corruption and economic
growth that they should be closely and negatively associated. Empirical research has also
confirmed that either corruption systematically lowers economic growth (e.g., Mauro, 1995), or
vice versa (e.g., Treisma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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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the Explanatory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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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

1.00



-0.07

0.23

1.00



0.04

-0.27

-0.18

1.00



-0.01

0.06

-0.28

-0.05

1.00



0.13

-0.36

0.10

0.27

-0.13

1.00



-0.08

0.01

-0.23

0.05

0.18

0.12

1.00



0.09

-0.86

-0.19

0.38

-0.13

0.27

0.04



1.00

V. Estimation Results

1. Traditional Explanation of Discount Windows
<Table 2> reports the estimation result of the equation <1> in various
specifications.  

includes only 

variables and the time

dummy. Only  has a significant estimate, thereby supporting the public
interest justification for discount windows, namely, an effective device as
selective subsidies to boost the economy at the earlier stage of development. As
will be seen, this result is robust through   to  .
Insignificant estimates of  and  need some elaboration. To be sure, it
would not be hard to find some studies that showed a disruption of historical
linkages between the level of discount window borrowing and the spreads.24)
However, we suspect that, for our cross-section analysis, it was at least partly
attributable to immaturity of the financial market in less developed countries; the
price mechanism then would not function well.
A similar logic can be applied to  . We used, for  , a range of
independence characteristics mainly covering legal aspects. For less developed
countries, however, such legal independence might not be a good proxy for
24) See Mitchell and Pearce (1992), Clouse (1994), or Cosimano and Sheehann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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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ual independence because of substantial deviation between actual practice and
the law. Cukierman et al. (1992, 2002), for instance, were not able to find the
well-established

inverse relationship between independence and inflation in

transitional economies, so they emphasized the merit of distinguishing countries
by economic development in estimation.
In   thus we interacted the  variables with

, which

is the advanced country dummy by the IMF standard, and added the regional

dummies. The adjusted  increased from 1% to 13%. The significant coefficient

estimate of   ＊ confirmed our proposition above indicating that the
central bank's independence is associated with lower  in advanced countries.

＊ has also the expected sign with an improved significance around
12% p-value. Hence, price mechanism seems to be working to an extent in
advanced

countries.

Finally,

 itself is still significant, which is not

surprising because the major determinant of  must have been per-capita
income.

2. Bureaucratic Discretion and Discount Windows
Now in

  we include the intensity of actual intervention,  , to   .

The adjusted

  increased again to 21%, and the previous variables virtually

remained unchanged. The (+) coefficient of  at the 1% significance level
shows that a highly intervening central bank appears to rely more on discount
window. Note that this is an ex post finding, since the authority can in
principle choose any monetary instrument for a given intensity of intervention.
Nonetheless, we will wait for further empirical analysis (
particular) before we make a final characterization regarding
In

 and  in

 and  .

  we added to   the discretion proxies in 

except  which caused multi-collinearity with  as expected from <Table
1>. All of  ,  and  had expected signs at the significance level of
10%, 1%, and 5%, respectively. The adjusted   tripled to 39% with slightly
improved results for the original variables of

  .25) Hence, we tenta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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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mit that our endogeneity hypothesis does hold: Bureaucratic discretionary
power itself explains much of central bank's relative reliance on discount
windows.
We added  back into   and  , but replaced  now with the
fourth discretion proxy,  , in   . Whereas   shows quite robust
results as in

  ,   , with all four proxies of discretionary power

designed in Section IV, improves in the adjusted

  up to 47%, again firmly

validating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discretion proxies in total. In fact,
incremental improvements in fitting of equation <1> through stepwise adding
each discretion proxy has also convinced us of the multi-dimensional nature of
these

four

proxies.

Therefore,

the

empirical

results

so

far

confirm

the

discretionary power ⇒ discount windows (i.e., high  ) hypothesis motivated and
built upon Sections I to III. Furthermore, our results shed a critical complement
to the arguments against discount windows in Section III, representatively, à la
Poole (1990), Hamdani and Peristiani (1991), and Meulendyke (1992).
Meanwhile, we encounter an interesting observation from
that the significance level of the coefficient estimate of

  ,  , and 

 generally declines as

we include the discretion proxies. Specifically, note from

  that adding

 into   hardly increases the adjusted   now with a lower significance
level of its coefficient estimate compared with that in

  . Note also from

  that the coefficient estimate of  becomes finally insignificant, in spite
of a tangible increase in the adjusted

  , as we add one more discretion proxy

(  ) into   .
All these suggest that the measurement of actual intervention ( ) could at
least partially reflect bureaucratic discretion after all. That being the case, the
so-called central bank activism in some countries might not have originated so
much from public interest rationales or macroeconomic philosophies as their
monetary authorities claim or as we readily assume.
Finally, in

   and

  of <Table 2> we report Probit estimation results

using the same specifications of

  and  , since there were 25 countries in

25) Furthermore, absence of any endogeneity problem related these discretion variables was
confirmed by the Hausma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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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
(0.13)

1.034***
(2.50)

-0.001
(-0.72)

0.137
(1.32)

0.065
(0.78)

EQ 6

EQ 5'

EQ 6'

0.014
(0.74)

0.001
(0.65)

0.000
(0.34)

0.001
(1.03)

0.014
(0.44)

0.005
(0.41)

0.010
(0.78)

0.001
(1.51)

-0.004***
(-3.62)
0.050
(1.23)

0.001**
(1.97)

0.002***
(3.47)

INT

-0.004***
(-3.13)

-0.004***
(-2.82)

-0.005***
(-3.11)

-0.005***
(-2.63)

Dadv * IND

1.994***
(3.46)

2.717***
(3.09)

0.080***
(4.61)

0.076***
(4.05)

0.089***
(4.54)

BND

49.420**
(1.92)

60.570*
(1.75)

1.347**
(1.95)

1.490*
(1.79)

1.717**
(2.18)

RES

0.214
(1.52)

0.022***
(3.81)

COR

Yes

Yes

Yes

Yes

Yes

Yes

Yes

No

0.42a

0.50a

0.47

0.40

0.39

0.21

0.13

0.01

2

REGIONAL Adj. R

*, **, and *** represent the 10%, 5%, and 1% significance level,

-0.011
(-1.21)

-0.018
(-1.53)

-0.001*
(-0.69)

-0.001*
(-1.73)

-0.001*
(-1.83)

ACC

INSTITUTIONAL

  . a represents the McMadden 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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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ectively. White's (1980) Heteroscedasticity-Consistent Pooled Least Square was used for   ～ , whereas the Probit was estimated for   and

Note) t and z-values in parentheses for   ～ and    and   , respectively.

0.913
(2.52)

***

-0003
(-0.13)

-0.031
(-0.71)

-0.025***
(-3.49)

-0.001
(-0.11)

-0.001
(-1.24)

EQ 5

2.066
(1.61)

-0.056
(-1.30)

-0.025***
(-3.43)

-0.002
(-0.20)

-0.002
(-1.43)

EQ 4

-1.560***
(-2.74)

0.001
(0.81)

-0.007
(-0.16)

-0.016*
(-1.86)

0.015
(1.39)

0.001
(0.76)

EQ 3

0.001
(0.91)

-0.027
(-0.62)

-0.017**
(-2.08)

0.018
(1.57)

0.001
(0.72)

-0.001
(-0.98)

IND

EQ 2

*

Dadv * GDP

-0.012
(-1.71)

PCY

0.001
(0.75)

Dadv * SPR

EQ 1

SPR

TRADITIONAL

<Table 2> The Determinants of Discount Window Reliance: Traditional and Institutional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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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ample with  =0. The results are overall similar, but two facts are
noticeable. First, a much more significant estimate of  ＊ suggests that
the spread in advanced countries plays a more important role in "whether to
rely on discount windows," rather than in "how much." Second, among the four
discretion proxies,

 (as a policy partner to directly utilize discretionary

power) and  (as a financial leverage to exercising discretion in discount
windows) turn out to be particularly important in this dichotomic choice model.
Interestingly enough, these two proxies are also built-in institutions relatively
more "within" central banks than the other two,

 and  usually

triggered "from outside."

VI. Conclusions and Future Research
Selection

of

monetary

institutions

is

often

"endogenous"

in

that

it

is

manipulated by monetary authorities, mainly to serve their own interests at the
margin. We have applied this proposition to explain inter-country differences in
the relative reliance on discount windows vis-à-vis open market operation.
Nevertheless, an existence of the bureaucratic (de facto unlawful) benefits
associated with discount windows is hard to substantiate, despite sometimes
anecdotal evidence. Indeed, an empirical proof of such endogeneity embedded is
a tough task inherently because "disentangling economic (i.e., public interest) and
political influences" (Crone and Tschirhart, 1998, 106) is usually difficult.
We have endeavored to overcome this barrier somehow. Based on the existing
theoretical arguments, statutory examinations, and preliminary reviews of data,
we first established: Discount windows are more likely to allow monetary
authorities not only to extract private benefits to themselves, but to exercise their
bureaucratic discretion more freely than in open market operation. As a result,
we came to a testable hypothesis that greater discretion would cause a higher
level of reliance on discount windows ceteris paribus. Our next main task was
scrutinizing and designing four multi-dimensional proxies of discretion.
To the authors' knowledge, this paper is a first-run attempt to empirically
explain
through

cross-country differences
bureaucr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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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retionary

in relative reliance on discount windows
power,

of

course,

with

other

standard

economic variables. It has confirmed that the monetary authority's discretionary
power

per

se,

rather

than

the

conventional

factors

such

as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central bank's independence or than the casual justification
regarding central bank's market intervention, plays a far more important role in
explaining its relative reliance on discount windows.
After all, "Monetary policy is determined by the interactions of the preferences
and

personalities

institutional

of

structures

key government
and

the

officials

pressures

of

with
interest

formal
groups

and
and

informal
market

behavior." (Willet and Keen, 1990, 13). Actually, one of the most fundamental
agenda in designing monetary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would be how to
balance such powers of discretion with effective accountability measures and
incentive-compatible conditions, to which we believe the field of law and
economics can make a significant contribution. Numerous other macroeconomic
"formal institutions" à la Ellickson (1991) appear to stand in need of law and
economics scrutiny as well.
Also, it is imperative for researchers to make serious endeavors to answer
such essential questions, just as Kane (1990, 291) set forth: "Empirical research
has yet to assess quantitatively how much the operation of myopic and
redistributional politics fostered by looseness in monetary policy reporting and
decision-making damages macroeconomic and financial performance." Specifically
for the current paper's context, there is an urgent need to analyze any injurious
effect on various monetary performances (e.g., price stability) of heavily using
discount wind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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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a) O and X indi cate that the size o f the staff loans i s positive and zero, respectivel y. "na" denotes that we were not able to verify the ex istence o f staff loans due to insu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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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Af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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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ap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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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De Nederlandsche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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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al Bank of Malaysia Act 1958
Banco de Mexico Law

Malay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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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Concerning The Monetary Status and The Central Bank of Luxembou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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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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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8
§14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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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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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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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onetary Instrument
Provision for Staff Loans>0
Open Market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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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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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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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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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rve Bank Act 1959

Australia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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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Ⅰ> Statutory Provisions Regarding M onetary Instruments and Staff Loans: Thirty Selected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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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II> Details on the Data
<Table A1> The Data Sources and Calculation Methods

Central Bank
Loans

Monetary Base

GDP

CPI (1995=100)

Per Capita
Income

Exchange Rate
Call Rate &
Discount Rate

․Annual Report at 71 central bank websites and direct confirmations with central
bank officials for s ome countries.
․Included loans to financial institutions and firms in the Asset account of the Balance
Sheet. Government loans are excluded.
․F or countries where the fis cal year is not defined as January to December
(Aus tralia, Bangladesh, Egypt, Japan, Kuwait, Pakistan, Singapore, U.K.), the figure
in the Balance Sheet, for example, at the end of February 2001 is counted as the
year 2000 one to our data s et.
․IFS
․European System of Central Banks (ESCB) countries have not reported monetary
base since 1998, so the sum of IFSa) line 14a & 14c used.
․IFS
․World Bank Database for Albania.
․Annual Report at the central bank websites for Aruba, Azerbaijan, Bahamas, Fiji, Macedonia,
Mongolia, Sudan. UAE,
․Changed to Euro using domestic currency/Euro conversion rate for ESCB countries.
․IFS
․Annual Report at the central bank websites for Aruba, Azerbaijan, Sudan, UAE .
․IFS
․M eas ured in constant US$ of 1995.

․Calculated as GDPC*(100/CPI)* 
 where GDPC=GDP/Population (from IF S), and e is

the domestic currency/US$ exchange rate. However,  
 =(US$/the domestic
currency exchange rate in 1995)*(the domestic currency/Euro conversion rate) for
ESCB countries.

․IFS
․IFS
․Government and central bank websites, otherwise.



․Independence Scores of <Table A.5> in Fry et al. (2000).



․Financial Stability Issues Scores of <Table A.8> in Fry et al. (2000).



․Accountability of the Central Bank to Government in terms of a Specific Target of
<Table A.6> in Fry et al. (2000).



․Each Central Bank's Act.



․Balance Sheet of each central bank's Annual Report.
․To minimize arbitrariness, only reserve funds in the Capital and Reserve account of
the Balance Sheet are included, although a few countries list seemingly related
items in other liability accounts as well.
․In countries where profits are retained in the following year according to their own
accounting rule, the next year's figure is recorded as the current year's reserve
fund in
our data set.
․In a small number of countries where the fiscal year is not defined as January to
December (e.g., March to next F ebruary), the figure in the Balance Sheet, for
example, at the end of February 2001 is recorded as the year 2000 reserve fund
to our data s et.



․The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02 from Transparency International

a) IFS: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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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A2> Data of  ,

 , and  for Seventy One Countries

Country

 (2000)

 (2001)



 (2000)

 (2001)

1. Albania
2. Argentina
3. Aruba
4. Australia
5. Austri a
6. Azerbai jan
7. Bahamas
8. Bahrain
9. Bangladesh
10. Barbados
11. Bel giu m
12. Brazil
13. Bul garia
14. Canada
15. Ch ile
16. Croatia
17. Cyprus
18. Czech Re p
19. Egypt
20. Estonia
21. Fiji
22. Finl and
23. France
24. Germany
25. Hu ngary
26. Iceland
27. Indi a
28. Indonesia
29. Ireland
30. Israel
31. Italy
32. Jamaica
33. Japan
34. Jordan
35. Korea
36. Kuwait
37. Latvia
38. Li th uani a
39. Lu xembou rg
40. Mace donia
41. Mal aysia
42. Mal ta
43. Mexico
44. Mongol ia
45. Morocco
46. Nethe rl ands
47. New Zeal and
48. Norw ay
49. Oman
50. Pakistan
51. Peru
52. Pol and
53. Portugal
54. Romani a
55. Singapore
56. Slovakia
57. Slove nia
58. Sou th Africa
59. Spain
60. Sri Lanka
61. Sudan
62. Sweden
63. Switzerland
64. Taiwan
65. Thail and
66. Turke y
67. UAE
68. UK
69. Uruguay
70. US
71. Venezuel a

0.051 (22)
0.067 (18)
0.000 (48)
0.000 (48)
0.000 (48)
0.334 ( 6)
0.000 (48)
0.000 (48)
0.111 (14)
0.000 (48)
0.000 (48)
0.124 (13)
0.000 (48)
0.022 (28)
0.038 (24)
0.030 (26)
0.003 (40)
0.000 (48)
0.359 ( 5)
0.001 (43)
0.000 (48)
0.000 (48)
0.000 (48)
0.003 (38)
0.055 (21)
0.063 (19)
0.006 (34)
0.166 (11)
0.000 (48)
0.010 (33)
0.000 (48)
0.060 (20)
0.019 (30)
na
0.284 ( 8)
0.011 (32)
0.075 (17)
0.005 (36)
0.000 (48)
0.003 (39)
0.103 (15)
0.000 (48)
0.498 ( 2)
0.022 (29)
0.187 ( 9)
0.000 (45)
0.012 (31)
0.315 ( 7)
0.000 (48)
0.386 ( 3)
0.000 (48)
0.133 (12)
0.000 (48)
0.082 (16)
0.006 (35)
0.362 ( 4)
0.032 (25)
0.000 (47)
0.000 (48)
na
0.565 ( 1)
0.024 (27)
0.000 (46)
0.171 (10)
0.005 (37)
0.050 (23)
0.001 (42)
0.000 (48)
0.003 (41)
0.000 (44)
0.000 (48)

0.042 (20)
0.280 (7)
0.000 (47)
0.000 (47)
0.000 (47)
0.038 (22)
0.000 (47)
0.000 (47)
0.101 (14)
0.000 (47)
0.000 (47)
0.000 (47)
0.000 (47)
0.015 (28)
0.071 (17)
0.002 (38)
0.000 (46)
0.000 (47)
0.395 (2)
0.001 (42)
0.000 (47)
0.000 (47)
0.000 (47)
0.010 (30)
0.026 (26)
0.165 (11)
0.002 (37)
0.140 (12)
0.017 (27)
0.010 (31)
0.000 (47)
0.000 (47)
0.012 (29)
0.165 (10)
0.338 (4)
0.000 (47)
0.029 (25)
0.003 (35)
0.000 (47)
0.003 (36)
0.114 (13)
0.000 (47)
0.351 (3)
0.051 (18)
0.087 (16)
0.001 (41)
0.049 (19)
0.218 (9)
0.000 (47)
0.279 (8)
0.000 (47)
0.088 (15)
0.000 (47)
0.032 (24)
0.008 (32)
0.315 (5)
0.000 (47)
0.000 (47)
0.000 (47)
0.000 (43)
0.550 (1)
0.037 (23)
0.000 (44)
0.298 (6)
0.004 (34)
0.042 (21)
0.001 (40)
0.000 (47)
0.002 (39)
0.000 (45)
0.006 (33)

na
○
X
X
X
X
X
X
○
X
X
X
X
X
○
○
○
○
○
○
○
X
X
X
○
○
X
○
X
X
X
X
X
X
○
X
X
○
X
○
○
○
○
○
na
X
○
○
○
X
○
○
X
X
X
○
○
○
X
○
na
○
○
○
○
○
X
X
○
X
○

0. 0281
na
0. 0127
0. 0122
0. 0205
0. 0103
0. 0309
0. 0178
0. 0021
0. 0019
0. 0045
0. 0004
0. 0116
0. 0000
0. 0000
0. 0305
0. 0027
na
0. 0148
0. 0258
0. 0091
0. 0024
0. 0018
0. 0013
0. 0042
0. 0300
na
0. 0092
0. 0074
0. 0006
0. 0074
0. 0001
0. 0045
na
0. 0096
0. 0158
0. 0082
0. 0083
0. 0049
0. 0079
0. 0142
na
0. 0041
0. 0017
0. 0135
0. 0080
0. 0035
0. 0305
0. 0369
0. 0063
0. 0007
0. 0018
0. 0015
0. 0217
na
0. 0109
0. 0048
na
0. 0000
na
0. 0006
0. 0379
0. 0002
na
na
0. 0045
0. 0049
0. 0013
na
0. 0007
0. 0066

0.0192
na
0.0161
0.0115
0.0198
0.0070
0.0383
0.0179
0.0021
0.0020
0.0047
0.0018
0.0184
0.0000
0.0059
0.0203
0.0026
na
0.0151
0.0273
0.0089
0.0034
0.0019
0.0012
0.0021
0.0342
na
0.0197
0.0069
0.0005
0.0074
0.0001
0.0048
na
0.0099
0.0171
0.0091
0.0087
0.0050
0.0092
0.0152
na
0.0000
0.0031
0.0129
0.0082
0.0033
0.0263
0.0421
0.0049
0.0013
0.0018
0.0018
0.0219
na
0.0104
0.0110
na
0.0000
na
0.0005
0.0332
0.0002
na
na
0.0138
0.0051
0.0013
na
0.0007
0.0046

Note) The number in parenthes es is the ranking. "na" indicates that we were not able to verify the
existence of s taff loans due to insufficient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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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e's Appendix> Data Collecting Procedure
It took longer than we had expected to complete the data for  and 
variables. To get those data for the most recent 5 years initially, in 2003
we first sent email questionnaires to 119 central banks out of the 133
countries listed on the website of the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 www.bis.org). 34 central banks ultimately replied: some with precise
numbers and others with instructions to refer to their websites.
Our data-collecting task was thus forced to steer toward the Annual

Report at each central bank's website. Nonetheless, we encountered two (in
fact, well expected) major obstacles: the unavailability of an English version
in many countries, and the use of different titles and accounts for the loans
and the reserve fund. Furthermore, it turned out that, before and after the
two

relatively

recent

years

(years

2000

and

2001),

the

number

of

observations dropped significantly, so we decided to go with those two
years.
We started from the countries which had replied with the precise
numbers earlier so as to compare them with our own website numbers,
thereby acquiring acquaintance and confidence. Next, we continued to obtain
the data, based on all the relevant explanations and notes accompanied in
the Annual Reports and financial statements (e.g., the Balance Sheets and
the Profit/Loss Accounts). At a later stage of this process, we additionally
received central bank officials' confirmation for seven countries where
ambiguity seemed larger concerning the reserve fund definition.
Hence, we finally constructed a data set consisting of  for 71 countries,
out of which we could collect

 values only for 60 countries. Moreover,

w ith other important var iables (e.g.,  ,  ,  , and

 ) added

into the current paper later, the number of observation in estimating models
in <Table 2> has dropped. For instance, the most complete specification in
<Table 2> has 98 observations, namely, 49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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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와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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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기(기술표준원)..................................................107

참여정부 규제개혁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과제
심오택(국무조정실)

1. 규제개혁 개요
□ 규제개혁
: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을 제약하
는 정부의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행정규제의 품질을 제고하는 활동

우리나라 규제 문제점 (Input)

사전통제적 규제

규제개혁 추진체계

규제개혁 추진 목표(Output)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기획단)

국가경쟁력 강화

기존규제의 정비

국민 삶의 질 제고

중복․덩어리 규제
명확하지 않은 규제

신설규제의 심사

비현실적인 규제
기업투자환경개선
경직적인 규제집행

부처 및 지자체
(평가․환류]

* 기능적 관점에서의 규제개혁 : Input(우리나라 규제의 문제점)의 Output(규제개
혁 추진 목표)으로 전환 및 이의 평가․환류작용을 통하여 목표와의 갭을 줄여나
가는 활동의 총체

□ 규제개혁의 Input(우리나라 규제의 문제점)

ㅇ 사전통제적 규제
- 국민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지 못해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방식의 사전규제
가 많음(선의의 다수사람에게 비용과 불편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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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복규제 및 불합리한 덩어리규제
- 하나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위한 규제들이 다수부처에 복합적으로 중첩된 덩어리
규제 상존
ㅇ 모호하고 예측불가능한 규제
- 규제내용이 모호하고 행정기관에 재량을 많이 부여하고 있어 예측이 불가능할 뿐
만 아니라 부정부패와 비리의 원인
ㅇ 비현실적이고 준수율이 낮은 규제
- 현실을 무시한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인 규제로 규제의 준수율이 낮으며 규제 준수
비용도 많이 듦
ㅇ 경직적 규제집행
- 일선 행정기관에서의 규제 집행이 경직적으로 이루어져 국민과 기업에게 불편 초래

□ 규제개혁의 Output(규제개혁 추진 목표)

ㅇ 생산성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
- 기업활동 관련 행정서비스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감축
- 기업의 인력 및 기술개발 활동 지원

ㅇ 국민의 삶의 질 제고
- 건강․안전․환경 등 사회적 규제의 품질을 높여 국민의 안전 확보
- 불필요한 규제감축 및 투명성 제고, 처리절차 개선 등으로 국민편의 증진

ㅇ 기업투자환경 개선 및 일자리 창출
- 진입규제 철폐, 과도한 부담 완화 등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불합
리한 규제개혁
- 기업의 리스크 감소를 위한 불확실성 제거, 예측가능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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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목표 및 시스템

□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목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생활하기 편한 나라
↑
불합리한 규제정비, 규제의 품질 제고, 신속한 규제집행
↑

↑

↑

기존규제 정비

신설․강화규제 억제

규제민원 및 기업애로 해소

ㅇ원점에서 주기적 정비

ㅇ규제영향분석 내실화

ㅇ규제민원 원스톱 처리

ㅇ핵심덩어리 규제 등

ㅇ심사기구의 전문성 강화

ㅇ국민, 기업불편 사항

분야별로 정비

ㅇ규제개혁 평가 연계

지속적 모니터링

□ 규제개혁 추진전략

ㅇ 개별규제 중심 규제개혁 ⇒ 덩어리규제 중심 규제개혁
ㅇ 공급자 위주 행정편의적 규제개혁 ⇒ 수요자 위주 국민 편의적 규제개혁
ㅇ 공무원 중심 규제개혁 ⇒ 민간 참여를 통한 민관합동 규제개혁
ㅇ 탁상에서 법령검토 중심 규제개혁 ⇒ 현장에서 구체적 사례 중심 규제개혁

□ 규제개혁 추진시스템

ㅇ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 민관합동의 의결기구로 국무총리와 민간인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민간위원
12인, 정부위원 6인 등 총 20명으로 구성
- 행정기관에서 법령 제개정시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규제의 비용․편익 등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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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심사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의 증대 억제

ㅇ 규제개혁기획단 설치․운영
- 기존규제의 일제정비를 위해 각 부처․지자체․경제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
동의 「규제개혁기획단」을 2년 한시적으로 총리실 산하에 설치(04.8)
- 인력의 50%를 기업체, 전문가 등 민간인력으로 충원하여 수요자의 입장에서
규제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운영

ㅇ 규제개혁 장관회의 운영
- 덩어리 규제개혁 과제에 대한 심의 및 각 부처의 규제개혁 추진상황의 점검
을 위해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 장관회의 운영
* 주요한 규제정책에 관한 심의를 위해 필요시 대통령주재 규제개혁 추진회의 개최

ㅇ 기업애로해소센터 운영
- 기업들의 개별규제 민원의 해결을 위해 총리실 산하에 「기업애로해소센터」를
설치(’04.4)
- 접수된 기업애로는 과거와 같이 소관부처에 이첩하지 않고 센터에서 직접
검토하여 해결방안을 확정하여 시행

ㅇ 서비스 산업, 토지 등 전문분야는 각 부처별로 T/F를 구성하여

규제개혁 추진

- 기타 부처의 개별규제는 부처 자율적으로 정비대상 규제를 선정하여 정비

3.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실적

 덩어리 규제

□ 규제개혁기획단 출범(04.8)후 현재까지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기업 환경
및 신 산업 분야 등의 29개 과제 개선방안 마련(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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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업환경 : 공장설립, 행정조사제도, 공동주택 규제, 민간 SOC투자 개선 등
10개 과제
☞ 공장설립 행정절차 소요기간(180일→100일) 및 행정비용(150백만원 →15
백만원) 감축
☞ 행정편의적으로 실시되는 기업에 대한 행정조사요건 및 절차 투명화, 국민권
익 보호(행정조사기본법 제정 및 행정조사관련 47개 법률개정 추진)

② 신 산업 : 신기술․ 신제품 기술 규제, 전자상거래, 관광레저

산업 규제 등

11개 과제
☞ 관광단지 조성 인허가 절차 대폭 단축(10단계 4년 →5단계 27개월)
☞ 골프장 건설 행정절차 소요기간(3-4년→1-2년) 및 행정비용(84억→47억) 감축

③ 국민편의 등 : 교통제도, 재래시장, 직업훈련 등 8개 과제
☞ 교통분야의 경우 자동차 정기검사(건교부)와 정밀검사(환경부) 통합, 운전면
허 갱신을 위한 적성검사를 건강보험 검진결과로 대체
☞ 대형 쓰레기 폐기방법 개선(방문 처리비용 납부→스티커 구입 배출)

□

앞으로 각종 영향평가제도, 정보통신산업 규제, 기업공개 등 나머지 36개 과
제를 내년 8월까지 완료 예정

 서비스 산업 및 토지 규제

□ 서비스 산업이 성장 및 고용창출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방과 혁신을
통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 추진

ㅇ 지속적인 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방안 마련
- 공정위가 발굴한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서비스산업 규제(88개)중 43개
규제를 폐지(12개)․개선(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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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약국 설립 허용, 기간통신사업자 권고출연금 제도 폐지 등
- 경제자유구역 및 지역특구에 대해 교육․의료․레저 분야 선별적인 규제특례 허용
(04년～)

ㅇ 참여정부 이후 서비스분야 전분야에 걸쳐 경쟁력 강화대책

지속적으로

수립 추진
- 2003년 : 관광서비스 1개 분야 (03.12, 관광수지 적자 개선 대책)
- 2004년 : 비즈니스서비스, 문화서비스, 디자인 등 18개 분야
- 2005년 現在 : 문화, 금융서비스, 관광․레저 등 10개 분야
연말까지 17개 분야에 대한 대책 수립 마무리 예정

□ 토지를 관리자 중심에서 토지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민의 토지이용 도모를
제고하기 위해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ㅇ 새로운 지역․지구 신설을 제한하고 토지규제의 단순화․투명화․전산화를 위
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정중

ㅇ 부처별로 지역․지구와 행위규제의 합리적 조정 추진
- 수자원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76%해제)을 통해 활용도 제고(해수부)
- 유사한 목적의 4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1개 구역으로 통폐합(국방부)
- 경제자유구역 건폐율․용적율 완화 및 지역특구 규제특례 확대(재경부) 등

 부처 개별규제
□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해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부처별로 자율
선정․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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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실적

ㅇ 총 7,900개 규제중 ‘05년중 1,076건을 목표로 정비 추진
- ‘05년 9월말 현재까지 목표보다 많은 1,096건의 규제정비

과제를 추진하

여 이중 655건을 정비

① 금융․증권 분야 : 총 179건
☞ 신용정보업자에 대한 수수료 한도 규정 폐지

② 산업․통신 분야 :

총 160건

☞ 전력선 통신설비 중 타 통신기기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적은 통신설비
를 허가대상 설비에서 인증대상설비로 완화

③ 건축․교통 분야 :

총 151건

☞ 시가화된 읍․면급 지역에서 도로 연결 금지구간을 최소화하여 주민편의
증진에 기여

④ 노동․환경 분야 :

총 151건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2톤 미만의 5종 사업장(전체 사업장의 57%)
에 대하여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를 면제

⑤ 사회․보건 분야 : 총 250건
☞ 공무원, 교사 등의 선발 시험에 있어서 취업보호대상자인 가점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

⑥ 기타 분야 : 총 204건
☞ 팽창식 구명뗏목의 검사주기를 제조년에 따라 차등화(매년 1회→ 5년 미
만 5년동안 2회, 5년 이상 매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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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행정규제

□ 정부 산하기관․협회 등 준공공기관의 정관 및 각종규정에 국민생활에 실질적
으로 영향을 미치는 규제가 다수 존재

ㅇ 그 동안 행정기관의 위임․위탁업무 증가 등으로 유사행정규제가 늘어남에 따라
일제정비

□ 정비실적

ㅇ 29개 중앙행정기관의 509개 준공공기관을 대상, 총 2,298건의 유사행정규제
중 1,006건(44%) 정비 (폐지 257건, 개선 749건)

① 주무관청의 협회에 대한 과도한 간섭규정 폐지․개선
☞ 협회 임원 선출 또는 지부 설치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 폐지

② 위임․위탁업무 관련 부당한 규제 개선
☞ 회비 미납회원에 대해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각종 확인서 발급
을 제한하는 규정 폐지

③ 협회의 회원(사)에 대한 과잉규제 개선
☞ 협회 가입을 의무화하거나 협회 탈퇴시 총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회원
의 자유로운 가입․탈퇴를 제한하는 규정 폐지

④ 국민생활관련 행정편의적 규제 개선
☞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차량의 자진납부시 부가통행료(10배) 면제
☞ 신규채용자에 대한 학력 및 연령 제한기준 개선 또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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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준공공기관의 유사행정규제 일제 정비 추진중

4. 규제개혁 추진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

 규제개혁 체감도

□ 일선 규제 집행관행 및 행태개선 미흡

ㅇ 그간의 규제개혁이 규제내용의 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되어, 실제 규제가 집
행되는 일선 현장의 규제 집행관행 및 행태개선에는 상대적으로 미흡

ㅇ 규제개선방안 확정후 법령 및 지자체의 조례․규칙 정비 등 후속조치 이행상황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여 최종적인 제도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

□ 행정규제 수의 지속적 증가

ㅇ ‘98～’99년 기존규제 일제정비 이후 2001년부터 규제 수 지속증가(연간 200
건 정도)

ㅇ 특히, 신설규제는 폐지 규제보다 규제의 강도나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식

□ 규제개혁에 대한 홍보 및 교육 부족

ㅇ 규제개혁 추진실적 및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가 부족하여 일반국민의 인
식이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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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규제개혁에 대한 성과분석, 국민만족도 조사 등 성과 평가와 이를 피드백하
기 위한 시스템 미비

ㅇ 규제개혁의 내용에 대한 일선 공무원의 인식이 부족하여 개선내용이 실제 집
행과정에 반영이 지체되는 현상

 부처 자율규제개혁 추진

ㅇ 각 부처의 규제개혁이 절차완화, 서류 감축 등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중복
규제 등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정비가 미흡

ㅇ 부처의 규제담당부서 및 담당인력의 역할에 한계가 있으며, 부처 자체 규제
심사위원회도 형식적으로 운영

ㅇ 부처의 자발적인 규제개혁을 유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미흡

 규제개혁위원회 역할

ㅇ 규제개혁위원회가 각 부처의 신설․강화규제 심사에 치중
- 규제개혁 기본방향 설정, 각 부처 규제개혁 지원기능 등에 대한 역할 미흡

ㅇ 규재개혁위원회와 정책조정회의체, 부처 자체 심사위원회간 연계가 부족하
여 규제 입안단계에서 의견조율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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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규제개혁담당 실무인력 및 전문성 부족
- 잦은 인사이동, 부처 직원 파견근무 등

5. 향후 규제개혁 추진과제
< 목

표 >

◇ 국민․기업의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
- 현장 중심,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지속 추진
- 규제 집행 관행 및 행태 개선
◇ 부처 자율적인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
- 각 부처의 규제개혁 추진 의지 및 역량 제고
- 부처 규제개혁 실적에 대한 평가 및 지원 강화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개선
-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 및 역할 재정립

 국민․기업의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

□ 수요자․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지속 추진

ㅇ 경제계에서 요구하는 규제개혁과제 적극 추진
- 다수부처가 관련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덩어리규제의 지속적인 정비
- 대기업규제, 수도권규제 등 정책적 규제사항에 대한 개선은 로드맵에 따라
추진

ㅇ 경제계 및 기업현장의 의견수렴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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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계, 관계전문가 및 지방순회 간담회 등의 주기적 개최

ㅇ 현장의 기업․국민 불편사항 적극 해소
- 현장에서 규제로 인한 불편 사항을 직접 접수, 해결방안 마련

□ 규제정비 방식 개선

ㅇ 성과지향적 규제 정비
- 제도적 측면에서의 규제 완화(허가 →신고) 차원을 넘어 실제 집행절차
및 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개선
(예) 인․허가 관련 부서의 합심제 운영 의무화등
- 기존 규제제도의 틀 안에서 부분적으로 개선․완화하는 차원을 벗어나 규제제
도 자체를 새로 설계하는 방식으로 접근
- 겉으로 드러난 법령상의 규제정비에서 고시․지침 등 실제현장에서 나타나
는 규제정비에 초점

ㅇ 규제체계를 Positive 방식에서 Negative 방식으로 전환
- 사전적이고 원칙적 규제방식(Positive System)에서 사후적이고 예외적
규제방식(Negative System)으로 전환
- 우선 금융 등 가능한 분야부터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 사전적 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위반자에
대한 적발, 처벌 등을 강화

ㅇ 규제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규제 정비
- 규제의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검토하여 주어진 규제목표에 대해 최선의
규제수단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여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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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수율이 낮은 비현실적인 규제는 기준을 현실화하거나 다른 정책 수단으로
대체

□ 확정된 개선방안의 사후관리 강화
ㅇ 규제개혁 과제의 세부 개선방안에 대한 정기적 점검
- 분기별로 점검하되, 중요과제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
- 규제정비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ㅇ 위임사무의 관리 강화
- 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규제의 법령 개정사항을

신속히 통보하

고, 관련조례․규칙의 개정상황 확인․점검

□ 규제집행 관행 및 행태 개선

ㅇ 유권해석 제도의 합리적 운용
- 법령해석심의회 운영을 통한 유권해석기간 단축
- 질의회신집 발간․배포 및 인터넷 게재

ㅇ 감사방식 개선
- 작위 중심적인 감사에서 부작위 행위에 대한 감사로 전환
- 처벌․적발 위주에서 지도․제도개선 위주로 전환

ㅇ 일선 공무원에 대해 단순 집체교육 대신 시뮬레이션, 실습위주의 교육 실시

□ 규제개혁에 대한 홍보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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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규제정비 개선방안 마련시 고객집단을 대상으로 성과홍보 실시

ㅇ 피규제집단, 관계전문가를 대상으로 규제만족도 조사 실시

□ 신설․강화 규제의 효율적 관리

ㅇ 규제영향분석 제도 개선
- 정책 입안단계에서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여 입법예고시 공표
* 행정규제기본법(국회 제출중)에 반영
- 규제영향분석 대상을 중요규제로 한정하고, 비중요규제는 생략 또는 간이
분석
- 규제영향분석기법 연구․발전 및 규제담당공무원 교육 강화

ㅇ 행정규제 분류기준 조정
- 행정규제 분류기준을「행정행위」단위에서 「기능 또는 정책단위」로 개편
추진

ㅇ 신설강화규제의 관리 강화
- 자율적인 규제총량제를 도입, 무분별한 규제증가 억제
- 신설강화규제 심사시 당해법령의 규제정비 요구권 신설 추진(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에 반영)
※ 의원입법에 의한 규제신설 및 강화 관리방안 강구 필요(국회내에 신설․강화규제
에 대한 사전심사 체계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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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 자율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

□ 부처 자체 규제개혁 추진역량 강화

ㅇ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
- 규제개혁 담당부서 및 담당직원 보강 등

ㅇ 자체 규제개혁위원회 역할 강화
- 경제계․시민단체 등 각계 대표, 관계 전문가 등 민간위원 중심으로 위원 구성

- 대면회의 위주 심사 등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여 규제개혁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 기능 수행
* 행정규제기본법(국회제출중)에 자체 규제개혁위원회 법적근거 마련
□ 부처 자율 규제개혁 유인시스템 마련

ㅇ 부처별 규제개혁 평가 시스템 도입
- 부처 규제개혁 추진노력, 실적, 만족도 등을 종합평가(금년부터 추진)
- 규제개혁 우수기관 및 직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 강화

ㅇ 규제개혁 평가결과를 부처 기관평가에도 반영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개선

□ 위원회 역할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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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규제개혁의 기본방향 제시, 규제개혁 관련 제도개선에 중점
- 부처 자체 규제개혁에 대한 컨설팅, 심사기법 교육 등 지원 역할

ㅇ 신설․강화규제 심사는 중요규제로 한정
- 비중요규제는 부처 자체심사에 일임

ㅇ 위원회 위원수 확대 추진(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에 반영)
- 현재 20인 이내 → 25인 이내로 확대

□ 규개위와 부처간 파트너쉽 강화

ㅇ 부처와의 규제개혁 간담회 개최
- 규개위원, 사무국 및 부처 관계자가 참여하는 간담회 실시
- 각 부처의 규제개혁 추진방안 및 업무 협조방안 논의

ㅇ 규제개혁 위원별로 부처를 지정, 부처 규제개혁 업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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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핵심덩어리 규제개혁 주요내용
시기

과제명

주요 내용

‘04.8 ㅇ창업․공장설립

- 공장용지 공급확대 등 35건

‘04.9 ㅇ골프장 건설

- 중복 인허가 절차 통합 등 28건

‘04 .11

‘04 .12

‘05. 1

ㅇ대형 유통점

- 교통영향심의와 건축심의 통합 등 29건

ㅇ행정조사제도

- 자율신고제 도입, 중복조사 통폐합 등 69건

ㅇ물류신설투자

- 산업단지내 물류시설용지 조성원가 분양 등 15건

ㅇ대학행정규제

- 교원 배치, 파견제한 완화 등 학사․학칙 자율성 확대 18건

ㅇ재래시장 활성화

- 시장등록요건 완화, 재개발 절차 통합․간소화 등 18건

ㅇ자치단체규제

- 인허가시 중앙부처 사전의견청구제 도입 등 48건

ㅇ건설산업규제

- 분리발주, 하도급제도 등의 기본방향 결정(추가 검토)

ㅇ민간 SOC 투자

- 사업추진절차 및 기간 단축(3년→1년) 등 7건

ㅇ항공운송규제

- 운임 등 인․허가사항 축소 등 21건

ㅇ문화․예술 창의성

- 영상물 심의기준 구체화, 중복심의 통합 등 41건

ㅇ공동주택

- 택지개발시 토지수용요건 완화(소유자 2/3→1/2동의)등 25건

ㅇ소규모건축

- 다수부서 관련 인허가 일괄협의제 도입등 13건

‘05. 3 ㅇ육상운송규제
ㅇ해상운송규제

- 선박 등록 일원화, 항만시설 공사시 중복승인 통합등 28건

ㅇ직업훈련제도

- 훈련대상자가 훈련기관을 선택 허용 등 38건

ㅇ교통관련 제도

- 자동차 정기검사․정밀검사 통합 등 30건

‘05. 5 ㅇ법인설립 개선

‘05. 7

‘05. 8

- 버스터미널에 허용되는 편의시설 확대 등 23건

- 최저자본금 축소 등 4건

ㅇ전자상거래

- 오프라인과 중복 신고 통합 등 36건

ㅇ신기술신제품 규제

- 신기술인증 유효기간 연장(3년→10년) 등 53건

ㅇ관광레저규제

- 인허가 절차 단축(10단계, 4년→5단계, 27개월) 등 32
건

ㅇ행정내부규제

- 지방세, 수수료 등 공과금의 신용카드 납부 확대 등 39건

ㅇ유사행정규제

- 협회등의 회원가입의무 폐지 등 1,277건

ㅇ산업단지 규제

- 산업단지 입주업종 기준 확대 등 27건

ㅇ공공정보이용활성화

- 개인주소변경시 정부시스템을 이용한 일괄통보 등 18건

ㅇ농수산물 유통규제

- 도매시장 법인 영업범위 확대 등 31건

‘05. 9 ㅇ표시광고규제
ㅇ사업자 교육

- 일반식품의 허위과장광고 단속범위 현실화 등 39건
- 보수교육, 사업자교육 부담 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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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규제혁신 방안
(김홍석 중소기업특별위원회)

1. 중소기업관련 규제혁신의 필요성

□ 기업규제는 건국이래 지속 신설되어 온 반면, 경제 자율화 등 시대환경변화에 따른
폐지는 지연
◦ 사회문제 발생시, 규제수요자에 대한 고려 없는 규제신설로 기업관련 규제가 누
적적으로 증가
◦ 특히, 규제간 상호 중첩성․연관성 등으로 인해 기업규제구조의 복잡성이 증가

□ 이로 인해, 기업이 부담하는 규제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기업경쟁력
약화 주요 원인으로 작용
◦ 특히, 국가간 기업이 부담하는 규제비용의 차이는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저해하
고 있으며,
◦ 이러한 규제비용은 상대적으로 규제대응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성장경로
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이렇듯, 기업 및 중소기업관련 규제개혁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 분야별, 단위규제별 개별검토를 통한 기존방식의 규제개혁 추진만으로 경제활력
을 이끌어 내는데는 한계 노출
※ 규제완화 체감도 조사결과 (‘05.6, 중기특위) “규제가 별로 완화되지 않았다”가
53.1%,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가 11.3%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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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규제개혁 틀을 넘는 혁신적 규제개혁 방안의 모색 필요

2. 중소기업관련 규제혁신 방안

< 중소기업 규제혁신 주요내용 >
◇ 필수불가결한 규제를 제외한 여타의 규제는 적용을 전면배제하는 네거티브적 규
제혁신 시스템을 도입
◦ 전면적인 도입을 위한 사전 검토단계로서, 일정지역에 국한하여 한시적(2～3
년)으로 실시
- 대상기업 : 계획입지(국가․지방․농공단지)내에 소재한 중소 제조업체 및 관
련 서비스업체
◦ 한시적 적용기간 종료 후 효과성 평가를 통해 모든 중소기업 및 대기업 등으
로 적용확대 여부를 결정

 중소기업 관련 규제 분류
◦ 산업단지내 중소제조 및 서비스업체에 반드시 적용되어야할 필수규제를 각 부처에서
제출
◦ 제출된 규제중 다양한 규제대안 적용이 가능한 혁신대상 규제 선별

 산업단지내 중소기업 규제혁신 특례법 제정
◦ 규제담당부처와 협의를 통해 혁신대상 규제를 선별
◦ 특례법에 명시된 규제만 적용되고, 그 외 중소기업관련 규제는 일괄 적용 배제하는 내
용으로 법안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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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관련 규제 분류

□ 부처가 산업단지내 중소기업에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출한 2,612건 규제를 검토
◦ 규제의 필요성, 산업단지 특수성 및 규제준수부담 등을 고려하여 검토
◦ 이러한 검토를 통해 규제혁신 유형에 따라, 필수․개선요구․집행배제․비관련으로
분류
< 총괄표 >
계

필수

개선요구

집행배제

비관련

2,612

676

180

667

1,089

□ 중소기업관련 규제 분류 유형

<필수 규제>
◦ 산업단지내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로서 중소 기업에 부담이 되나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규제
예)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설정, 식품 유통기한 설정, 화약류의 사용 허가 등

<개선요구 규제>
◦ 규제의 내용을 개선하여 규제준수부담의 경감이 가능한 규제
예) ‘사업주에 대한 보존 서류의 범위’의 경우 보존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그 범위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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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배제 규제>
◦ 산업단지내 중소기업에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타당한 규제로 세부적으로 부담경감․
산업단지차원 자율․성과화로 구분

예) ‘식품관련 광고 사전심의 운영 규제’의 경우 사전 심의에 따른 행정적 준수부담과 경제적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한편 허위 광고 및 과장광고는 소비자 의식 성장 및 각종 시민
단체에 의해 여과가 가능하므로 집행 배제(부담경감규제)

예) ‘수질환경 관리인의 관리 및 준수사항 규제’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
하여 지켜야 할 사항들을 산업단지차원의 자율규제로 정하고 자율감시위원회가 그 집행
을 수시로 점검하는 자율규제 체제로 운용(산업단지차원자율규제)

예)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만 설정(기본규제)’하면 시설 종류, 규격, 시험방법, 가동 개시
신고, 운영기록보존, 자가측정의무, 관리인 임명 및 신고 등 기본규제의 목적 달성을 위한
다수의 수단적 규제는 집행 배제(성과화규제)

<비관련 규제>
◦ 중소기업과 관련이 없거나, 적용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아 별도의 조치가 불필요
한 규제
예) 개인관련규제, 기업이 아닌 협회 등 기관․단체 관련 규제, 대기업 관련 규제, 자
격 및 인증관련 규제, 제조업 및 서비스업종이 아닌 규제 등

(2) 산업단지내 중소기업 규제혁신 특례법

□ 네거티브(Negative) 형식에 따른 규제혁신
◦ 특례법에 명시된 규제만 적용하고, 나머지 규제들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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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규제대안을 통한 규제전환
◦ 기존의 명령-지시 위주의 규제구조를 피규제자의 자발적 준수를 유도할 수 있
는 규제대안으로 전환
◦ 규제대안 집행시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감안, 기존 규제방식으로 환원하는 절차
마련

□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 규제신설시, 신설 규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분석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이 완화되는 규제대안 모색
◦ 적용규제 중, 규제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규
제를 발굴하여 규제대안 모색

『중소기업규제혁신특례법』 구조
신규규제
→규제영

적용할

자율규제

적용규제 규제 개선규제

향분석

기존규제를
기존규제

일정부분

대로 적용

개선하여

공동준수규

자율준수규

제
기업집단이구

제

성한

개별기업이

운영위원회에

자율적

서 자율적

준수․집행

적용

준수․집행
규제조정,
규제조사

(3) 특례법 세부내용

1) 네거티브(Negative)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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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규제완화법(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
제특례법)은 완화대상 규제만을 나열

□ 반면, 특례법은 적용대상 규제만을 법률에 규정하고 규정되지 않은 규제는 적용
배제하는 네거티브 법구조로서,
◦ 상호 중첩․연관되어 있는 복잡한 규제구조를 근원적으로 혁신

2) 규제대안 적용

□ 특례법을 통해 도입하고자 하는 규제대안에는 규제적용배제, 개선적용규제, 공
동준수규제, 자율준수규제가 있음
◦ 규제적용배제는 네거티브 법형식으로 특례법에 적용되지 않은 규제가 해당하
며,
◦ 개선적용규제는 현재 규정내용을 완화시켜 적용

□ 그 외의 규제들은 집행단위(개별기업 혹은 집합적차원) 별로 적합한 규제대안으
로 전환
◦ 개별기업단위인 경우는 자율준수규제 중심으로, 집합적 차원인 경우는 공동준수규
제 중심으로 규제대안을 적용

□ 이러한 규제대안 집행 후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설문조사 및 효과성분석과 부처의견을 종합, 중소기업특별위
원회 회의시 규제대안 적용여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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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준수규제 집행 >

◦ 공동준수규제는 기업집단이 집단내 공동규제준수프로그램을 수립, 자발적 조정을
통해 개별 기업들간 규제준수를 확보하는 방안
- 중기특위 분류시 산단차원 규제를 공동준수규제로 전환
◦ 집행체계도
① 가이드라인 제시

중기특위는 공동준수규제 집행시 반드시 포함되어야할 사항을
발표

↓
② 운영위원회 계획서 제출

가이드라인을 참고, 공동준수규제 집행계획을 중기특위에
제출

↓

③ 집행계획서 검토

중기특위는 집행계획서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에 수정

↓
④ 운영위-중기특위
협약체결

운영위원회와 중기특위 협약 체결 (공동준수규제집행계획서)

↓
⑤ 집행결과 보고 (연말)

협약시 명시된 기간에 집행결과를 중기특위에 보고

↓
⑥ 협약이행점검

중기특위에서 협약시 명시된 방법으로 협약이행여부 점검

↓
⑦ 공동준수규제대상여부
결정

중기특위는 향후 공동준수규제 지속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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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준수규제 집행 >

◦ 자율준수규제는 개별기업이 스스로 자신들의 규제준수프로그램을 수립, 중기특위
와 협약을 체결하는 방안으로,
- 중기특위 분류시, 성과화 규제 및 일부 집행배제 규제를 자율규제로 전환
◦ 집행체계도
① 가이드 라인 제시

중기특위는 개별 기업이 자율적으로 규제를 준수할 경
우 반드시 포함되어야할 사항을 발표

↓
② 개별기업의 신청․접수

가이드 라인을 참고, 자율준수를 원하는 기업은 자율준
수계획서를 중기특위에 제출

↓
③ 자율준수규제 집행대상
선정

개별기업에서는 계획서에 가이드 라인이 포함된 경우
자율준수규제 집행대상기업으로 선정

↓
④ 기업-중기특위 협약체결

기업과 중기특위 협약 체결 (자율준수계획서 첨부)

↓
⑤ 집행결과 보고

협약시 명시된 기간에 집행결과를 중기특위에 보고

↓
⑥ 협약이행점검

중기특위에서는 협약시 명시된 방법으로 협약이행여부
점검

↓
⑦ 자율준수규제대상여부
결정

중기특위는 향후 자율준수규제 지속이 가능한지 여부
를 판단

< 규제대안 조정절차 >
◦ 담당부처에서 규제성격상 규제대안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 기존규제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
◦ 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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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처의견제시

규제대안 집행에 따라 발생된 사회문제 및 사회적비용
을 적시하여 의견제시

↓
② 규제대안 효과성분석

규제대안 집행 효과성 평가를 위해, 설문조사 및 규제
대안 효과성 분석을 실시

↓
③ 중기특위 회의개최 확

부처의견 및 효과성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중기특위 회

정

의시 기존규제방식 전환여부 확정

↓
④ 특례법 개정

확정된 내용에 따라 특례법 개정

3) 규제개혁 시스템 도입

□ 중소기업관련규제의 지속적인 개혁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 신설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규제대안 적용여부를 검토
◦ 적용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및 규제분석을 통해 규제개혁 과제를 발
굴

< 규제신설시 규제영향분석 >
◦ 중소기업관련 규제가 신설될 경우, 규제신설 부처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 중소
기업규제 영향분석을 제출
- 규개위에서는 영향분석서를 중기특위에 통보하고, 중기특위는 규제에 대한 검
토의견(개선권고, 대안제시, 규제철회 등) 통보
◦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중기특위 검토의견을 규제신설부처에 통보하고,
- 관련부처의 조치결과를 참고하여 특위회의시 심의․의결을 통해 특례법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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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규제 발굴 >
◦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서는 적용규제 중 중소기업자에 대한 설문조사 및 정책연구
를 통해 혁신대상 규제를 발굴
- 발굴된 규제에 대한 부처의견을 수렴한 후,
◦ 중기특위 회의시 규제대안 적용여부에 대한 심의․의결후 특례법 개정

3. 중소기업 규제혁신 추진경과

□ 중소기업특별위원회 회의 개최(´04. 9. 2)
◦ 중소제조업 관련 규제혁신을 추진하기로 대통령께 보고

□ 부처 소관 중소기업 필수규제 파악 (‘04.10~’05.2월)
◦ 21개 부처에서 2,612건 제출

□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규제 애로 현장 조사(´05.4~6월)
◦ 권역별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CEO 간담회
◦ 지자체 및 유관기관이 수집한 규제애로 접수
◦ 우편 및 면접 설문조사

□ 부처 제출 규제의 D/B 구축 및 평가․분류(‘05.3~7월)

□ 중소기업특별위원회 회의시 추진계획 보고(´05.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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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특위와 규제개혁기획단 합동 추진팀(7명) 구성(´05. 7.29)

□ 규제개혁 관계 장관회의 개최 (‘05. 8. 30)

□ 중소기업 규제혁신 방안 당정협의 (‘05. 9. 21)

□ 평가․분류한 규제에 대하여 관계부처 협의 (현재진행 중)
◦ 1차 부처의견 수렴 및 개별규제 검토 완료
◦ 부처가 제출하지 않은 규제에 대한 중소기업관련 여부 검토
◦ 부처협의시 쟁점사항에 대한 현지조사

4. 규제혁신 추진시 장애요인

☐ 중소기업관련 규제 구분기준의 모호성
◦ 행정규제기본법상 등록된 규제 중 중소기업관련규제 구분기준이 모호하여, 특례법
에서 적용배제규제와 비관련규제구분이 어려움

☐ 규제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의 부족
◦ 규제혁신기관이 규제담당 부처보다 해당분야에 대한 지식과 현장경험이 부족
하여,
◦ 부처협의시 부처가 제출한 다양한 규제존속 논리에 대한 반박이 곤란

☐ 규제담당부처의 이중적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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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차례의 중기특위 회의시 관련 규제담당 부처들은 규제혁신 계획에 대해서
공감하였으나,
◦ 규제혁신을 위한 부처협의에서는 소관규제 혁신은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
☐ 규제부처의 사회적 문제 발생에 대한 우려
◦ 규제부처에서는 특례법에 의한 다수의 규제가 일시에 적용 배제되는 경우, 예상
하지 못한 사회적 문제 발생에 대한 책임소재를 이유로 규제혁신에 반대 입
장 표명

5. 장애요인 극복을 위한 전략방안

 부처가 제출하지 않은 규제의 중소기업관련성 여부를 검토하여, 현재 추진중인 규
제특례법에 의하여 적용제외되는 대상규제를 명확히 파악
 부처협의시 쟁점사항으로 분류된 규제에 대한 현장감 있는 혁신 필요성 검토를 위
해, 현장조사를 통한 중소기업 규제부담을 조사

(1) 산업단지내 중소기업 관련규제 분류

□ 산업단지내 중소기업 관련․비관련성 여부는 중기특위․산단공으로 구성된
T/F팀을 통해 검토

□ 중소기업관련 기준 및 검토대상 규제범위 설정 (10.20～21)
◦ 구분기준은 중소기업 관련성, 기업활동 관련성, 업종 관련성, 산업단지관련성 등으
로 구성
◦ 검토대상 범위는 필수․개선요구․집행배제로 합의된 규제 및 쟁점사항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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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한 규제 (약 7,000건)

□ 중소기업관련 팀별 분류 (10.24～11.8)
◦ 4개 팀(특위1+산단공1)을 구성하여, 팀당 검토규제 부여
◦ 특위직원은 중소기업 기업활동 관련성 여부를, 산단공 직원은 업종기준 관련성
을 검토
◦ 팀별로 중소기업 관련성 검토가 곤란한 경우는 보류

□ 중소기업관련 최종검토․확정 (11.9～10)
◦ 팀별 검토 결과 보류된 규제목록에 대한 중소기업 관련성 여부 판단

(2) 쟁점사항 규제 현지조사

□ 쟁점사항으로 분류된 규제에 대한 검토의견은 중기특위․규제개혁기획단으로 구
성된 T/F팀을 통해 진행

□ 쟁점사항 검토 준비 (10.20～10.25)
◦ 쟁점규제를 부처별로 분류한 후 개인단위 검토계획 수립
◦ 현장조사 및 설문조사는 산단공의 협조하에 진행

□ 쟁점사항 1차 검토 (10.26～11.7)
◦ 개인별로 현지조사 및 설문조사를 통해 기존 검토의견서를 보완할 수 있는 사례
및 논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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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사항 2차 검토 (11.8～9)
◦ 개인별로 검토가 어려운 쟁점사항에 대한 T/F회의를 통한 2차 검토

□ 개별규제에 대한 검토의견 확정 (11.10)
◦ 1․2차 검토를 바탕으로 개별검토의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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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과 경쟁당국의 역할

이동규(공정거래위원회)

Ⅰ. 추진배경 및 연혁
1. 추진배경

□ 시장경제가 원활하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경쟁제한적 행위를 시정하는
것 못지않게 정부의 경쟁제한적 규제(소위 정부의 실패)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

ㅇ 특히 우리나라는 개발연대 정부주도하의 압축성장 과정에서 만들어졌던 불합리하거
나 경쟁제한적인 규제가 아직도 적지 않게 잔존

ㅇ 기술발전, 개방화 등 경제․사회 여건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과거 “규제의 유용

성”은 한계를 노출

ㅇ 경제활동에 있어서 과도한 정부규제는 시장의 자유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창업, 고용,
기술혁신을 저해하는 등 폐해를 초래

□ “규제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쟁정책”과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세계

각국에서

경쟁당국이

규제개혁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

(competition advocacy role)을 수행

ㅇ 규제개혁 역할은 경쟁당국의 고유하고 본질적인 기능의 하나임

* 규제의 핵심적인 내용은 시장진입, 가격, 사업활동 등 경쟁제한적인 규제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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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개혁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신규사업자에 대한 진입 방해,
가격담합 등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엄격한 감시 및 법집행이 필요

ㅇ 경쟁당국은 특정산업과 관련이 없는 제3자적․중립적인 위치에 있다는 장점을 가지
고 있음
ㅇ OECD 등에서도 규제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쟁정책과 연계되어야 함을 천명하
고, 경쟁당국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

〈‘97년 OECD 규제개혁 7대원칙 권고내용〉
① 규제개혁계획을 채택할 때, 정치적 수준에서 명확한 목표와 실행체제를 마련할 것
② 규제가 본래의 도입목적에 효과적으로 부합되도록 규제의 체계적인 재검토를 실
시할 것
③ 규제와 규제설정 절차가 투명하고 무차별이며 효과적으로 적용되는지를 확인할
것
④ 경쟁정책을 검토하고, 필요한 분야에서는 경쟁정책의 범위, 유효성과 집행을 강
화할 것
⑤ 경쟁을 도모하기 위하여 모든 분야에 대한 경제규제를 개선해야 하며, 공공이익
을 도모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뚜렷한 증거가 없는 규제는 철폐할 것
⑥ 국제협약의 이행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원칙의 활용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무역
및 국제투자장벽을 제거할 것
⑦ 여타 정책목표와 규제개혁의 상호관계를 파악하고 개혁을 도모하는 동시에 여타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할 것

□ 경쟁당국인 공정위에서 기존규제의 개혁과 신설 규제의 억제 등 경쟁제한적 규
제개혁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
ㅇ 공정거래법이 제정․시행된 ‘81년부터 경쟁제한적 법령에 대한 사전협의제도를 도
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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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 제63조(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등)에서 각 부처가 경쟁제한적
인 법령, 예규, 고시 등을 제․개정하거나 승인, 처분 등을 할 때에는 공정위와
사전협의 내지 통보하도록 의무화
※ 사전협의 내지 통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사후에 시정의견의 제시가 가능

2. 연혁

□ 경쟁당국인 공정위는 규제완화가 본격추진된 ‘80년대 후반부터 규제완화 작업
에 참여해 왔으며 그 기능도 강화

ㅇ ‘88년부터 정유, 운수 등 10개 산업을 규제완화 대상산업으로 선정하고 개선추진
* 이 과정에서 규제완화(deregulation)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

ㅇ ‘90～92년에 추진된 「경제행정규제완화실무위원회」를 통한 경제행정 규제완화 작
업의 주관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ㅇ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독립한 ‘95년 이후 건설․통신․에너지․금융 등
주요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기존 규제의 개혁 작업을 추진하는 한편 경쟁제한법령
사전협의제도를 통해 신설규제의 억제를 도모

□ ‘97년 4월 경제분야 규제개혁 작업을 당시 재정경제원에서 이관받아 「경제규
제개혁위원회」를 설치, 147건의 기존규제를 폐지 또는 개선

ㅇ 경제분야 규제개혁의 실무작업을 위해 공정위에 「규제개혁작업단」을 설치․운영
* 주거지역에 비공해 소규모공장 설치 허용범위의 확대, LNG 수출입승인제도
폐지, 국제항공노선 복수취항 요건 폐지, 산업단지내 물류시설업체 입주제
한 완화, 화장품 병행수입관련제도 개선 등
□ ‘98. 3. 대통령 소속의 “규제개혁위원회”를 신설하여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일원
화(행정규제기본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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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정위 위원장은 규제개혁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여 규제개혁 업무를 추진

ㅇ ‘00년부터 국무총리 훈령(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위
에「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을 설치․운영
- 진입제한 행정규제와 공정거래 관련 규제개혁과제 및 규개위가 의뢰하는
규제개혁과제의 조사․연구를 담당

□ 특히, ‘99년도에는 카르텔일괄정리법을 제정하여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의 보수
자율화, 탁주 공급구역 제한 철폐, 단체수의계약 품목축소 등 18개 법률상의
20개 카르텔을 폐지

Ⅱ. 참여정부 출범이후 추진실적
1. 2004년도 법령상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가. 추진경과

□ 공정위가 발굴한 경쟁제한적 규제를 한국규제학회가 검토하여 개선대상으로 건
의한 152개 규제중 ‘04년도 부처협의대상과제 113개를 선정
ㅇ 서비스산업 규제(88개)는 재경부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시책”과 연계하여 개선
추진

* 23개 서비스산업별 T/F 및 총괄 T/F 논의, 부처간 최종협의 후 국무회의 보고(‘04.10.12)

ㅇ 비서비스산업 규제(25개)는 공정위와 관련부처(10개)로 구성된 T/F 및 경제장관간담
회 등에서 개선방안 논의

□ 113개 과제에 대한 부처 협의결과 56개 과제를 폐지․개선하기로 관계부처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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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개)
구분

대상과제

폐지․개선

장기검토

기타(C과제)*

서비스
비서비스

112
40

43
13

45
12

24
15

계

152

56

57

39

* C과제 : 경쟁제한성이 없는 과제 또는 경쟁제한성이 있더라도 다른 이유로 존치해야 될 과제

나. 추진성과(56개 폐지․개선과제)

□ 유형별로는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제도가 24건으로
가장 많음

ㅇ 그 밖에 진입제한 제도, 정부의 가격제한제도, 카르텔을 유도하는 제도 순임.

구분

사업활동제한

진입제한

가격제한

카르텔

계

서비스

21

10

9

3

43

비서비스

3

6

3

1

13

계

24

16

12

4

56

□ 산업부문별로는 방송․문화 부문이 12건, 건설․교통 부문이 7건, 의료․제약
부문이 6건임.

구분

방송,
문화

건설
교통

의료
제약

농업

노
금
환경
동
융

정보
통신

법률

교육

기타

계

서비스

11

6

6

-

4

3

3

2

2

2

4

43

비서비스

1

1

-

5

1

1

-

-

-

-

4

13

계

12

7

6

5

5

4

3

2

2

2

8

56

□ 부문별 주요개선내용(예시)

① 정부가 최고가격을 정하거나 수수료를 고시하는 등 시장에서의 가격결정을
저해하고 카르 텔 형 성을 유도하는 제도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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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법무사 보수기준 : 대한법무사협회가 법무사 보수기준을 회칙으로 정하는 제도
를 일정한 유예기간 부여 후 폐지(추진중)
ㅇ 부동산 중개수수료 제한제도 : 건교부장관이 수수료 하한선을 정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비주거용에 대해서는 시․도의 개입근거를 삭제(추진완료)
ㅇ 신용정보 이용수수료 최고한도 설정제도 :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신용
정보이용수수료의 최고한도 폐지(추진완료)

② 시장진입장벽을 철폐하여 사업자간 경쟁체제 강화
ㅇ 단체수의계약제도 : 동제도를 폐지하고 중소기업자 보호를 위한 대체방안
(중소기업간 경쟁체제) 마련(추진완료)
ㅇ 중소기업고유업종 제도의 단계적 폐지 : ‘06년까지 현재의 45개 업종을 모
두 폐지(추진완료)
ㅇ KS인증관련 교육기관 제한제도 : 현재 1개(한국표준협회)기관이 독점하고 있는 교
육기관을 복수화하여 경쟁체제 도입(추진중)

③ 방송의 재송신제한, 방송광고 대행의 독점 등을 개선하여 문화 및 방송 산업의
자율성을 강화
ㅇ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 : 유선(위성)방송사업자가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경우
보유채널수의 10%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20%로 확대(추진완료)
ㅇ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방송광고 독점대행 : 끼워팔기 등 불공정거래행
위, 방송광고료 왜곡 등 현행 독점체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문화관광
부에서 방송광고시장의 경쟁체제 도입방안을 마련(추진중)

④ 의료․제약 산업에 있어서 의약품 유통, 법인약국 설립 등을 자율화함으로써 의료․
제약 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ㅇ 100병상 이상 병원의 의약품 구매 제도 : 반드시 도매상을 경유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되, 보건복지부가 구체적 추진일정 수립(추진중)
ㅇ 법인약국 설립 금지제도: 약사가 법인을 설립하여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가 마련(국회심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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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사업자의 자율성이 저해된 부문에 대한 규제개선
ㅇ 변호사 광고제한 : 대한변호사협회가 광고내용 및 매체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현행제도를 개선하여 변호사간 경쟁 강화(추진완료)
* 대한변협은 ‘04년 12월 “변호사업무광고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하여 팩스,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한 변호사광고를 소속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용
ㅇ 일반건설업자의 의무하도급 폐지 : 2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일정비율을 의
무적으로 하도급하도록 한 규정을 2007년부터 폐지하여 하도급 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함(추진완료)
ㅇ 석유정제능력 조정제도 폐지 : 산업합리화 등 광범위한 사유로 정부개입을 허용하
는 규정을 폐지하여 사업자의 경영자율성 확대(추진완료)

⑥ 특정 제품, 업체에 대한 과도한 정부지원 개선
ㅇ 우수체육용구(추진완료), 우수조달물품(추진완료), 안전인증제품(규개위 심사
중)에 대한 사용권장, 우선구매요청 등을 폐지하여 후발사업자의 시장진입
이 용이해지도록 개선

다. 향후계획

□ 폐지․개선과제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개정 등 개선방안을 실행하도록 소관부처
독려
ㅇ 국무조정실(규제개혁조정관실)과 함께 합의과제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
검[2차례(‘05.1, ’05.8) 점검]
〈참고〉 56개 폐지․개선과제 이행현황(‘05.10.31.기준)
개선완료

국회, 법제처 등 심의 중

정상추진

지연추진

21개

8개

17개

10개

□ 96개 장기검토과제 : 장기검토과제 중 가격규제, 진입제한 등 경쟁제한성이 큰
과제를 선정하여 중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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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5년도 경쟁제한적 예규․고시 개선

가. 추진배경

□ 공정위는 그동안 가격규제, 진입규제 등 법령에 의한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해
서는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

□ 하위규정인 예규․고시 등에도 경쟁제한적인 규제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나, 법
령과 달리 공정위와의 사전협의 실적*은 미미
* ‘03년(24건), ’04년(26건)
나. 추진현황

□ 경쟁제한적 예규․고시 136개를 발굴하여 각 부처 의견수렴 완료(‘05.4)

* 과제발굴시 전경련, 대한상의,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
무역협회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 136개 발굴과제의 경쟁제한성 여부 등에 대하여 한국규제학회 용역수행(‘05.
5～9)

〈규제유형별 주요과제〉
․ 진입제한: 국민주택기금 지원업무를 국민은행․우리은행․농협에만 위탁(건교부),
주류의 통신판매기관을 우체국으로 한정(국세청)등
․ 가격제한: 측정대행업 측정수수료 고시제도(환경부), 국유휴양림입장료와 시설사
용료 가격조정제도(산림청) 등
․ 사업활동제한: 시설대여업의 중소기업 의무비율제도(금감위), KT의 공익용 특수
전화번호 독점사용(정통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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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규제학회 용역결과, 총 136개 과제중 101개 과제(74%)에 대해 폐지 또는
개선 의견(폐지 56, 개선 45)
ㅇ 현재 용역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중

〈유형별 현황〉
(단위:개)
구분

폐지

개선

계

진입제한

21

17

38

가격제한

9

4

13

카르텔

1

-

1

사업활동제한

15

20

35

기타

10

4

14

총계

56

45

101

〈부처별 현황〉
금감위

국세청

노동부

재경부

복지부

건교부

농림부

산자부

해수부

10

1

3

13

9

12

3

15

16

환경부

특허청

문광부

식약청

조달청

중기청

산림청

방송위

정통부

9

3

8

5

8

10

1

2

8

계

136

다. 향후계획

□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최대한 합의 도출(‘05.10～11)
ㅇ 규개위(또는 규개개혁기획단) 등 관련기관과 협조 추진

□ 경제정책조정회의 또는 국무회의 보고 등을 통해 규제개선 결과 최종 확정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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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쟁제한 법령의 사전협의 활성화
가. 추진실적

□ 참여정부의 경쟁제한법령 사전협의 제도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
면서 ‘04년 이후 협의 건수가 대폭 증가
연도

총협의
건수

의견제시
건수

2002
2003
2004
2005*

381
361
430
516

36(9.4%)
46(12.7%)
44(10.2%)
40(7.7%)

반영
29(80.0%)
37(80.5%)
33(75.0%)
8(20.0%)

의견반영여부
미반영
7(20.0%)
9(19.5%)
4(9.1%)
0(0.0%)

진행중
0(0.0%)
0(0.0%)
7(15.9%)
32(80.0%)

* ‘05년도 통계는 9월말 현재까지 수치
나. 주요 사례
◈ 2003년도
ㅇ ｢철도사업법｣ : 건교부장관의 철도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운임․요금 조정 명령 등
개선명령권을 규정한 조항 삭제(가격규제)
ㅇ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에 관한 광고 행위 제
한에 대해 ｢표시․광고법｣ 등에 의한 규율이 가능하므로 개별 규정의 실익이 적다는
점을 들어 동 조항 삭제(사업활동 제한)
◈ 2004년도
ㅇ 「항공법」 : 건교부장관의 공동운항협정 또는 항공사간 제휴에 관한 계약 등의 인
가시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해 반드시 공정위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수정
ㅇ 「방송법」시행령 : 지상파 DMB 사업자가 DMB 시장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자율
적 판단에 따라 2개 이상의 형태로 채널을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사업활동
제한)
◈ 2005년도
ㅇ 「수산물양식재해보험법」 : 수산물양식재해보험사업을 수협중앙회만 특정하여 위탁
하도록 하던 제도를 개선하여 민간보험사 등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
공함으로써 진입제한 완화 (진입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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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향후 규제개혁 추진방향

□ 사건처리를 통한 법집행, 산업별 시장개선시책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기존의 경
쟁제한적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

□ 규제공급자가 아닌 규제수요자 중심의 규제개선을 추진
ㅇ 피규제자(규제수요자) 및 전문가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우선
규제개혁체감도가 큰 개선대상 산업부문을 설문조사 등을 통해 선정
※ 연차적으로 각 산업부문별로 전문가 용역을 실시하여 경쟁제한적 규제 발굴
ㅇ 경제단체로부터의 의견수렴 실적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주요 업
종별로 개별기업을 대상으로 방문조사, 설문조사 등을 통한 규제개선과제
발굴 추진
ㅇ 국민 누구나 손쉽게 공정위 홈페이지에 경쟁제한적 규제를 신고할 수 있도록 홈
페이지 개선(‘05.11월중 완료예정: 별첨 참조)

□ 경쟁제한적 규제를 사후적으로 시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
므로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적인 법령 등에 대한 사전협의제도를 활성화하여
신설규제를 최대한 억제

□ 규제개혁에 따른 효과를 실질적으로 거둘 수 있도록 기존 사업자에 의한 신규
사업자의 진입 방해, 가격 담합 등 경쟁제한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법집행을 지
속

Ⅳ. 규제개혁작업 추진상 애로점

□ 공정위의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발굴․시정역할(정부내 경쟁주창)에 대해 관
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인식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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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규제개혁작업 반대에 대하여 강력한 추진 시스템이
필요하나, 현재 공정위는 관계부처에 대해 시정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뿐 규제
개선을 강제할 수는 없음
※ ‘97년 경쟁제한규제개선 작업시와 비교

□ 규제개혁의 반대논리로 제기되는 실업, 보편적 서비스의 접근 곤란, 서비스의
질 저하, 안전․건강․소비자보호의 저해, 환경저해 등에 대한 설득논리가 부
족
ㅇ 규제개혁에 대한 과학적․계량적 분석기법의 개발 노력 필요

□ 규제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미흡
ㅇ 규제개혁의 추진 필요성을 설득(selling reform)시키는 체계적 추진전략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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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국민참여 규제개혁시스템 구축〉

□ 도입배경
ㅇ 기존에는 홈페이지상 「불합리한 규제접수」코너를 통해 경쟁제한규제 개선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에 대한 답변기능이 없는 등의 문제(복잡한
접근단계, 홈페이지상 유사기능코너와 혼선, 원활한 의견제시 기능 취약, 경쟁
제한 규제개혁에 대한 정보제공 장치 미비)

□ 운영시스템 체계
경쟁제한

경쟁제한규제

소관 국․과

처리결과

적규제

만족도 조사

작업단

협의

통보

접수

및 정책 반영

내부검토

□ 운영시스템 내용
ㅇ 개편되는 홈페이지(경쟁제한규제개혁)는 경쟁제한규제 제보자 입장에서 이
슈 제기가 원활하도록 개선
- 기존 제보자가 경쟁제한 규제개선코너에 접근하는 데 5단계가 소요되나, 이
를 3단계로 단축
(기존) 홈페이지→국민참여마당→의견마당→불합리한 규제접수→작성(5단계)
(개편) 홈페이지→국민참여마당→경쟁제한규제개혁→작성(4단계)
홈페이지→경쟁제한규제개혁(배너)→작성(3단계)
- 또한 건의․질의에 대하여 형식이나 분량제한은 폐지
ㅇ 단순한 이슈 제기 뿐만 아니라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내용
과 체계를 정비
- 질의․건의 사항에 대한 진행상황과 처리 결과에 대해 즉시에 수시로 답변
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건의․질의 사항처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 창과 당면과제에 대한 설문조사
및 토론방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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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질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취합․분석하여 정책자료로 활용

-「규제개혁 도서관」항목을 만들어 공정위의 경쟁주창활동, 법령협의, 해외
동향 등 정보를 제공
※ 개편된 경쟁제한적 규제 접수코너는 10월부터 실시(세부항목은 단계적 개
통)
- 현재(10.31)까지 총 6건 질의답변 완료
〈주요 답변사례〉
“LPG판매소 허가관련 사업장부지 폭8M도로이상 연접에 관하여(9.12)”,“114우선
번호 안내 서비스의 불합리성(9.2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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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을 향하여: 공산품 안전관리에의 자율안전확인제도
도입의 의의 26)
최형기(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I. 서론
기술수준의 발달과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각국 정부는 규제개혁을 촉진시키고 있는
추세로 규제체계의 유연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규제정책 수단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개혁은 공공의 안전, 환경 보호, 공정한 시장경쟁체제 운영, 자국 기
업체의 투자와 혁신 촉진을 통한 국제 경쟁력 확보를 수월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공산품 안전관리 분야에 있어서도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적합성 평가 방식을 유연
화하려는 노력이 있어 왔다. 안전관리를 위한 전통적인 규제방식은 자국 내에서 생산
되거나 자국 내로 수입된 각종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정부나 정부가 공인하는 제3의
기관에서 실시하는 조사, 검사와 인증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통적 규제방식은 정부나
기업 모두에게 상당한 비용 부담을 초래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비용 발생의 요인으로
는 제3의 인증기관에 의한 제품 출시 이전의(pre-market) 의무적 검사, 세계화의 진전
과 인증기관의 난립으로 유사한 기술기준에 의한 중복된 검사 또는 인증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제품 출하의 지연, 특히 정보기술 분야와 같이 제품의 생명주기가 짧은 경
우에는 치명적일 수 있으며, 제품 출하 및 수입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부작용
이 있어 왔다.
전통적인 규제방식을 유연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급자 자율안전확인제도(SDoC :
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가 개발․시행되어 그 실효성이 입증되면서 유럽
연합 등의 선진국에서는 정착단계에 있다(유럽위원회, 1999). 자율안전확인제도의 핵
심은 공급자 스스로 정부가 제시한 특정 안전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하면 의
무적으로 정한 별도의 사전검사가 없이도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자율적인 제도인 점
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율안전확인제도”를 공산품 안전관리제도의 근간으로 도입하여
운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부 개정을 추
진하여 국회 심사 중에 있으며, 금년 내로 공포될 전망이다. 이번 원고에서는 공산품
안전관리에 자율안전확인제도를 도입하는 의의 및 전망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26) 이 원고는 완성된 논문이 아니므로 인용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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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자율안전확인제도 개요
1. 개념
1) 정의
공급자 자율안전확인(SDoC : 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에 대하여 국제
표준인 “ISO/IEC 17050:2004 - 공급자 자율안전확인에 대한 일반기준”에 “공급자 스
스로 제공하는 제품, 프로세스, 서비스가 특정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음을 문서로 보
증하는 절차”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공급자가 유효한 증거를 토대로 하여
그들이 판매하는 제품이나 제공하는 서비스가 규범적 요건들에 부합한다는 것을 공급
자 스스로 보장하는 문서”라고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공급자”라 함은 제품, 프로세
스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이며, 제조자, 배급자(수입자, 판매자), 중개업자, 서비스
단체 등이 될 수 있다. 또한, “유효한 증거”라 함은 객관적인 요건을 갖춘 1자(공급
자), 2자(소비자) 또는 3자(공인기관)의 평가에 기초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2) 확인서의 주요내용
확인서에는 공급자 및 제품․프로세스 또는 서비스, 규격 또는 표준문서, 확인서에 서
명하는 자 등을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또
한, 확인서는 별도의 문서 형태를 취하여야 하며, 각 확인서는 참고사항을 기재하여
사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확인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확인서를 발행하는 공급자의 명칭 및 주소
② 제품, 프로세스 또는 서비스 관련 사항(예를 들면, 이름, 형식 또는 모델 번
호 및/또는 관련 보조정보)
③ 적합성 확인서
④ 표준문서
⑤ 확인서를 발행한 날짜 및 장소
⑥ 공급자를 대신하여 권한을 위임 받은 자의 서명, 성명 및 역할
또한, 확인서에는 적합성 평가 결과와 관련한 아래의 부가적인 정보를 추가할 수 있다.
① 시험소 또는 인증기관의 명칭 및 주소
② 시험성적서 참고사항
③ 관련 경영시스템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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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인정시험소 참고사항 등

2. 외국의 사례
1) 미국
미국은 1972년 「소비자제품안전법」을 제정하면서 공산품 안전관리방식으로 “자
율안전확인제도”를 채택하여 가장 먼저 시행하였다(NIST, 1999). 이는 1965년부터 제
조물책임법을 시행하여 제조물에 대한 책임이 공급자에게 있다는 점이 인식되어 있으
며, 임의인증제도(플로리다주 등 4개 주에서는 강제인증제도화하였음)인 UL마크 없이
는 미국시장에서 유통될 수 없을 정도로 유통업체, 보험회사 및 소비자들의 안전에 대
한 의식이 철저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2) 유럽연합
유럽연합은 각 회원국별로 1980년대에 제조물책임법을 시행하였으며, 1992년에는
「일반제품안전지침」을 제정하여 제품의 안전성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자율확인”토
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시장 통합을 추진하면서 그간 각국별로 운영하던 제품의 안
전관련 제도(영국 KITE, 독일 GS, 프랑스 NF 등)를 1993년 유럽연합 이사회 지침
(93/465/EEC)에 따라 “CE 마킹”으로 통일화하여 의무제도로 시행하고 있다(유럽연
합회, 1999). 여기서, CE는 프랑스어로 “Communautѐ Europѐen"이고 유럽공동체라는
의미이다. CE마크 제도에서는 적합성 평가 방법을 8개로 모듈화하여 위해정도에 따라
차등화하고 있으며, 완구 및 개인신체보호장구 등 22개 CE마킹 대상 품목군중에서 품
목군별로 위해정도가 비교적 낮은 제품에 대하여 ”자율안전확인제도“를 적용하고 있
으며, 이를 점차 확대해 가는 추세이다.
3) 일본
일본은 1995년 제조물책임법을 시행하였으며, 1999년 「소비생활용품안전관리법」
및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개정하면서 소비자 제품과 전기용품에 “자율안전확인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기술표준원, 2003). 일본의 “자율안전확인제도”의 특
징으로는 공급자가 시장에 판매하기 전에 “자율안전확인내용”을 경제산업성에 신고
토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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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국가별 자율안전확인제도의 차이점
항 목
국 가
미 국
유럽연합

일 본

대상 품목

시험기관

시행시기

비 고

1972

마크 부착 의무 없음

CE마크 대상
제조사 또는
(완구, 전기용품 등
제3자시험기관
22개 품목군)

1993

CE마크 부착

전기용품( 3 4 0 품목 )
및 소비자 제품(3개)

2001

PSE 또는 PSC 마크 부착
해당제품의 공급자가 판매전
경제산업성에 신고 의무

모든 소비자제품

Ⅲ. 자율안전확인제도 도입의 의의
1. 제도 도입의 필요성

1) 소비자 안전 및 보호 문제를 접근하는 관점에서
소비자 안전 및 보호 문제를 접근하는 관점에는 소비자 주권론과 소비자 보호론이
라는 두가지 관점이 있다. 소비자 주권론이란 현실의 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과 같
은 각종의 시장실패 요인이 소비자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보는 관점이다. 만일 시장이
완전하게 기능한다면 소비자 문제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을 전제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시장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소비자 보호의 주된
방법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에 소비자 보호론이란 소비자 정보
는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동등하지 않으며 기업은 이윤동기에 따라 행동하려는 유
인을 갖고 있으므로 소비자는 당연히 정부가 보호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따라서, 사업
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나 안전기준을 설정하는 등 주로 명령지시적 규제수단에 의존
하게 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안전, 보건 및 환경 보호를 위해 주로 소비자 보호 관점의 명
령지시적 규제 수단을 적용해 오고 있다. 그러나, 안전기준이 적합한 수준에서 설정되
어 있다 할지라도 기준에 적합하게 생산 및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사후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실절적 소비자 보호가 어렵고 철저한 사후감독을 위
해서는 상당한 행정적 비용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전적인 안전규제
는 가장 강력한 소비자 보호의 방법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관련법 집행을 소홀하게
되면 소비자를 위해요인에 노출하게 하는 맹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소비자 주권론은 소비자에게 상품의 특성을 상호 비교․평가할 수 있는 충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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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적절한 정보만 제공된다면 소비자들이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 의사결정과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소비자 정보의 불완전성이 상존하고 있
다. 이는 소비자 정보의 공급자인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자기가 제공하는 정보를 소비
자가 어떻게 이용하게 될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진실되고 충분한 소비자 정보를 제공
하는 것을 꺼려하는 성향에서 주로 비롯된다.
자율안전확인제도는 소비자 주권론 및 소비자 보호론의 관점이 적절히 조합된 제도
로 평가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지의 사전적인 안전성은 공급자
의 자율에 맡기되, 상품 또는 관계기관에 충분한 소비자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필요
시에는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유지 보관하고 있는 정보도 제공토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제도인 것이다.
2) 공산품 안전규제 선진화의 관점에서
WTO 체제 출범이후 세계 각국은 모든 분야에서 국경없는 경쟁원리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수량 제한, 관세 등을 통한 전통적인 수입
규제조치는 계속 완화되는 추세인 반면, 반덤핑이나 세이프가드 조치를 비롯한 안전,
보건, 환경 등에 대한 기술규정 등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무역장벽(Technical Barriers
on Trade)이 급속히 확산되고 강화되고 있다. 한편, 1995년 WTO/TBT 협정(오사카
행동 계획)이 발효된 이후 안전관련 기술기준으로 국제표준을 적용하고 적합성 평가
절차를 통일화하는 등 절차 간소화를 통한 자유무역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절
차 간소화를 통해 무역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기구에서의
인증제도에 의한 상호인정, 경제 불록 지역 내의 국가간 및 역외 국가와의 개별적인
상호인정협정(MRA : 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을 체결하고 있거나 지속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선진국은 제품의 안전 위해 정도에 따라 안전인증제도와 자율안전
확인제도를 병행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강제제
도에서 명령지시적 규제수단인 안전인증 또는 인․허가 제도 등을 운용하고 있다. 따라
서, 공산품 안전관리에 “자율안전확인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제도의 선진화를 통해
무역상 기술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간 상호인정협정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2.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
자율안전확인제도의 도입이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나 다음과 같은 추론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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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시장 진출 촉진
경제의 불록화, 국제화 및 세계화 추세에 부응하여 인적, 물적 자원의 자유로운 이
동 및 불필요한 무역 장벽 제거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국가간 상호인정협정이 매우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율안전확인제도의 도입은 종전의 정부 중심의 강
제인증제도에서 민간 중심의 자율인증 내지 자율확인제도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
로 국가간의 교역에서도 인증제도의 단순화를 통해 교역을 확대하는 추세이다. 특히,
서방 선진 7개국(G7: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카나다)의 예에서 보듯
이 많은 나라에서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공산품에 대해서는 경쟁적으로 자율안전
확인제도를 도입하여 규제의 유연화를 통한 자국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있
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자율안전확인제도를 도입하고 선진국과의 상호인정협정체결
을 확대하여 시장 진입 시 국가별로 반복될 수 있는 시험․검사의 불합리한 점을 줄임
으로써 국내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시장 출하 시간 단축 및 기업의 행정비용 감소
사전 인증제도하에서는 제품의 양산과 출하 시점이 정부기관의 검사를 통해 인증된
경우에만 비로소 가능해지므로 인증에 필요한 비용 뿐 아니라 시간의 부담도 공급자
에게 귀속되는 측면이 있다. 특히, 완구나 정보기기 등 제품의 생명주기가 짧고 변화
의 속도가 매우 빠른 경우 시간적 지체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발생분은 기업의 경쟁력
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반면에, 자율안전확인제도 하에서는 제품의
개발단계에서부터 안전성 확인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별도의 안전성 확인 절차없이도
신고 및 마크 부착을 통해서 시장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업체의 부담을 상당부분
경감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검토
앞서 국가들의 사례연구에 의하면 기업체의 참여가 표준제도 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표준제도의 발전에 지속적으로 개입하는 한 부정적
인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미국 자동차 산업의 경우 법 절차에
의한 결함 보고와 이에 따른 정부의 조사 절차에 산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즉,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그들의 생산품에 대해 제품안전의 최소 규정을 넘어서는 자체검
사를 실시하고, 이때 결함이 발견되면 법적으로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이는 다시 새로
운 기준의 발전으로 이어진다. 이에, 자율안전확인제도는 법적인 기준을 넘어서는 검
사를 잘 하지 않게 되는 제3자 기관에 의한 품질검사보다 오히려 표준 및 기술기준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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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공인기관의 역할이 제한된다고 해서 표준제도의 발전이 저해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공급자의 표준 및 기술
기준에 관련된 이해도가 높아지므로 표준제도의 발전과정에 더 많은 산업체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제3자 공인기관의 역할이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공인기관들은
제품의 안전성 확인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게된다. 이는 일반 대중들은 공인기관의
검사가 보다 ‘객관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생산품을 자체적으로 검사할 능력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에서는 이들 기관을 이용하여 안정성을 확인하는 방식이 비용
의 측면에서나 신뢰성 확보의 측면에서나 유리하기 때문이다.

Ⅳ. 제언
그간 공산품 안전관리를 비롯한 안전, 보건, 환경 등의 대표적인 규제행정은 정부의
전유물로 인식되어 왔으며, 이러한 배타성은 끊임없는 혁신의 대상으로 지적받아 왔
다. 한편, 학계에서는 정부의 규제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는 있어 왔으나, 정
보 부족 등을 이유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는 결실을 맺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이
러한 상황에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이 한국규제학회 소속 규제개혁 전문가의 도움
을 얻어 공산품 안전관리에 “자율안전확인제도”를 도입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한 것은
공산품 안전관리의 선진화 뿐 아니라 앞으로 규제행정 전반에 정부와 학계가 공동으
로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시발점이 되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
다고 자평할 수 있겠다. 그러나,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규제 합리화의 끝이 아니라 출
발점이라는 인식 또한 공유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서 수많은 규제를 개선하여 왔으나 국민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지적과 맥을 같
이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규제를 유연화하고 합리화하는 동시에 이를 수용할 사회적
시스템 개편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사업자․소비자․정부간 긴밀한 공조체제로 공산품 안전망을 구축하고, 반복적으로 법령
을 위반하는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집중관리에 나섬으로써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제의 성과를 높임과 동시에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단속 면제 등의 인센티
브를 부여하는 등으로 규제로 인한 불편을 경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안전관리체제를 성공적으로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인식이 제고되
어야 하며, 정부와 학계가 꾸준히 교류하고 정책방안을 함께 수립하는 공동의 노력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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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요금규제와 경쟁정책27)
정인석 (한국외국어대학교)

이 글은 이동전화요금 규제관행의 문제점과 여러 규제논리를 비판적으로 고
찰하고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규제논리와 관련하여 주된 주
장은 다음과 같다. 요금은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투자에 대한 보
수를 회수하는 장치로 이해해야 하며, 유효경쟁체제 구축을 위한 비대칭규제논
리는 오히려 요금경쟁을 저해하고 비유효경쟁체제를 고착시킬 위험성이 크다.
효과적인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경직적인 소매요금규제를 철폐하고
비유효경쟁의 가능성을 감시하는 사후규제체제로 전환하여야 하지만, 만일 비
유효경쟁의

우려가

부각된다면

경쟁체제로의

과도기적

규제장치로서

price-cap 규제 도입을 제안한다. 소매요금경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마케팅
경쟁, 단말기보조금 규제, 접속료 규제 정책에 관하여 논의한다.

I. 서 론
매년 반복적으로 이동전화 요금 조정문제가 등장한다. 소비자단체는 일반 서민의
통신비 지출이 가계부담이 되고 있고 통신사업자들이 막대한 이윤을 누리고 있기 때
문에 요금을 인하하라고 요구한다. 이동통신 사업자와 요금규제당국은 차세대 성장동
력인 새로운 통신서비스의 개발과 도입을 위하여 투자가 더욱 필요하며, 이동전화 시
장의 유효경쟁체제 구축을 위하여 후발사업자가 보호, 육성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방
어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여러 집단의 이해를 고려하고 정치적인 타협의 과정을
거쳐서 요금조정 여부와 수준을 결정한다. 이러한 요금결정의 과정에서 소모적인 논
쟁이 발생하고, 소비자의 정부에 대한불신이 드러나며, 규제 리스크로 시장의 불확실
성이 가중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경쟁이 도입된 시장구조와 경직적이고 정치적인
요금결정방식 간의 불일치라는 논리적인 모순이 상존한다.
이 글은 이동전화요금 결정에 있어서 소모적인 논쟁과 정치논리를 지양하고, 합리
적이고 공개적으로 요금이 결정되는 보다 선진화된 체계가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에서 작성한 것이다. 우리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규제의 틀을만들어서 요금논쟁이 야
27) 이 글은 국회 김희정의원의 요청으로 수행한 이동전화 요금방향에 관한 연구과제의 결과물
이며, 2005년 9월 20일 동 의원 주관으로 개최된 국회 이동전화 요금 토론회에서 발표한 것을
약간 수정한 것임. 이 글의 모든 주장은 필자에 속함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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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는 시간과 노력의 낭비를 줄이고, 통신사업자들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을 명확히 구분하는 게임의 룰을 만들어서 그 바탕에서 자율적으로 그리고 활발하게
경쟁하는 시장환경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 오랫동안 통신시장
에서의 요금결정과정, 규제제도, 경쟁정책에 대한 합리적 방안들을 모색하고 개발하
여 왔으며, 학문적으로도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제는 우리도 이러한 선진국
의 경험과 학술적 연구를 활용하여, 통신강국의 면모에 걸맞도록 통신요금결정의 절
차와 규제제도를 선진화해야 할 때라하겠다.
이 글에서는 우선, 이동전화요금이 결정되고 있는현실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요
금을 비롯한 여러 규제논의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주장들의 논리적 타당성을 논의할
것이다. 그 후 현재의 이동전화시장에 적합한 합리적인 규제제도의 대안과 방향을 제
시한다.

II. 이동전화 요금 결정의 관행
이동전화 요금을 결정하고 조정하는 게임에는 다양한 이해를 가지는 다음과 같은
집단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동전화서비스 수요자로서의 소비자와 이를 대표하는 소비자 단체
서비스 공급자로서의 이동전화 사업자
이동전화 요금 결정과 규제의 주체인 정보통신부
물가관리의 책임을 지고 있는재정경제부
이해관계의 충돌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국회 등 정치권
이동전화의 여러 규제장치에 대해서 다양한 논리가 등장하며 각 이해집단은 자신에
게 유리한 논리를 선별적으로 취하여 주장하고 대립하는 혼란스러운 양상이 지속된
다. 각 집단의 주장을 간략히 살펴 보자.
소비자 및 소비자 단체: 최근 이동전화에 대한 소비지출이 가계소비의 7% 이상 증
가하여 서민 생활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이동전화 사업자들은 막대한 이윤을 얻고 있
으므로 요금을 인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신사업자: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요금인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특
히, 후발사업자는 요금인하가 생존을 위협하며, 막강한 경쟁력을 가진선발사업자로부
터 보호 받아야 함을 강조한다.
정보통신부: 시장 쏠림을 방지하고 유효경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요금 등 다
양한 측면에서 비대칭규제가 유지되어야 하며, 3G, 텔레메틱스 등 미래의 이동통신서
비스 도입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이를위해서 이동전화 요금이 낮아지
기 어렵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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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소비자물가지수의 관리를 위해서
이동전화 요금에 대한 통제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작년 8월 이동전화 요금을 인하하면서 여당의 한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상반기 영업실적을 토대로 국민부담경감,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투자 및 요금 인하 여
력, 후발사업자의 경영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하 폭을 정했다"며, "물가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장기적으로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8) 이러한 수많은 목표들이 어떻게 반영되어 수치로 나타났는지에 대한 설명
은 없다.
이 글은 이동전화 요금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여러제안을 하는 것이 주
목적이지만, 이에 앞서 요금결정의 관행과 제기되고 있는 여러 주장과 논리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1. 요금결정은 파이 자르기인가?
이동전화 요금이 일정한 크기의 파이를 자르는 단순한 분배의 문제라면, 즉, 요금결
정이 사회적 잉여를 소비자와 공급자 사이에 어떻게 나누어야 하느냐라는 문제라면,
요금결정에 있어서 경제학의 역할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학의 입장에서,
요금(일반적으로 가격)은 시장 참여자들이 누리는 행복(즉, 잉여)의 총합29 ) 의 크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즉, 파이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
를 달리 표현하자면, 요금은 시장의 배분적 효율성(allocative efficiency)을 결정한다.
이동전화로부터 우리 사회가 누리는 행복의 합을 최대로 만들도록 요금수준이 결정되
어야 한다는 것이 배분적 효율성이 달성된다는 것이고, 가격규제에 관한 경제학의 주
장이다.
한편, 요금 "수준"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것이 어떻게 결정되느냐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가령 동일하게 100원의 가격이 매겨지더라도, 그것이 공급자들간의 치열한
가격경쟁을 통하여 결정된 것이냐, 아니면 정부가 인위적으로 정해서 그렇게 된 것이
냐가 중요하다는 말이다. 단기적으로는, 배분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보면 두 경우가 동
일하지만,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공급자인 통신사업자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새로운 기술도입을 위하여 혁신하려는 유인(인센티브)을 얼
마나 가지느냐는 측면에서 커다란 차이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요금의 문제를 논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요금"수준"의 문제를 넘어서 (즉, 배
분적 효율성 차원을 넘어서), 생산적 효율성(주어진 생산량을 기술이 허락하는 최소의
비용으로 생산함)과 동태적 효율성(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한적절한 혁신의 인센티브
를 가짐)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28) 전자신문 204.8.14일 자
29) 이를 흔히 총잉여(total surplus)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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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러한 (배분적, 생산적, 동태적)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요금은 어떻게
결정되어야 하는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정부가 직접 바람직한 요금수준을
결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경쟁적 구조에서 공급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다. 즉, 이 문제는 규제냐 경쟁이냐의 선택인 것이다. 이에 대한대부분의 선진국 규제
기관의 선택은 경쟁이다. 이동전화시장과 같이 경쟁이 도입된 시장에서는, 활발한 경
쟁을 통해서 효율적인 요금수준이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규제의
역할은 경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게임의 룰과 시장조건을 만드는 것이
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현재 우리의 요금규제제도는 매우 경직적이면서 반경쟁적
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법률적으로 보면,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요금은 인가제,
그 외 두 사업자의 요금은 신고제의 적용을 받는다. SK텔레콤의 요금은 사실상 규제
당국이 결정한다고 볼 수 있으며, 제도상 구체적인 요금 결정의 근거, 기준, 절차에 대
한 규정이 극히 미약하다. 경쟁의 당사자 중 하나인 지배적 사업자의 요금결정 자율성
이 제약됨으로써, 활발한 요금경쟁이 제도적으로 막혀 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경직적인 규제환경에서, 요금은 시장원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모적인 논쟁과정을 거치면서 정치논리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요금의 규제는 단말
기보조금, 신규기술 투자, 마케팅 등에 대한 부수적이고 추가적인 규제를 낳으며, 효
과적 경쟁이 없는 시장구조와 왜곡된 경쟁양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이동
전화 요금규제가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요금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
어야 하며, 이러한 목적에 맞도록 규제제도는 보다 선진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
고자 한다. 요금에 관한 논쟁은 단순히 숫자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요금결정과
정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집중되어야 한다. 이해당사자들은 자신의 입장만을 주장
할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보다 합리적인 규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인
식을 가져야 하며, 비논리적인 주장은 지양하고 자신의 이해와 상치되는 논리에 대해
서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아래에서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타당하
지 못한 주장 또는 관행을 지적할 것이다. 소비자단체, 재정경제부, 정보통신부의 순
서로 논의하며, 그 다음, 보다 경쟁촉진적이고 합리적인 규제 방향을 제안할 것이다.

2. 소비자 단체의 요금인하운동
이동전화 요금지출이 가계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요금
이 인하되어야 한다는 소비자 단체의 주장은 타당한 논리라 할 수 없다. 요금의 적정
성은 서비스 공급의 비용과 수요의 특성을 감안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지, 단지 소
비자가 많이 지출하기 때문에 요금이 과도하게 높다는 것은 합리적인 주장이라 보기
어렵다. 소비자 단체는 단지 현재의 요금 수준이 낮아지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을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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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요금이 장기적으로 소비자의 후생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
해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 요금인하를 위한 서명운동을 주도하여 이동전화 요금 결정
을 더욱정치적인 논쟁거리로 만들어 온 측면도 있었다.
물론 소비자 단체의 이러한 주장과 행동에는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규제의 주체인
정부 부처가 통신사업자에 의하여 ‘포획(capture)’되었다는 불신이 있는 것이다. 소비
자 또는 소비자 단체의 이러한 불신은 결국 요금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 규제의
문제에 기인한다. 보다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따라 요금을 결정하고, 다양한 정
책 목적 달성의 취지를 충분히 소비자에게 설득하는 제도적 장치와 노력이 부족하였
던 것이다.

3. 재정경제부의 물가관리
물가관리를 목적으로 재정경제부가 이동전화 요금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
하다. 그러한 개입의 근거가 되는‘물가안정을 위한법률’은 매우 반(反)경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과거 통제경제의 산물로 남아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재경부는 "국가
경제 전반을 고려할 때 물가안정은 가장 중요한 민생대책"이라며 "통신요금은 사업자
들이 엄청난 과다수익을 남기고 있는 공공성 소비품목이라는 점에서 유력한 검토대상
"이라고

30)

주장한다. 결국 이동전화 요금조정을 물가안정이라는 거시경제정책 차원

에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전반의 물가 관리는 통화량, 이자율 등 거시정책 변수를 활용하여 추구되어야
하는 것이지, 개별 재화 또는 서비스의 가격을 직접 통제함으로써 물가를 관리하겠다
는 것은 선진화된 경제운영이라 보기 어렵다. 개별 재화의 가격은 그 재화시장의 수요
와 공급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가격은 그 재화의 생산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즉, 가격은 비용의 변동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며 그렇지 않
으면 그 시장에 왜곡(즉,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된다. 정부의 통제적 물가관리의 관행
은 경제 전반의 물가지수를 원하는 수준으로 만들기 위하여 개별 시장의 왜곡을 유발
하는 것이 된다. 이는 ‘지수 만들기’ 식의 후진적 물가정책이다.
이러한 물가관리 관행이 시장의 왜곡을 초래함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가령, 국
제유가의 상승으로 전반적인 물가상승의 압력이 있어서 소비자물가지수가 높아질 것
이 우려되고 있다고 하자. 재정경제부는 ‘물가안정을 위한 법률’을 근거로 통제 가능
하거나 용이한 재화들을 선정하고 그것들의 가격 또는 요금을 인하하거나 인상을 억
제할 것이다. 그것들은 대개 공공요금이라 불리는 전기, 가스, 교통요금 등이 되기 쉽
다. 국제유가의 상승은 이들 재화의 생산비용도 높이게 되는데 요금은 오히려 정부에
의하여 인하되거나 인상이 억제됨으로써 가격(요금)과 비용이 반대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어 시장은 왜곡되고 비효율성은 커지는 것이다.
30) 전자신문 2004년 3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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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통제적 물가정책으로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을 막는다면 소비자 입장에
서 전체적인 소비지출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책에 반발하지 않거나, 또는 찬성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개별시장의 효율성을 해치는 바람직하지 않은 대증요법식
경제운영이고, 경제논리가 아니라 정치논리로 경제를 운영하는 단적인 예라 하겠다.
그러한 관행으로 단기적으로는 경제에 커다란 영향이 없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산
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이동전화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재화인지도 불분명
하다.31) 이 법에 의하면 공공요금이 주 대상이며, 공공요금은 국가가 독점하는 사업의
요금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동전화는 모든사업자들이 이미 완전 민영화되고 경쟁이
도입된 시장이며,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통신서비스는 공공재(public good)도 아니다.
과거 통신서비스를 정부가 직접제공하던 시절의 관행과 인식이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물가관리 정책에 대한비판은 이동전화 요금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
러나 특별히, 경쟁이 도입된 이동전화의 경우에는 정부의 통제식 규제방식이 더욱 지
양될 필요가 있다. 경쟁도입은 규제보다 시장규율에 의한 시장운영이 더 바람직하다
는 취지에서 추구되어 온 것인데, 정부의 통제정책은 이러한 경쟁정책의 방향과 상치
되는 것이고 시장의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III. 이동전화 요금의 규제논리

1. 요금과 투자의 관계
이제 이동전화 요금에 대한1차적 규제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보통신부와 관련된 이
슈들을 논의하기로 한다. 이동전화 시장에 경쟁이 도입된 지 1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
구하고 정부가 요금을 계속규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가 이동전화 요금 결
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목적을 추구하고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을 찾아보기는 매우 어렵다. 요금조정이 이루어질 때마
다 짤막한 보도자료를 통하여 정부 결정의 결과와 간단한 의의만을 발표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 보듯이 요금조정의 당위성, 근거 및 논리를 문서형식으로 상세하게 제시

31) 이동전화 요금에 대한 재정경제부 개입의 근거가 되는 ‘物價安定에 관한 法律’ 제4조 1항과 2
항은 다음과 같다.
第4條 (公共料金등의 決定) ?法律에 의하거나 事實상 國家가 獨占하는 事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의 專賣價格 및 事業料金(이하 "公共料金"이라 한다)을 決定할 때에는 主務部長官
은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主務部長官은 다른 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物品의 價格이나 기타의 料金(手數料를 포함한다)을 決定ㆍ承認ㆍ認可 또는 許可할
때에는 미리 財政經濟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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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해집단으로부터 의견을 수집하고 반영하는 절차가 전혀 없다고 해도과언이
아닐 것이다. 다만, 규제 담당자들이 간헐적으로 언급하여 언론에 나타난 바를 가지고
이동전화 요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유추해 볼 수 밖에 없다.
최근 요금조정의 논쟁과정을 보면, 대체로 소비자 또는 소비자 단체에서 요금인하
를 요구하면, 정보통신부는 소비자의 편익뿐 아니라 시장의 장기적 지속가능성도 고
려해야 하므로 무조건적인 요금인하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왔다. 그러한 정부의
입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는 이동전화
사업자의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 둘째는 소위‘유효경쟁정책’이라 불리는 것
으로 유효경쟁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비대칭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이
두 가지논리가 과연 얼마나 어떤 의미에서 타당한 것인지를 논의하고, 이에 대한 잘못
된 인식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본 절에서는 요금과 투자의 관계에 대해서 논의하겠
다.
김창곤 정통부 차관은 "IT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면 수요를 이끌어내는 투자가 선행
돼야 한다," "통신요금 내리는 것도 중요하나 새 서비스 개발과 투자가 더욱 필요하다
"고 말했으며32),

진대제 장관은, 요금인하 논쟁과정에서 "이동전화요금을 인하하면

투자가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요금인하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한다.33 ) 한편, 김신배 SK텔레콤 사장은, "선진국의 5분의 3에 불과한
통신요금을 더 내리라고 하면 도대체 무슨 돈으로 투자하라는 말이냐?"고도 하였다.34 )
정보통신서비스는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산업이고 따라서 사업자의 높은 이윤과
소비자 편익만을 생각하여 요금을 인하하면 투자가 위축된다는 것이다. SK텔레콤 사
장의 주장은 요금수입으로 투자자금을 조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과연 요금과 투자
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 것인가? 신규 서비스 투자를 위해서 현재의 요금을 높인다,
또는 높게 유지한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인가?
사업자의 투자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요금을 높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경제학
관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보자. 한 기업이 어떠한 프로젝트에 100억
원의 투자자금이 필요하다. 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에는 대체로 세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채권을 발행하여 차입하는 것이고, 매년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이 있어야 한다.
이자 지출이 해당 연도의 투자비용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주식을 발행하여 조달하는
것이다. 이자 지급은 없지만 기업주의 지분이 감소하며 암묵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자
본시장이 완전하다면(perfect capital market), 두 방식이 초래하는 비용은 사실상 동일
하다는 것이 Modigliani and Miller의 정리이다. 세 번째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는 것이다. 명시적으로는 아무런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그 자금을
은행에 예금하였을 경우 얻을 수 있었을 이자 수입을 포기하여야 하며 이것이 투자의
기회비용이 된다. 역시 자본시장이 완전하다면 기회비용과 시장 이자율이 일치하여
32) 전자신문 2004년 2월 17일자.
33) 매일경제신문 2004년 3월 19일자.
34) 매일경제신문 2004년 7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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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의 경우와 경제적 비용은 동일하다. 만일 그 프로젝트로부터 얻는 보수(return)가
투자의 경제적 비용을 상회한다면 기업은 투자를 실행하고 초과이윤을 얻을 것이다.
만일 그 반대라면 투자로부터 경제학적으로 손실을 입을 것이므로 투자하지 않을 것
이다.
이동전화의 경우에 대입하여 생각해보자. 사업자가 새로운 투자자금 조달(가령, 3G
서비스 도입을 위한 투자자금 조달)을 위하여 현재의 요금(2G서비스 요금)을 높게유
지한다면, 즉, 요금수입을 통하여 투자자금을 조달한다면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아무
런 투자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즉, 사업자가 요금을 높게 유지해야 투자자금을 조달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비용 없이 투자하며 그로부터 얻어지는 보수
(return)만을 얻겠다는 주장과 동일하다.35)
만일 요금을 높게 유지하여 투자자금을 조달한다면 소비자가 투자자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보수는 소비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학에서 효율성을 달성하는 요금수준은 요금 수입이 사업자의 통상적인 사업운영
비용(operating cost)에 투자보수를 합한 것과 일치하는 것이다. 여기서 투자보수는 투
자자가 기꺼이 투자하도록 유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포함되는 것이다. 투자의 기회비
용만큼은 투자자에게 귀속될 수 있어야 투자자는 다른 기회를 포기하고 투자하기로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현재의 요금을 높여서 새로운 투자를 실행한다면 그로
인한 투자보수는 투자자인 소비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새로운 투자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요금결정에 있어서 투자보수만큼을 공급자에게 귀속시키지 말아
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요금결정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바람직한 요금수준은, 현재이든 미래이든, 즉, 투자 이전이든 이후이든 요
금수입이 사업운영비용과 사회적 기회비용을 반영하는 투자보수의 합과 일치하는 것
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투자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현재의 요금이 이 수준보다 높고,
투자 이후에는 투자자로서의 소비자에게 "배당"을 주기 위하여 요금을 그 수준보다
낮게 매긴다면, 현재의 요금은 효율적 수준보다 높고 미래에는 그보다 낮다. 요금이
효율적 수준과 다르다면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것이다.36)
요금은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투자로부터 일정한 보수를 회수하는
수단"으로 이해해야 한다. 사업자의 투자자금은 채권이나 주식발행, 또는 사내유보금
35)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무엇인가? 투자가 과도하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투자로부터
얻어지는 보수율(투자자금 대비 매년 얻어지는 보수의 비중)이 자본시장의 진정한 기회비용보
다 낮더라도 그것이 양의 값을 가지기만 한다면 사업자는 당연히 투자할 것이다. 투자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적 관점에서 이러한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자금은 경제의 다른 곳에 투자되어야 한다.
36) 투자 실행여부를 사업자가 결정하는 상황이라면 이 경우 당연히 투자하지 않는다. 사업자는
높은 요금을 통하여 얻은 이윤을 은행에 맡기는 것이 더 낫다. 투자자금을 준다고 해서 투자
가 반드시 일어난다고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투자 실행여부는 현재 얼마나 많은 자금을
가지고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투자보수와 투자의 경제적 비용(기회
비용)에 의하여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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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적절한 기회비용을 지불하면서 스스로 조달하여야 하는 것이지 소비자에게 직접
투자자금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사업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투자를 실행하
도록 유인하기 위해서는 요금에 투자에 대한 적절한 보수를 포함시켜주면 되는 것이
다.
만일 자본시장이 완전하지 않다면 투자자금 조달을 위하여 요금을 사업운영비용+
투자보수 이상으로 높여주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다. 만일 사업자, 즉, 공급자가 금융
시장에서 투자자금을 조달할 때 직면하는 자금조달비용이 정보의 비대칭성 등 자본시
장의 실패 요인으로 인하여 사회적 기회비용을 초과한다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투
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가령, 자금의 사회적 기회비용이 10%이고, 주어진
프로젝트로부터 얻을 수 있는 보수가 12%이지만 사업자가 금융시장에서 직면하는 이
자비용은 14%라 하자. 투자 보수가 사회적 기회비용을 초과하므로 이러한 투자는 실
행되는 것이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그러나 사업자는 이를 포기할 것이다.
현실의 금융시장은 완전하다고 볼 수 없다. 정보의 비대칭성이나 제도적 요인, 또는
금융시장의 독과점행동으로 인하여 여러 불완전시장 요인은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동
전화 요금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현재의 이동전화 사업자들에게 특별히 이러한 논리
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 현재의 모든 이동전화 사업자는 국내에서 상위 랭킹에
위치해 있는 대기업의 자회사들이다. 다른 산업에 속한 기업들에 비하여 자금조달 비
용이 특별히 더 높을 리 없고 오히려 더 낮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동전화 시장은
다른어떤 시장에 비해서도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매력적인 시장이다. 만일 이동전화
사업자들이 높은 자금 조달비용으로 인하여 투자를 안 한다면, 그래서 현재의 요금을
높게 유지하여 보조해주어야 한다면 아마도 같은 논리로 국내 대부분의 산업에 대해
서도 보조해야 마땅할 것이다.
최근 이동전화 사업자들이 3G, 즉, IMT-2000서비스에 대한 투자에 소극적이라고 한
다. 정부에서도 투자를 유인하려고 애쓰고 있다. 작년 5월 한 신문에 개제된 한 기사
를 인용하자. "과거엔 정통부가 투자를 전제로 물가당국의 요금인하를 저지하는 보호
막 역할을 해줬으나, 최근 직접 요금인하 압력을 가하면서 투자를 유인하는 쪽으로 방
향을 틀고 있다."37 ) ‘정통부 요금인하 카드 왜 빼드나’. 투자의 실행여부는 사업자가
가지고 있으나 정부가 간접적으로 요금인하를 위협하여 투자를 유도하려 한다는 것이
다. 투자자금을 조달하도록 요금을 높게 유지해 준다고 해서 사업자가 새로운 투자를
실행하는 것이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할 수 있다. 사업자가 새로운 기술
또는 서비스에 투자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에는 그 투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보수를 따
져본다. 단지 높은 요금 그리고 초과이윤을 통하여 자금이 축적되었다고 투자하는 것
이 아니다. 이동전화 사업자들이 3G 투자에 소극적이라면 그로부터 얻을 수 있을 보
수가 작다고 보기 때문인 것이다. 즉, 현재의 요금을 높여준다고 그것이 반드시 투자
로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옳지 않은 것이다.
37) 전자신문 2004년 5월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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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사업자의 투자자금 조달을 위하여 현재의 요금을 초과이윤이 발생하는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투자에 필요한 자금은 사업자가 채
권, 주식, 사내유보금 등을 통하여 조달하여야 하는 것이며, 적절한 투자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사회적 기회비용을 반영하는 투자보수를 차지하도록 요
금을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38)

2. 유효경쟁 정책
이동전화 규제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정책기조는 "유효경쟁정책"이라 할 수 있다. 정
확하게 유효경쟁정책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으며, 그 논리적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하
여 공개적으로 발표된 것이 미흡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논란도 많고, 다양한 이해집
단이 여러 논리를 편의대로 사용함으로써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 같다. 여기서는 정
부가 실행하고 있는 유효경쟁정책의 의미와 이를 지지하는 논리들에 대하여 논의하고
자 한다.
정보통신부는39) 현재 이동전화시장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쏠림현상이
지속되어 경쟁 위축이 우려"되며, SK텔레콤은 "누적이윤을 바탕으로 높은 브랜드 파
워를 형성하여 가입자를 고착시킴으로써 후발사업자에 대한 경쟁우위를 유지"하고 있
다고 보고 있다. 이에 비해 "후발사업자는 시장성숙, 자금부족, 과당경쟁 등으로 설비
기반경쟁에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는 것이 정보통신부의 이동전화 시장 경쟁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이라 할 수 있다. SK텔레콤 요금인가제에 관련한 논란에 대하여 석제범
정통부 경쟁정책과장은, "후발사업자에 대한 비대칭규제로 이동통신시장의 유효경쟁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요금인가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정통부의 방침40)이라 주장
하였다. 즉,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요금인가제도 이러한 유효경쟁 체제 구축을 위한 하
나의 비대칭규제 장치로서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동전화시장의 여러 특성으로 인하여, 비록 3개사에 의한 과점적 시장구조가 형성
되었으나 규제 없이 자율경쟁에 맡길 경우 선발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더욱 커지고
후발사업자는 효과적인 경쟁압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효경쟁을 가
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선발사업자의 경쟁력 우위를 적절히 제약하고 후발사업자의 경
쟁력 향상을 지원하는 ‘비대칭규제’를 실행하여야 한다. 실제로, 이동전화 요금의 문제
뿐 아니라, 단말기 보조금 금지의 지속여부, 번호이동성 시차제 도입, 접속료와 전파
사용료 차등 등 사업자간 이해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다양한 문제에 있어서 정통부는
유효경쟁체제 구축을 위한 비대칭규제를 적용하여 왔다.
특히, 요금 수준의 결정에 있어서 이러한 유효경쟁 정책의 취지가 반영되고 있으며,
38) 이런 의미에서 요금을 높이면 투자가 촉진될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하다. 그러나 이 때 요금
은 미래의 요금이며, 현재의 높은 요금이 투자자금을 조달해주기 때문인 것이 아니다.
39) 정보통신부, ‘통신시장경쟁정책’ 2003년,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40) " 전자신문, 2004년 8월 3l일, ‘요금인가제 폐지 계획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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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신문기사가 이를 잘 요약하고 있다.
"정통부는 이동통신 시장은 시장경제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때 자칫 자연독점이 형
성될 수 있는 시장이고 독과점이 형성될 경우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장기적으로 큰 불
이익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소비자 이익을 위해 일정한 규제를 통해 복수경쟁
체제를 겨우 유지하고 있는데 통신요금을 더욱 인하할 경우 후발사업자의 생존기반을
무너뜨려 결국 독과점을 형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통부의 설명이다."41)
지속가능한 경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율경쟁을 제한하고 후발 사업자를 보
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때까지 후발사업자 보호, 육성을 위하여 정부가 요금을 인
하하지 않아서 소비자이익이 저해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정책으로 경쟁체제가 구축
되고 그 시점이 되면 규제없이 시장경제 원칙이 제대로 작동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보
면 소비자의 이익이 더 클 것이라는 주장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후발사업자의
보호를 위해서 소위 ‘비대칭규제’가 도입되었다. 요금과 관련해서, 후발사업자는 요금
을 자유롭게 결정하지만 선발(즉, 지배적) 사업자의 요금은 정부가 정하는 것이다. 선
발사업자가 요금을 낮추어 시장을 더 차지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러한 요금정책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반발도 제기되었다. 김희경 YMCA 간사는
42)

"사업자 살리기 위주의 정통부 요금정책 방향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며 "유효경쟁

정책이 얼마나 소비자들에게 이득이었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즉,
결국은 유효경쟁정책이 소비자에 비하여 사업자의 이해를 과도하게 반영하는 정책이
아니냐는 것이다. 경쟁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소비자를 희생시키고 있고, 경쟁이 아니
었으면 차라리 요금이 더 낮아질 수도 있었다는 주장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다.
과연 현재의 국내 이동전화시장에 이러한 유효경쟁정책(즉, 유효경쟁체제 구축을
위한비대칭규제)이 타당한 것인지에 관련되는 다음의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겠다.43)
- 이동전화시장에 쏠림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한가?
- 비대칭규제가 없으면 유효경쟁체제가 달성되지 않는가?
- 정부의 유효경쟁정책, 즉, 사업자간 비대칭규제정책이 유효경쟁체제를 달성할 수
있는가?

41) 매일경제, 2004년 8월 13일, ‘통신요금 인하는 경기부양 목적’.
42) 전자신문, 2005년 6월 3일, "이통요금 인하 올해는 없다".
43) 최근 학계에서도 이동전화의 비대칭규제에 대한 논쟁이 활발하였다. 최선규, "통신시장의 공
정경쟁과 비대칭규제 개선방향" 산업조직연구 10권 3호, 2002년, 박진우, "이동전화시장에서의
경쟁과 비대칭규제에 대한 소고", 산업조직연구 11권 1호, 2003년, 김재홍 외, "이동통신 시장
쏠림의 이론적 분석", 산업조직연구 12권 3호, 2004년, 권남훈, "이동통신서비스시장의 경쟁상
황에 대한 쟁점과 평가", 산업조직연구 13권 1호, 2005 등이 대표적인 논문들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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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경쟁체제가 아니라면 유효경쟁은 불가능한 것인가?

1) 이동전화시장에 쏠림현상이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한가?
유효경쟁정책의 기저에는 쏠림현상이 자리 잡고 있다. 즉, 이동전화 서비스 시장의
여러 특성으로 인하여 자율경쟁에 맡기면 지배적 사업자로 시장이 쏠리게 된다는 것
이다. 그 쏠림의 정도가 심화되어 결국 비지배적 사업자는 시장에서 퇴출되고 독점시
장이 될 수 있으며 이것은 경쟁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상충될
뿐 아니라, 독점적 구조에서 또 다시 강한독점 규제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기구의 작동
을 불가능하게 만들게 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결과라 할 수 없다. 만일 후발사업자가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더라도 경쟁력의 열위가 커져서 효과적으로 지배적 사업자에 대
하여 경쟁압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사실상 독점과 유사한 상황이 유지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동전화 시장에서 쏠림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는 다음과
같다.
- 이동전화서비스시장은 망산업(network industry)으로 망외부성(network externality) 44)이
강하다.

망외부성은

비용

면에서의

규모의

경제와

마찬가지로

자연독점(natural

monopoly)를 유발하는 요인이다.
- 선발사업자는 시장에 먼저 진입함으로써 얻는 여러 이득이 있고 이로 인하여 후발사업자
에 대비한 경쟁력 우위를 지속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한 이득은 우량 소비자의 확
보, 브랜드이미지의 우위, 누적 이윤으로 투자 및 마케팅 역량의 우위 등이다.
- 선발사업자인 SK텔레콤은 신세기통신을 합병함으로써 우량 주파수를 독점함으로써 서비
스 품질이 높고 망 투자비용이 낮다는 우위를 가진다.

위의 주장을 하나씩 논의해 보기로 한다. 망외부성은 한 가입자의 편익이 전체 가입
자의 수가 증가할수록 커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동전화를 보유함
으로써 더 많은 사람과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통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동전
화로부터 얻는 소비자의 후생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동전화의 경우 전체 가입자,
즉, 3사의 모든 가입자의 합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정의한다면 망외부성은 존재할 것
이다. 그러나 사업자의 망간 접속이 가능하고, 망간통화45)와 망내통화46) 간에 품질이
나 요금의 차이가 없다면 사업자 단위의 망외부성은 없거나 미미하다. 즉, 소비자는
굳이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는 사업자를 선택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전형적으
44) 또는 망외부효과(network external effect)라 한다.
45) 한 소비자가 자신이 가입한 사업자와는 다른 사업자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과 통화하는 것을
말한다.
46) 한 소비자가 자신이 가입한 사업자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과 통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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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망외부성은 호환성(interoperability)이 없는 소프트웨어의 경우에 존재한다. 가령,
아래아한글을 사용하는 사람은 자신이 작성한 문서를 아래아한글 소프트웨어를 가지
고 있는 사람하고만 편하게 주고받을 수 있다. Microsoft의 Windows와 Linux의 경우
에도 마찬가지이다. 어느 정도 호환이 되기도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다. 따라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나와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쓸 때 나의 편익이 최대가 된다. 이러한
시장에서는 보다 많은 이용자를 가진 기업이 다른 기업에 비하여 경쟁력의 우위를 가
지게 되며 시장은 자연스럽게 그 기업에 의한 독점적 구조로 귀착될 가능성이 있다.
이동전화의 경우에는 한 사업자에 가입하였을 때 착신자가 어떤 사업자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동일한 품질과 요금이 보장된다면 망외부성이 존재할 이유는 없다. 다만, 사
업자간 품질이 다르다거나 또는 망내통화요금과 망간통화요금이 상이하다면 망외부
성이 존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소프트웨어의 경우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품질이나 요금은 사업자가 선택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내생적 망외부성(endogenous
network externality)이라 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기술적 제약으로 인한
비호환성이 망외부성을 초래하며 완벽한 호환성이 가능하다면 이 경우에도 망외부성
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동전화 사업자간 품질의 차이는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극복
해야 하는 것이며, 자연독점성을 초래하는 요인이라기보다는 사업자간 수직적 차별화
(vertical differentiation)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며, 기업간 수직적 차별화가 자연독점
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망내통화와 망간통화간의 가격차별은 사업자의 전략에 해
당하는 사항이며, 이것이 시장쏠림의 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만일 그
러한 우려가 크다면 가격차별을 금지하면 되는 것이다.47)
다음은 선발사업자의 이득에 관한 것이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뿐 아니라 거의 모
든 국가에서 이동전화 시장에서 진입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즉, 기존 기술(아날로
그)을 이용한 하나 또는 둘의 기존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보
다 후에개발된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후발 사업자들의 진입이 이루어졌다. 어
느 국가에서나 어느 정도 브랜드이미지의 구축, 우량가입자의 확보와 같은 선발사업
자의 이득은 존재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발사업자의 이득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감소한다. 현재 국내시장에 PCS사업자가 진입한지 8년여의 시간이
지났다. 지금 SK텔레콤이 8년 전까지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사실 때문에
소비자들이 동일한 품질, 동일한 요금에 직면해서도 후발사업자보다 SK텔레콤을 더
선호한다고 주장하기에는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브랜드이
미지 차이의 극복과 우량가입자의 확보는 사업자들이 경쟁과정에서 극복해야 하는것
이다. 기업간 브랜드이미지의 차이가 있는 시장은 수도 없이 많다. 그렇다고 그런 모
든 시장에서 지배적 기업으로 쏠림이 일어나지도 않았으며 정부가 비지배적 사업자를
보호해야 하는 당위성을 제공하는 것도 아니다.

47)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망간통화요금과 망내통화요금의 가격차별을 허용하고 있으나 아래에서
보겠지만 시장쏠림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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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가입자의 확보 문제를 보자. 이동통신에는 소비자의 사업자 전환비용, 이로 인
한 고착효과(lock-in effect)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산업에 비하여 선발사업자의 우
위가 쉽게 소멸하지는 않을것이다. 그러나 현재 이동전화를 이용하는 가입자 중 대부
분의 사람들이 PCS 도입 이후에 가입하였고48),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러한 우위가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음 쏠림현상을 지지하는 논거로 제기되는 것이 SK텔레콤에 의한 800MHz 대역의
독점이다. 정부는 "SKT가 보유한 셀룰러(800MHz)는 PCS(1.86GHz)에 비해 전파경로
손실율 및 회전률 우위로 기지국 투자비, 서비스 품질 면에서 우월"하다고 보고 있다.
"후발사업자들은 전파특성으로 SKT가 40~50%의 비용 우위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한
다고 언급하고 있다.

49 )사업자간

주파수 보유의 비대칭은 정부의 사업권 부여에 의한

결정이므로 후발사업자가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외생적 비대칭성이라 할 수 있다. 따
라서 유효경쟁을 위해서는 경쟁기반을 동등하게 만드는(leveling the playing field) 규
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만일 이러한 외생적 격차가 존재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지
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면 사업자간 경쟁력의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두 사업자간에 비용 또는 품질의 차이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시장점유율의 격차를 초래할 수는 있겠으나, 시장점유율의 격차를 더욱 크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비용이나 품질의 차이가 큰 기업들이 하나의 산업에
있으면서 시장이 지배적 기업으로 쏠리지 않는 산업 또는 시장의 예는 얼마든지 있다.
즉, 주파수 우월성이 경쟁력의 차이는 설명하지만 시장 쏠림을 설명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2) 유효경쟁정책이 없으면 유효경쟁체제가 달성되지 않는가?
정부가 의미하는 유효경쟁체제는 ‘경쟁사업자간에 경쟁력의 차이가 없는 상태, 현상
적으로는 시장점유율의 격차가 없거나 작은 상태’라 할 수 있을 것이다50 ). 위의 질문
은, 정부가 후발사업자 보호를 위한 유효경쟁정책을 채택하지 않고 자율경쟁을 허용
한다면 사업자간 경쟁력의 차이, 또는 시장점유율의 격차가 소멸하거나 감소될 수 없
느냐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외국의 예를 보자.
영국의 이동전화시장은 국내 시장경쟁 및 규제정책에 대하여 시사하다 바가 크다.
영국은 두 개의기존 사업자(900MHz)에 의한 복점 구조에 추가로 두 사업자
(1800MHz)가 진입하였으며51), 현재는 가입자 기준으로 거의 동등하게 시장을 분할하

48) 1997년 PCS 도입시점에 이동전화 가입자의 수는 500여만 명으로 현재 3,700만의 7분의 1 정
도이다.
49) 정보통신부, "통신시장경쟁정책" 2003.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50) 경제학자들은 경쟁력의 차이가 반드시 시장점유율의 차이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시장점유
율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경쟁력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즉, 경쟁력과 시
장점유율간의 관계는 함수적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51) 후발 사업자의 진입과 더불어 기존 두 사업자에게도 1800MHz 대역을 할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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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영국 이동전화 요금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아무런 규제가 없었으며, 경쟁적인
구조로 이동전화를 시작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소매요금에 대한 규제는 없다. 영국
의 경험을 보면 분명 선발사업자의 선도진입으로 인한 경쟁력 우위가 있었을 것이나,
그것이 선발사업자의 초과이윤을 유발하는 요인은 되었을 것이지만 시장이 지배적 사
업자로 쏠리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보다 경쟁적인 모습으로 변화되어 왔다
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 영국의 가입자수 기준 시장점유율의 변화

자료: Oftel, Review of competition: mobile access and call origination, April. 2003

EU국가들 전체적으로도 영국만큼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점유
율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다.

유럽 지배적 이동전화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추이

자료: Commission of the E uropean Communities, "Market Overview, Annex 3 to European
Electronic Communications Regu lation and Markets, 2004 (10 th Report)",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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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이동전화시장 경쟁 양상

52)

미국의 경우에도 시장은 더욱 경쟁적인 구도로 변모하여 왔다. 영국에서는 접속료
에 대한 규제가 있으나 미국은 그것마저 없으며, 사업자간의 자유로운 M&A, 사업권
판매가 이루어지면서 시장은 매우 동태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시장은
더욱 경쟁적인 것이 되고 있다.

미국 이동전화 사업자의 가입자 분포

52)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Annual Report and Analysis of Competitive Market
Conditions with Respect to Commercial Mobile Services’, 2004. 9. 28.의 Table 10. 이 보고
서는 미 의회의 요청으로 FCC가 매년 이동전화 시장의 경쟁평가를 수행하여 작성한 결과이
며, 여기서 Ninth Report는 2003년도를 대상으로 하므로, 위의 표는 1999년에서 2003년의 5년
간의 변화를 보여준다. 표에서의 비율로 나타낸 수치는 전 인구 중 몇 %의 사람들이 몇 개의
사업자들 간에 선택이 가능한가를 나타내며, 최근에 이를수록 비율이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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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외국의 사례는, 이동전화 시장 진입의 선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매요
금에 대한 규제 없이 자율경쟁에 맡겼을 경우 시장은 지배적 사업자로 쏠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보다 경쟁적인 시장구조로 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달리표현하면, 경직적인 비대칭적 요금규제가 없으면 사업자간에 경쟁력의 비대칭이
축소되어 유효경쟁체제가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유효경쟁정책이 없어
도 유효경쟁체제가 달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만일 유효경쟁체제를 만드는 것이 정책
목표라면 소매요금규제가 없는 자율 경쟁이 하나의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외
국의 예에서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왜 다른 많은 국가들에서 소매요금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우
려와는 달리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반대로 경쟁적인 시장구조로 이행
되고 있는가? 이것은 학문적으로도 매우 흥미 있는 이슈가 될 수 있다. Beggs and
Klemperer53)는 사업자 전환비용이 존재하고 요금규제가 없는 경우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시장점유율의 분포가 점차 균등하게 변할 수 있음을 보이는 이론 모형을 제시하
였다. 즉, 처음에 사업자간 시장점유율의 차이가 크게 존재하더라도 시간이 흐름에 따
라 그 차이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직관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초기에 시
장지배적 사업자는 비지배적 사업자에 의한 경쟁에 직면하여 요금을 낮출 것인지에
대한 갈등을 하게 된다. 요금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비지배적 사업자(후발사업자)는 지
배적 사업자보다 낮은 요금으로 가입자를 유치하려고 한다. 이 때 지배적 사업자가 요
금을 낮추면 자신의 가입자가 비지배적 사업자로 이동하는 것을 막아서 시장점유율
(가입자 기준)을 유지할 수는 있으나, 요금 인하로 인하여 이윤이 감소한다. 반대로 이
전의 높은 요금을 그대로 유지하면 자신의 가입자로부터는 높은 이윤을 유지할 수 있
지만 가입자의 수가 감소한다. 즉, 두 가지 효과(가입자당 이윤의 변화와 가입자 수 변
화로 인한 이윤의 변화)가 서로 반대방향으로 작용한다. 이 때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
는 지배적 사업자의 선택은 어느 정도 요금 인하로 가입자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지
만 그렇다고 비지배적 사업자로 가입자가 전혀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요금을 낮추지
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에 따른 이윤의 희생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점차
지배적 사업자의 가입자 수는 감소하고 비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은 증가하게 된
다. 이 이론은 영국에서 발생한 경쟁양상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53) Beggs,
A.
and
P. Klemperer,
"Multi-Period
Costs,"Econometrica, Vol. 97 (1992), pp. 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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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도입 후 시장점유율분포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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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내 이동전화시장의 경쟁양상은 어떠했는가? 위의 그림은 PCS 도입 이후
2004년까지 가입자 기준 시장점유율의 변화추이를 보여준다.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
의 합병은 2001년, KTF와 한솔엠닷컴의 합병은 2000년에 이루어졌으나 여기서는 처
음부터 합병된 것으로 가정하였다. 후발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한 이후 약 2년 여간
급속한 속도로 시장점유율을 높여왔지만, 대체로 1999년 이후시장점유율의 분포는 큰
변화 없이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4년 이후 번호이동성 시차제의 적용
으로 시장점유율의 격차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영국에서와 같은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
다고 보기는 어렵다.
외국과는 달리 시장점유율 분포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동
전화시장에서 쏠림현상을 우려하는 입장에서는 후발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시장 진
입 초기에 증가하다가 다시 경쟁력의 열위로 감소하였을 것을 정부의 각종 비대칭규
제가 이를 저지하여 그나마 이 정도의 격차가 유지되고 있다고 해석할 것이다. 그러
나, 필자는 안정적인 시장점유율 분포는 경직적인 요금규제 하에서 사업자간 ‘실질적
이고 효과적인’ 요금경쟁이 매우 미약하였던 결과라고 생각한다. 후발사업자들은 지
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인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우려하여 가입자 확대를 위한 요
금경쟁을 촉발하지 않았을 것이다. 최근 국회예산처의 보고서5 4)에서는 "SK텔레콤에
대한 요금인가제 하에서 사업자간 요금경쟁은 주로 SK텔레콤의 요금인하 후 후발사
업자가 이에 유사하게 대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언급하고 있다.

만일

요금규제가 없었다면, 또는 요금규제가 있더라도 그것이 보다 경쟁촉진적인 것이어서
제한적으로나마 요금경쟁이 발생하였다면, 외국에서와 같이 사업자간 시장점유율의
격차는 지금보다 축소되어 있었을 것이라 본다.

54) 국회예산정책처, "유무선 통신시장의 유효경쟁정책 평가와 정책방향", 2005.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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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의 유효경쟁정책은 유효경쟁체제를 달성할 수 있는가?
정부가 후발사업자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소매요금경쟁을 제약하고 각종 비대칭규
제를 적용하면, 바라는 대로 후발사업자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시장점유율의 격차가
줄어들 것인가?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 없는 몇 가지 근거를 제시하겠다.
요금측면에서의 유효경쟁정책은 지배적 사업자의 요금을 그 사업자의 비용이 아니
라 후발사업자의 비용 수준에 맞춘다는 것이된다. 후발사업자의 비용이 선발사업자의
것보다 높을 것이니 경쟁이 없었다면 오히려 요금이 더 낮았을 수도 있다. 이러한 요
금결정 논리로 선발사업자는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고 후발사업자는 생존을 보장받
는다.

여기서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요금결정양상에서 후발사업자는 자신의

비용을 낮추기 위한 투자에 적극적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후발사업자가 투자를 촉
진하여 비용을 낮추면 선발사업자의 요금이 규제에 의하여 낮아진다. 그러면 후발사
업자도 요금을 낮출 수 밖에 없다. 당연히 투자 의욕이 강할 리 없다. 후발사업자는
요금을 인하하여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려는 공격적인 경쟁전략을 채택할 것인가? 이동
전화는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사업자의 수가 수없이 많을 수
없는 것이다. 후발사업자가 요금인하전략으로 가입자를 확대하면 규모의 경제로 비용
이 하락한다. 그러면 정부는 이번에도 선발사업자의 요금을 인하한다. 이러한 요금결
정 관행에서는 후발사업자가 공격적으로 요금을 인하할 인센티브가 작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유효경쟁정책은 사업자의 경쟁력 격차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의 비대칭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고착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후발사업자는 시장에
서의 약자로 남아있으면서 정부의 유효경쟁정책을 지속시키고 거기서 안주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선발사업자도 초과이윤이 보장되어 있으니 치열한 경쟁보다는 이러한
상황이 더 좋다.
앞의 그림에서 보았듯이 최근 수년간 시장점유율의 격차는 큰 변화 없이안정적이
다. 비대칭규제 지지자는 정부의 각종 유효경쟁정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점유율의 격차
가 감소되지 않는 것은 규제의 강도가 약했기 때문이었으며, 따라서 비대칭규제의 강
도를 지금보다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에 이러한 주장이 정부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받아들여진 것 같다. 만일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유효경쟁정책이 유효
경쟁체제를 달성하지 못하고 현재의 ‘비유효’ 경쟁체제를 유지하고 고착화한다면, 그
리고, 자율경쟁 하에서는 선진국에서와 같이 경쟁의 원리에 의하여 경쟁력의 격차가
감소하리라는 필자의 주장이 맞다면, 시장에 대한정책 처방은 올바른 방향과 정반대
로 실행되고 있는 것이다.

4) 유효경쟁체제가 아니라면 유효경쟁은 불가능한 것인가?
이 질문은 다소 모순적인 것처럼 보인다. 정부에서 의미하는 유효경쟁체제가 ‘사업
자간 경쟁력의 불균형이 소멸되거나 충분히 작은 상태’라고 해석한다면, 위의 질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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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간 경쟁력 불균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요금경쟁(즉,
유효경쟁(effective competition))이 불가능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의미한다. 즉, 후발사
업자가 내생적, 외생적 열위 상태에 있다고 할 때 바람직한 요금경쟁이 발생할 수 없
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사업자간 경쟁력의 차이는 브랜드이미지의 차이이건 주파수 특성의 차이이건 비용
의 차이와 품질의 차이로 귀결된다. 비용의 차이, 품질의 차이가 존재하면 유효경쟁이
불가능한가? 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 비하여 비용이 낮고 품질이 높다면, 효과적
인 요금경쟁은 불가능하고 독점력의 남용이 발생하고 경쟁력의 차이는 커지는가? 만
일 사업자간 경쟁력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면 자율경쟁의 결과 그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경쟁력이 약한 사업자는 결국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사업
자는 사실 퇴출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낫다.
경쟁력의 차이가 그 정도로 크지 않다면 경쟁은 어떠한가? 많은 산업과 시장에서
보듯이 경쟁력의 차이가 있는 공급자 간에 효과적인 경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러한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 경쟁력이 약한 사업자는 강자와의 과격한 경쟁을 회피하기 위
하여 수평적, 수직적으로 차별화하며, 또한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
력한다.
경쟁력이 강한 사업자는 약자를 시장에서 축출하거나 위축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자신의 이윤극대화가 목적이다. 공격적인 전략으로 약자를 축출하거나
위축시키는 것이 가능할 지라고 그러한 전략은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 가령, 요금을
과도하게 낮추면 초과이윤이 희생된다. 현재의 약자를 축출하면 미래에 더 강한 사업
자가 진입할 위험도 있다55). 이동전화시장에서 나타나는 경쟁양상은 선발사업자가 자
신의 시장지배력을 지키려 하고 후발사업자가 시장을 잠식하면서 효과적인 경쟁이 발
생하고, 점차 선발사업자의 지배력은 약화되어 가는 양상을 보일 것이다. 선진국 시장
이 이를 실증하고 있다5 6).
SK텔레콤의 요금을 후발사업자 비용수준에 맞추면서 결과적으로 지배적 사업자의
초과이윤 유지되고 있으며, 경쟁이 도입되지 않았다면 요금이 더 낮을 수 있었다는 비
판을 받고 있다57). 이러한 상황은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하는가? 정부는 현재의 경쟁
력 비대칭으로는 유효경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언제 유효경쟁이 달성
되었다고 판단해야 하는가? 정부는 이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정부
의 입장은 임기응변적이고, 장기적 시각과 플랜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것 같다. 정부
55) 약탈적 가격설정(predatory pricing)에 관한 경제이론에 의하면, 서로 상대방을 축출하는 게임
이 전개될 때 현재 경쟁력이 높은 기업이 반드시 다른 기업을 축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반대도 발생할 수 있다. Deep Pocket 이론에 의하면 손실을 더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기
업이 승리한다.
56) 미국의 이동전화시장은 처음부터 사업자간에 주파수 대역과 폭, 지역에 있어서 차별적으로
면허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쏠림이 발생하지 않는다.
57) 정부가 사업자의 후생이 아니라 소비자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러한 비판
에 대하여 경쟁도입과 유효경쟁정책을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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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데 대한 반론도 있을 수 있다. 가령 선발사
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얼마이하라 정하고 그것이 달성될 때 규제를 제거할 것이라고
약속한다면, 사업자, 특히, 후발사업자들은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도록 행동하고 이것
이 시장왜곡을 더 크게 만들수 있다. 정책의 모호성이 차라리 낫다는 입장이다. 일면
타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호성(ambiguity)의 규제전략은 시장의 규제리스
크를 더욱 크게 만들어서 불확실성을 가중하며, 시장기구의 원활한 작동을 저해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모호한 규제 하에서도 후발사업자가 비용을 낮추거나 시장점
유율을 높이려는 인센티브는 미약하고 현재의 규제가 지속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정부는 유효경쟁정책의 시한을 정해 둘 수도 있다. 즉, 일정 시점 이후에는 자율적
인 경쟁 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경쟁력이 약한 후발사업자는 그 시
점까지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강한 유인을 부과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러
한 정책의 실행이 쉽지는 않을것이지만, 문제는 규제자가 시장에 유효경쟁정책이 영
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시그널을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점이다.

IV. 경쟁의 ‘유효성’ 제고를 위한 유효경쟁정책
1. 규제자의 딜레마와 경쟁의 효과
이동전화 요금규제를 담당하는 정부는 다양한 집단의 상충되는 이해를 반영하고 다
양한 정책목표를 모두 고려하여 바람직한 규제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하는 어려
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 소비자 편익증진과 물가 안정을 위하여 요금을 낮게 해야 하고,
-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차단해야 하고,
- 유효경쟁체제 구축을 위하여 후발사업자의 퇴출 또는 위축을 방지해야 하며,
- 새로운 통신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과연 지금까지 요금정책은 이러한 모든 목표를 효과적으로 잘 달성하여 왔는가? 필
자가 보기에는, 규제당국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은 계속되고 있으며, 사업자는 자신에
게 유리한 방향으로 규제정책을 유도하려는 소모적인 노력에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고
있으며,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우선하고 있다. 규제제도에 관한 정부부처간 갈등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이동전화 요금에 관한 선진국 규제당국의 입장은 매우 명료하다. ‘효과적이고 실질
적인 경쟁’이 사회가 추구하는 많은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라는 것이다. 규제는 그러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경쟁이 발생하도록 여건을 마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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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시장이 전개되는가를 감시하며, 제한적으로 ‘경쟁촉진
적인’ 개입을 선별적으로 하는역할을 담당한다. 즉, 규제는 경쟁을 대체하는 것이 아
니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보완적 장치인 것이다.
영국의 통신분야 규제기관이었던58) Oftel이 발표한 대부분의 요금관련 문서는 다음
의 문장으로 시작한다59).
"Oftel’s aim is to obtain the best possible deal for consumers in terms of quality,
choice and value for money. Competition is most likely to provide consumers with
the best deal."
규제기관의 최종목표는 소비자가 품질, 요금, 다양성의 면에서 가장 좋은 서비스를
향유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경쟁이 가장 효과적이라
는 것이다. 경쟁과정을 통하여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보다 낮은 가격에, 보다 높은 품
질의, 소비자의 다양한 선호에 보다 부응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려는 강한 인
센티브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다만, 어떤 사업자가 시장지배력 또는 독점력을 가지거나 경쟁이 유효하지 않은 경
우에는 사업자의 인센티브가 왜곡될 수 있으며,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만
일 유효한 경쟁이 불가능한 독점 구조라면, 또한 규모의 경제성 등의 진입장벽으로 잠
재적 진입자에 의한 경쟁압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경쟁 메커니즘이 원천적으로 작
동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가 직접 요금, 품질, 투자 등 사업자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강제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사업자의 이해와 사회 후생이 상충될 수 있기때문이
다. 이 때의 규제는 경쟁을 대신, 또는 대체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쟁이 도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규제의 역할은 경쟁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쟁 보완적 장치인 것이어
야 한다.
경쟁이 도입되었는데도 여전히 독점의 경우처럼 통제적 규제를 적용할 때의 문제는
무엇인가? 경쟁이 주는 올바른 인센티브가 작동하지 않는다. 요금, 서비스, 다양성의
면에서 더 나은 상품이 등장하지 않으며, 사업자는 투자에도 소극적이 된다. 우리는
이동전화 기술과 이용에 있어서 선도적이라고 자랑하지만 이동전화 보급률에 있어서
유럽의 선진국들을 앞서고 있지 않다. 또한, 차세대 서비스인 3G, 또는 IMT-2000 서비
스에 있어서는 유럽에 뒤지고 있다. 현재의 사업 안정성과 이윤이 보장되어 있고, 실
질적인 경쟁압력이 없는데 기존의 이윤을 갉아 먹는 새로운 투자에 적극적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경직적인 요금규제가 있다고 전혀 경쟁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통제하지 못하
58) 영국에서는 2004년 통신, 방송, 전파 등 제반 정보통신(Communications) 규제기관들을 통합
하여Office of Communications(Ofcom)을 신설하였다.
59) Oftel, "Protecting Consumers by Promoting Competition: Oftel’s Conclusions’, 2002.6.20,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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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여러 측면에서 경쟁은 발생한다. 치열한 마케팅경쟁, 과도한 단말기보조금 경쟁 등
이 단적인 예이다. 이러한 경쟁은 요금구조를 왜곡하고 사회적 자원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요금경쟁보다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요금규제의 부작용인 것이
다.
많은 선진국에서 경쟁이 도입된 이동전화시장에 대해서는 시장초기부터 소매요금
을 규제하지 않았다. 규제가 없다면 반드시 요금경쟁이 활발하거나 바람직한 방향으
로 시장이 전개될 것을 100% 확신할 수는없는 것이지만, 충분히 유효경쟁이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경제적 여건이 존재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선진국은 특별히 효과적
인 경쟁이 발생하지 않을 분명한 이유가 없다면 시장 성과(market performance)에 직
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수인 소매요금에 대하여 규제를 도입하지는 않는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효과적인 경쟁이 이루어질 것이 확실한 경우, 또는 경쟁이 바람
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전개될 우려가 전혀 없는 경우에 소매요금에 대하여 규제를 철
폐하고 자율경쟁에 맡기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요금에 대한 소모적인 논
쟁, 규제 포획(regulation capture)을 위한 자원의 낭비, 비합리적 요금결정으로 인한사
업자 인센티브의 왜곡 등 현재의 규제관행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만큼 요금규
제에 대한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동전화시장으로부터 우리사회가 추구하는 많은
목적을 경직적인 규제를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다는 인식은 지양하고, 효과적인 경쟁
도 하나의 매우유용한 수단이라는 선진국 규제기관과 많은 학자들의 인식에 귀를 기
울일 필요가 있다.

2. 요금규제의 대안으로서 Price-cap 규제
필자는 현재의 이동전화시장에 있어서 적어도 소매요금규제는 완전 철폐해도 무방
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경쟁이 효과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것은 아니다. 이동전화시장은 비록 3 개의 사업자에 의한 경쟁체제이지만 여
러 요인에 의하여 유효경쟁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은 있다. 지배적 사업자에 의한독
점력 남용, 암묵적 담합, 약탈적 가격설정행위 등 반경쟁적 행위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없다. 그렇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우려가 소매요금경쟁을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는 것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바람직하지 않은 경쟁에 대한 우
려가 있다면 그러한 가능성을 제어하면서 자율경쟁의 가능성도 열어 두는 규제장치를
고안할 필요가 있다. 이미 선진국 규제기관과 많은 학자들은 그러한 방안들에 대하여
많은 토론과 연구를 진행하여 왔으며, 우리도 이러한 경험과 지식을 받아들임으로써
요금규제제도를 선진화하여야 할 때가 되었다. 필자는 구체적으로 경쟁지향적 요금규
제방안으로써 Price-cap 규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Price-cap 규제는 흔히 가격상
한제로 번역되는데, 가격의 상한을 정부가 지정하는 가격상한제(Price Ceiling)와는 다
르다.
Price-cap 규제는 1984년 영국에서 BT 민영화와 더불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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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정부 하에서 전기, 가스, 수도 등 여러 utilities의 민영화와 더불어 새로운 독점기
업 가격규제장치로 널리 도입되었다. 현재 영국에서는 유선부문에서 BT의 전화요금,
이동전화부문에서 착신접속료에 대하여 Price-cap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 말 AT&T의 장거리전화요금60), 지역 전화사업자의 시내접속료에 도입하였
고, 현재 많은 주에서 시내전화요금규제장치로 도입하고 있다. 그 외 호주, 일본 등 많
은 국가에서 통신요금장치로 채택하였으며61), 국내에서도 KT 요금에 대한 규제제도
로 도입이 고려되었으나 무산되었다.
Price-cap 규제는 경쟁지향적 요금규제제도로 평가된다. 경쟁이 도입된 상황에서 피
규제 사업자에게 일정한 범위 내의요금설정 자율성을 부과함으로써 자율경쟁을 부분
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경쟁의 활성화, 유효경쟁의 강화에 따라 자율성의 범위를 점
차 확대해 가며궁극적으로는 비규제, 자율경쟁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즉, 경직적인 독
점규제에서 완전한 비규제 자율경쟁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 적합한 규제제도라 인식
되고 있다.
Price-cap 제도에서는 피규제기업의 평균요금 연간 변동률에 대하여 상한을 부과하
고 상한은 흔히 RPI-X로 표현된다. 여기서 RPI는 경제 전반의 물가지수 변동률로 흔
히 소매물가지수를 이용한다. X는 해당 사업자의 연간 생산성 증가율을 나타낸 것으
로 일반 산업에 비하여 통신부문의 생산성증가가 높다는 판단 하에 실질요금을 그만
큼 인하하도록 요구하는 기능을 한다. 또는, 초과이윤을 순차적으로 감소하도록 하는
규제자의 요구가 반영된다. X 값은 일정 기간(흔히 3 내지 5년)동안 일정하게 유지되
고 그 기간이 지나면 생산성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값을 도출하여 조정한다.
사업자는 매년 일정한 시점(전년도의 물가상승률 자료가 확보되는 시점)에 RPI-X의
cap을 충족하도록 요금을 조정해야 하며, 이 때 RPI에는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이 적용
된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매년 실질요금이 X% 만큼 인하되는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
다.62)
요금변동률에 대하여 상한을 지정하는 것이 기본적인 Price-cap 규제의 원형이라 할
수 있지만 이 제도는 매우 다양한 형태를 띨 수 있고 그러한 면에서 유연성
(flexibility)이 크다. 가령, 피규제 사업자의 요금변동에 대하여 하한을 둘 수도 있으며,
X의 값이 고정되는 규제기간의 선택도 자유롭다. 이러한 제도의 구성요소의 선택은
피규제사업자에게 어느 정도 요금설정 상의자율성을 부여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

60) AT&T의 요금에 대한 Price-cap 규제는 1990년대 중반에 장거리전화시장이 충분히 경쟁적
이라는 판단 하에 AT&T의 시장점유율이 약 60%에 이르는 상황에서 철폐하였다.
61) Sappington에 의하면 현재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40개 주에서 유선전화소매요금에 대하여
Price-cap규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캐나다, 벨기에, 볼리비아, 프랑스, 독일, 온듀라스, 홍콩, 아
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파나마, 네덜란드, 페루 등에서 Price-cap규제를 채택하였다.
Sappington, D.M., "Price Regulation", Handbook of Telecommunications Economics, Vol. 1,
edited by Cave, Majumdar and Vogelsang, 2002.
62) 현재 영국의 이동전화 착신접속료에 대한 Price-cap은 RPI-15%이다. Ofcom, "Strategic
Review of Telecommunications – Phase 1" 200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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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령, 상한과 하한의 폭은 매우 작게 설정하고 규제기간도 1년으로 둔다면 사실상
규제자가 요금을 결정하는 방식이 된다.
Price-cap 규제는 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 또는 지배적 사업자가 선도하는
암묵적 담합에 의하여 요금이 높아지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면서 일정 범위내의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경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다. 만일 지배적 사업자가
약탈적 요금설정을 통하여 후발사업자를 시장에서 축출하려 하거나 시장지배력을 과
도하게 증가시키는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의 시장 전개가 우려된다면 이것은 요금
조정의 하한을 통하여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흔히, 피규제 사업자의 요금하한은
약탈적 행위 방지 차원에서 장기증분비용(long run incremental cost)에 맞추어 진다.
그러나, 그보다 높게 설정될 수도 있다. 지배적 사업자의 급격한 요금인하가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후발사업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면 후발사업자에게 경쟁력 제
고를 위한 여유를 주는 차원에서 하한을 서서히 낮출 수도 있다.
현재 이동전화 요금규제를 주관하는 정보통신부는 자율경쟁이 후발사업자의 경쟁
력 약화를 초래하는 것을 가장 우려하는 것 같다. 그러한 우려도 Price-cap 규제제도
를 고안함에 있어서 피규제 사업자 요금변동의 하한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 하한의
정도는 규제자가 어느 정도 실질적인 요금경쟁이 발생하기를 기대하는가, 그리고, 후
발사업자에게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어느 정도 여유를 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입장이 반영되는 것이다.
Price-cap 규제는 인센티브 규제의 한 유형이다. 인센티브 규제란 경쟁에 의한 시장
규율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규제 사업자로 하여금 비용을 절감하고 기
술 및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려는 규제이다. 규제자가 일정기간
마다 피규제기업의 생산비용을 검증하여 이것을 근거로 요금을 설정하는 보수율규제
(Rate of Return regulation)는 이러한 인센티브를 주지 못한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실
증적으로 입증되었다. 현재 국내 이동전화요금에 대한 규제가 보수율규제라고 볼 수
도 없다. 요금조정의 시점이 정해지지도 않았으며, 반드시 피규제사업자의 비용만을
고려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금을 조정할 때에는 비용을 어느 정도 반영하기
때문에 보수율규제와 같은 비용기반 규제(cost-based regulation)라 할 수 있고, 이러
한 규제하에서 피규제기업은 생산비용을 낮출 인센티브가 미약하다. 여러 노력을 통
하여 비용을 낮추면 규제자가 요금을 곧 그 수준에 맞게 낮추어 노력의 대가가 소비
자에게 전가되고 결과적으로 사업자는 노력의 대가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인센티브규제는 피규제 사업자의 요금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면서, 동시
에 생산비용을 낮추고 불필요한 비용요소를 제거하도록 노력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다63). Price-cap 규제에서는 정해진 규제기간, 가령, 5년동안 규제자가 피규제 사업자
63) 인센티브 규제에는 보수율의 일정한 범위를 허용하는 Banded Rate of Return Regulation, 피
규제 사업자의 이익 또는 수입을 소비자와 나누는 Earnings or Revenue Sharing Regulation,
일정기간 명목적 요금을 고정하는 Rate Case Moratoria, 다른 규제요금과 비교하는 Yardstick
Regulation등이 있으나, Price-cap 규제가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고 많은 경제학자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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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용을 검증하지 않는다. 그 기간동안 사업자의 노력으로 창출되는 대가는 사업자
의 몫으로 돌아가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규제자는 이러한 인센티브를 예상하면서 적
절한 X 값을 설정하고, 규제기간이 종료되면 X 값을 다시조정함으로써 사업자가 창출
한 잉여의 일부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게 된다.
Price-cap 규제의 또 하나의 현실적인 장점은 규제기간동안 소모적인 요금결정의 파
워게임, 정치적 논쟁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가안정 차원에서 정부의 비합리적
인 개입을 방지할 수도 있다. 규제기간동안 사업자들은 규제제도를 자신에게 유리하
도록 만들기 위하여 소모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게 되며, 규제의 모호성으로 인한 시
장의 불확실성이 크게 감소된다. 소비자는 향후통신요금의 실질(real) 수준에 대하여
더 많은 정보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소비행태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공개적 요금규제
요금을 결정하는 절차, 제도가 어떠한 것이든 정부의 결정은 보다공개적으로 이루
어져야 한다. 선진국의 규제기관은 규제제도의 변경,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그
목적과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자료를 일반에 제시하며, 다양한 이해집단으로부터
의견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수렴한다. 정부는 또한 이러한 다양한 의견에 대하여
답변하고 최종적으로 정부의 결정을 공표하게 된다. 국내에서 요금조정이 있을 때 짧
은 보도자료를 통하여 정부의 결정을 통보하는 관행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이내찬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폐쇄구조로 돼 있는 현재 통신시장과 정책수립의
매카니즘을 개방하는 것이 선진 시장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지적하였으며64), 아래
의 전 정보통신부장관의 충고도 새길 필요가 있다.
"새로운 규제정책의 원칙이 없다 보니 그때 그때 임기응변적이고 예외적 규제를 만
들어 적용하고 있다.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없는 까닭에 시장의 불안이 심화되고 있
는 것이현실이다. 규제제도의 비일관성과 불확실성은 기술개발과 신규투자 의욕을 가
로막고 있다."65 )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문서상의 토론과 의견교환과정은 이동전화 요금 수준이 얼마
여야 하는지, 그 논리적 근거가 무엇인지, 현재 요금결정과정의 문제가 무엇인지, 향
후 어떻게 제도를 발전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지식을 증진할 수 있으며,
비공개적 관행에서 유발되는 소비자의 정부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 국민적 합의를 도
출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동전화 요금의 규제제도와 운영방식은 이동전화
가 처음 등장한 20여 년 전과 지금이 거의 동일한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보다 합리적
지지되고 있다.
64) 전자신문 2005년 5월 30일자.
65) 경상현, "정보통신 규제정책의 새 틀", 전자신문 2004.11.15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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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공개적이며 논리적인 규제제도를 마련하여 규제의 선진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때라 생각한다.

V. 이동전화 시장 경쟁 관련 제반 이슈
본 고에서는 이동전화 요금이 주된 논의 대상이지만 이와 관련성이 크면서 최근 상
당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아래의 이슈들에 대하여 간략히 논의하고자 한다.
과도한 마케팅경쟁의 문제
단말기 보조금 금지의 지속여부
접속료 및 전파사용료 차등

1. 과도한 마케팅경쟁의 문제
이동전화 경쟁도입 시기부터 끝임없이 제기되는 것이 사업자들의 과도한 마케팅경
쟁이다. 아래의 그림은 매출액에서 마케팅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준다. 대체로
총 매출의 15~20% 정도가 마케팅에 쓰인다. 마케팅비용에는 대리점에 지급되는 수수
료와 광고선전비로 구성되는데 전자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동전화 3사의 매출액 대비 마케팅비용의 비중66)
25.0%
20.0%
15.0%

SKT
KTF
LGT

10.0%
5.0%
0.0%
2001

2002

2003

2004

마케팅 경쟁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실질적인 소매요금 경쟁이
없다는 것이다. 요금이 규제에 의하여 또는 암묵적 담합에 의하여 고정되어 있다는 것
이다. 경쟁이 도입된 시장구조에서는 요금경쟁을 제한하고 있다고 해서 경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마치 부동산시장에서 흔히 나타나는 ‘풍선효과’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한다. 사업자에게는 소매요금 이외에 마케팅, 투자, 품질, 부가서비스 등 수 많은
전략적 선택사항들이 있다. 요금이 규제에 의하여 경쟁 수단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수
66) 각 사의 IR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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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을 찾게 마련이고, 경쟁은 정부의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마케팅과 같은 데에서 나타
나는 것이다.
마케팅은 방대한 유통망을 구축하거나 광고, 판매촉진활동 등을 수반하기 때문에
사회적 자원을 소모하게 된다. 즉, 마케팅비용을 요금 인하로 소비자에게 전가하였을
경우와 비교하면 자원의 낭비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마케팅 활동이 사회적으로 부정
적인 것 만은 아니다. 판매촉진활동은 소비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합리
적인 선택을 유도하며,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는 품질과 서비스의 경쟁을 촉발한다.
소매요금의 자율 경쟁이 있는 상황에서는 실질적인 요금경쟁을 촉진할 수도 있다. 그
러나 요금이라는 가장 중요한 판매전략 수단이 활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자들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 이상으로 마케팅에 자원을 투입하게 되는 것이다. 어떠한
수준이 가장 적절한 마케팅 지출인가를 알아내는 것은 어렵지만 현재 실현된 마케팅
비용이 적정한 수준을 초과하고 있을 개연성은 높아 보인다.
사업자들은 과도한 마케팅 경쟁을 지양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소위 ‘클린마
케팅’ 선언을 하기도 하였다. 최근에 마케팅 상한을 정하자는 주장까지 등장하였다.
사업자의 마케팅 지출에 대해서 규제를 도입한다면, 마케팅 활동이 사회적 자원을 소
모하고 현재 과도한 마케팅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케팅 측면만 보면 일견 타당
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규제의 실행가능성(implementability)도 의심되지
만 하나의 규제가 또 다른 규제를 낳는 전형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요금경쟁이 없다는 데 있다. 즉, 현재 ‘유효한’ 경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경직적인 요금규제가 그것을 막고 있는 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
는 것이다. 마케팅지출이 과다하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처방은 경쟁의 유효성을 높이
는 것, 즉, 요금경쟁을 활성화하는 데에서 해답을 찾아야지, 경쟁을 제한하는 또 다른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풍선효과’에 의하여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시장 규
율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왜곡을 초래할 것이다. 혹은 그나마 남아있는 경쟁의 국
면이 차단되어 경쟁적 시장구조에서 경쟁의 부재한 모순적인 상황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

2. 단말기 보조금금지 여부
2003년 단말기 보조금 경쟁이 빈번한 단말기 교체를 유발하고, 이로 인하여 자원의
낭비와 외화의 유출이 발생하며, 후발사업자의 수익성 악화로 시장 쏠림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주장에 따라 3년간 한시적으로 금지되었다. 현재 이 법규를 지속할 것인지
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으며, 양 쪽 주장의 다양한 타협안이 등장하기도
한다.
단말기 보조금에 관한 몇 가지 논리와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PCS 경쟁 도입 초
기에 단말기보조금 경쟁이 과열된 이유는 마케팅경쟁의 과열과 유사하다. 소매 요금
이 규제에 의하여 경직되어 있다 보니 신규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자는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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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을 유용한 전략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다. 마케팅경쟁과의 차이는 단말기보조금
은 일종의 요금할인이라는 것이다. 단말기보조금을 받고 가입한 소비자는 그렇지 않
았을 경우에 비하여 실질적으로 더 낮은 요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통신서비스는 가입
과 이용의 구분, 지속적 이용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가격구조가 복잡하다. 요금은
가입비, 기본료, 단위시간당 통화료가 있는데, 단말기 구입을 위한 비용은 일종의 가
입비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단말기보조금은 가입을 보조하는 요금인하와 동일하다. 가
입자 또는 소비자를 초기에 유치하기 위하여 가격보조를 하는 예는 통신 이외에도 흔
히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단말기보조금의 경쟁은 실질적으로 요금경쟁이라 할 수
있고 이것을 금지한다는 것은 다른 요금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요금경쟁을 규제가
제한하는 것이 된다.
단말기보조금이 소비자로 하여금 과도하게 빈번한 사업자 및 단말기 교체를 유발하
여 자원낭비를 초래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업자와 가입자간의 자발적인 장기계약으
로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2000년대 초에 정부는 단말기 보조금을 금지하기 전에 장기
계약을 먼저 금지하였다.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가입이 사회문제로 제기되었기 때문이
었다. 이동전화가 처음 등장하던 시절에 이러한 사회문제를 방치하는 것도 어려웠을
것이다. 문제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잘못된 처방을 내린 것이다. 그러한 처방이
정상적인 계약을 통한 요금경쟁을 제약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재는 어떠
한가? 2004년 번호이동성 시차제 도입과 더불어 장기계약이 다시 등장하였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제는 장기계약이 사회적 문
제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제는 소비자들이 이동
전화에 대하여 상당한 경험을 축적하였기 때문에 무분별한 가입으로 인한 사회문제는
없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소비자와 공급자 간 자발적 장기계약이 가능하다면 과도하
게 빈번한 단말기교체가 발생할 이유가 없다. 사업자가 적절히 통제할 것이기 때문이
다. 따라서 요금경쟁의 활성화 차원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
다고 생각한다.
한 가지 지적할 것은 마케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유효경쟁 하에서는 단말기보조금,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모든 요금요소에서 적
절하게 경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에 있어서 규제로 인
하여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과도하게 요금경쟁은 단말기 보조금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이 효율성과 시장경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가입비와 기본료는 사실상 동일한 역할을 한다. 그것이 사용량과 무관하기 때문이
다. 단말기보조금도 사용량과 무관한 것이므로 가입비 또는 기본료의 인하라 볼 수 있
다. 그런데, 사용료는 높게 유지되면서 그 외의 요소가 과도하게 낮은 것은 사용량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된다. 두 번째의 문제는 단말기보조금을 지
급하는 장기계약이 가입자를 사업자에게 고착(lock-in)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것
이다.

67) 이러한

부정적 효과가 얼마나 클지는 알 수 없으나 단말기보조금을 금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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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요금경쟁을 차단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요금경쟁이 활성화되면, 요
금인하로 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가져올 뿐 아니라 사업자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인센
티브를 부여한다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마케팅비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매요금 전반(가입비, 기본
료, 사용료, 보조금)에 걸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경쟁을 촉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과도한 단말기보조금 경쟁이 유발하는 부정적인 문제들이 해
결될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시장초기에는 단말기보조금이 과도하게 등
장하기도 하였지만68) 시장이 성숙됨에 따라 보조금 금지 법규 없이도 자연스럽게 해
소되었다.
단말기보조금 금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보조금을 금지하면 사업자의 재무상황이
개선되어 요금을 낮출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보조금 금지 이후 상당히 요금이 낮
아졌기 때문에 단말기보조금 금지의 효과가 나타났으며, 또한, 앞으로도 단말기보조
금이 계속금지되어야 사업자들이 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고 한다. 이러
한 논리는 모든 요금을 경쟁없이 규제자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경쟁의 관점에서 단말기보조금과 소매요금의 관계는 그와 다르다. 단말기 구입비용
은, 사업자를 전환할 때 단말기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사업자 전환비용이 된다.
보조금은 그 비용을 낮추는 것이다. 보조금이 있다는 것은 소비자가 특정한 사업자에
게 고착되는 효과를 줄여주며, 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가입자를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요금을 인하하려는 동
기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요금경쟁이 활성화된다. 즉, 보조금이 있다면 요금경쟁이
활성화되어 요금이 낮아지고, 보조금이 없으면 요금경쟁이 활성화되지 않는다. 현재
와 같이 시장이 포화되어 있는상황에서 한 사업자가 가입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
른 사업자의 가입자를 유치해야 하며, 따라서 이러한 논리가 더 타당성을 가진다. 보
조금이 없는 상황에서는, 사업자들이 가입자를 유치하려면 상당히 낮은 요금을 제시
해야 하고, 그러한 부담 때문에 요금경쟁이 활성화되지 않는 것이다.

3. 접속료 차등
이동전화 착신접속료는 대표원가제, 개별원가제, 장기증분원가 등 기본 결정 원칙이
변모하면서 사업자간 차등이 없다가 점차 커져 왔다.69) 최근의 수치는 각 사업자의 장
67) 가입자들이 고착화되면 사업자전환비용(switching cost)을 발생하고, 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
자의 가입자를 유치하려는 경쟁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를 장기계약에 유도하려면
요금 할인을 제공하여야 한다. 따라서 장기계약은 사후적으로 요금경쟁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지만 사전적 요금인하를 촉진하게 된다.
68) 시장 초기에 가입자의 수가 미약한 경우에는 단말기보조금이 시장 효율성을 증진하는 측면
이 있다. 이동전화 가입자 전체를 하나의 망으로 간주하면 망외부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조
금으로 가입을 촉진하는 것이 사회후생을 증진하는 것이 된다.
69) 우리나라에서는 접속료를 정부에서 결정하지만, 미국에서는 사업자 협의에 맡기며, 영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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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분원가에 기초하여 결정하였다고 하나, 유효경쟁정책 차원에서 후발사업자 보호
의 취지가 많이 반영되었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동전화 착신접속료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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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료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소매요금이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접속료의 변화는 단지 총 공급자 잉여를 사업자간에 어떻게 나누느냐는 것만을 결정
하지, 소비자의 후생이나 사회후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접속
료 조정이 소매요금 변화에 반영될 때에만 소비자후생과 사회후생이 변하는 것이다.
그러한 변화 없이 한 사업자의 접속료가 낮아지고 다른 사업자의 접속료가 높아진다
면 그것은 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를 보조하는 데 불과하다.
접속료 차등의 취지는, 재무적으로 취약한 후발사업자에게 더 많은 잉여를 줌으로
써 경쟁력을 향상하도록 유도하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지배적 사업자에 대하여 후발사
업자가 효과적인 경쟁압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러한 효과가 바라는 대로 달성될 것인가? 후발사업자가 받는 보조가 서비스 품질개
선, 투자, 요금의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다. 앞에서도 언
급하였듯이 투자의 인센티브는 미래 얻을 수 있는 투자보수에 의존한다. 소매요금은
시장 경쟁상황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선택한다. 단지 현재 돈이 많다고 투자를 많이
하거나 요금을 낮추는 것이 아니다.
접속료는 한 사업자의 중요한 수입원이고, 상대 경쟁사업자의 접속료는 중요한 비
용요소가 된다. 따라서 소매요금경쟁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이며, 접속료
의 수준은 전략적으로 결정되는 소매요금에 영향을 주기 마련이다. 지배적 사업자의
착신접속료가 낮아지고 비지배적 사업자의 착신접속료가 높아진다면, 자율경쟁과정에
서 전략적으로 결정되는 소매요금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그러한 접속료 차등이
소매요금경쟁을 촉진한다면 접속료차등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규제방안이 될 수 있
는 사업자 협의에 맡기다가 최근 Price-cap 규제를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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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신의 착신접속료가 높아지면 더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여 착신통화량을 늘리고
자 한다. 가입자 확보를 위해서는 소매요금을 낮추려 할 것이다. 한편, 상대 사업자의
접속료가 높아지면 비용이 상승하여 요금을 낮추고자 하는 인센티브가 줄어든다. 즉,
지배적 사업자는 요금을 낮추려는 인센티브가 줄어들고 비지배적 사업자는 요금을 낮
추려는 인센티브가 강해진다. 이러한 인센티브의 변화가 소매요금경쟁을 더욱 활성화
할 것인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이것은 흥미로운 이슈이지만 지배적 사업자가 요금
경쟁을 선도하고 비지배적 사업자가 이에 따라가는 경쟁양상에서는 소매요금경쟁이
약화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쟁효과를 고려하여 접속료 차등을
결정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향후 보다 경쟁지향적 규제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할 때 규
제자는 이와 같은 경쟁효과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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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산업 소유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최충규
한국경제연구원

1. 문제제기
z

방송산업 소유규제
–
–
–
–

z

방송매체 간 교차소유 및 겸영 제한
언론사에 대한 소유규제
대기업에 대한 소유규제
외국인에 대한 소유규제

규제목적
– 경쟁촉진, 다양성 확보, 공익성 증진 등

z

부작용
– 방송시장의 진입장벽 제고, 경쟁제한
– 통신, 방송, 영화, 신문, 출판 등의 융합환경과 부조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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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송산업 소유규제 현황
(1) 교차소유 및 겸영규제
지상파
방송사

위성방송사

종합유선
방송사

채널사용
업자

방송시장
전체

지상파
방송사

-

지분 33%
이하

금지

-

매출액의
33% 이하*

위성방송사

-

지분 33%
이하

지분 33%
이하

-

상동

종합유선
방송사

금지

-

매출액 33%,
방송구역
1/5 이하

분야별 사
업자수의
1/5 이하

상동

채널사용
사업자

-

-

방송구역
1/5 이하

매출액의
33% 이하

-

언론사

금지

지분 33%
이하

지분 33%
이하

종합/보도
전문 PP
소유금지

3

* KBS, EBS, MBC 등은 방송시장 매출액 규제로부터 예외.

(2) 대기업 소유규제
– 대기업: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3조원 이상인 기
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그 계열회사(특수관계자 포함)
– 규제내용: 언론사의 경우와 유사. 단, 종합유선방송사에 대한
소유제한 폐지

지상파
방송사

대기업

금지

위성
방송사

지분 33%
이하

종합유선
방송사

방송채널
사용
사업자

-

종합편성
및 보도전
문편성 PP
소유금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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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인 소유규제
– 외국인: 외국의 정부나 단체, 외국인, 또는 이들이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 규제내용
지상파
방송사

위성
방송사

종합유선
방송사
-지분 33%
이하

외국인

금지

지분 33%
이하

방송채널
사용
사업자

-중계유선
사: 금지

-종합편성
및 보도전
문편성 PP:
금지

-전송망사
업자: 49%
이하

-기타 PP:
49% 이하
5

3. 방송산업 소유규제의 문제점
(1) 교차소유 및 겸영규제의 문제점
– 규제목적
• 방송시장 경쟁촉진 => 시청자 권익 보호
• 방송의 다양성 확보 => 언론 및 표현의 자유와 국민문화 향상

– 방송시장의 구분
• 상품시장(market for goods): 광고, 프로그램, 전송서비스 등 일
반상품의 영역에 속하는 재화 및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
– 상품시장에서의 주된 정책목표: 경쟁촉진

• 아이디어시장(market for ideas):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주는 의
견, 정보 등이 교환되는 시장
– 아이디어시장에서의 주된 정책목표: 다양성 확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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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시장에서의 소유집중과 경쟁
– 상품시장의 소유집중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방법은 반독
점정책 또는 경쟁정책 분야에서 가장 발달
• 그 구체적인 방법론은 기업결합심사기준에 잘 정리되어 있음

– 기업결합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시장획정
• 시장획정에 따라 경쟁 및 후생분석과 기업결합 허용여부 좌우
• 기술발전 속도가 빠르고, 상품 및 서비스 융합이 활발한 경우 사전적/임
의적 시장획정은 소유집중 및 경쟁분석을 왜곡

– 방송법상의 소유규제는 기술방식에 따른 사전적 시장획정에 기초
• 기술방식에 따른 시장구분: 라디오방송, TV방송; 지상파방송, 유선방송,
위성방송 등으로 구분
⇒소비자의 수요특성 반영 곤란
⇒현행 소유규제: 경쟁촉진 및 사회후생 증대와 괴리

7

– 또한 현행 방송법상의 소유규제는 일반추정방법에 기초
• 일반추정방법: 사전에 일정한 임계치를 설정하여 동 임계치를 상회하는
경우 경쟁 또는 사회후생이 현저히 저해된다고 간주
– 장점: 분석방법 및 절차 단순, 규제의 예측가능성 제고
– 단점: 임계치 설정의 자의성, 개별사안의 특수성 감안 불가능

– 현행 겸영규제는 획일적인 사전 규제
• 종합유선방송사업과 방송채널사용사업 간 겸영규제는 사업자의 시장지
배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
• 그러나 이러한 공정경쟁 문제는
– 합리적인 시장획정에 기초하여 공정거래법에 의거 사후적으로 규
제할 사항
– 사전 규제에 의거 획일적으로 다스릴 사항 아님

=> 상품시장에서의 소유집중문제는 현행 방송법상의 소유규제보다는
공정거래법과 기업결합규제로 대체하는 것이 방법론상 우월하고 바
람직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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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이디어 시장에서의 경쟁과 소유규제
– 방송시장에서의 소유집중을 방송법에 의거 더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
는 것은
• 상품시장에서의 소유규제만으로는 아이디어 시장에서의 다양성을 확보
하는 데 미흡하다는 인식에 기초

– 그러나 생각과 의견의 다양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 소비자 수요 충족을 위한 다양한 매체와 송출구(outlet) 존재
• 각 매체와 송출구가 소비자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유인 제공
• 이를 제약하는 인위적이고 불필요한 규제 제거
=> 아이디어시장 다양성 위해 진입장벽 최소화 및 사업자간 경쟁촉진 필요

– 아이디어시장은 상품시장보다 관련시장의 범위가 훨씬 넓음
• 미국 법무부 및 FCC: 라디오 광고시장, 신문시장, 위성방송 관련시장 등
• 우리나라 공정위 및 방송위: 위성방송시장, 종합유선방송시장, 중계유선
방송시장
⇒상품시장의 범위를 매우 좁게 획정
⇒유사한 아이디어 및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안매체를 관련시장에서
제외
9

– 아이디어시장 진입은 상품시장 진입보다 훨씬 용이
• 광고 또는 프로그램시장 진입위해서는 결코 작지 않은 최소생산규모 구
비 필요
• 아이디어시장에 진입하여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생각, 의견 및 정보를 생
산하는 데에는 한 개의 웹사이트나 블로그만 있어도 가능
• 또한 이러한 생각, 의견 및 정보는 사이버 공간을 통해 매우 신속하고 광
범위하게 전달
=>아이디어시장의 진입장벽이 훨씬 낮음
=>아이디어시장이 상품시장보다 훨씬 경쟁적

– 요컨대,
• 아이디어시장에서의 다양성 위해 진입장벽 최소화와 경쟁촉진 필요
• 아이디어시장은 상품시장보다 관련시장의 범위가 넓고
• 진입이 용이

⇒ 공정거래법과 기업결합규제에 의거 광고 등 상품시장의 소유집중 규
제만으로도 아이디어시장에서의 경쟁제한과 다양성 훼손 방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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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기업 소유규제의 문제점
– 대기업 소유규제의 이유
• 방송의 공익성 위축
• 대기업의 정치사회적 영향력 증대

– 방송의 공익성 논거
• 전파의 희소성에 근거
• 기술발전으로 희소한 전파의 보다 집약적 이용 가능
• 매체의 다양화, 전문화, 개인화로 방송의 공적 기능 약화

– 대기업의 영향력 증대에 대한 우려
•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의 확산
=>충분히 다양한 매체로부터 충분히 다양한 정보와 의견 섭취
=>대기업의 여론독점 가능성 희박
– 미국의 NBC: 세계 최대기업 GE가 지분 80% 소유
– 오히려 대기업이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가능
• 영국의 문화부와 무역산업부: 호텔링 효과(Hotelling Effect)
11
• Owen and Wildman(1993)

– 대기업 규제는 방송산업 발전에도 바람직하지 않음
• 대내외 방송환경
– 지상파방송에 대한 대안매체의 성장 부진
– 방송시장 개방압력
– 공익사업에서 문화산업으로 변화 => 경쟁력 있는 방송콘텐츠의 제
작과 유통이 더욱 중요
– 방송의 디지털화 => 대규모 자본 필요, 규모의 경제 작용
– 통신과 방송의 융합 => 통신시장 대기업의 방송진출 불가피

•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의 방송매체 소유규제는
–
–
–
–

방송매체간 균형발전 저해
시장개방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 지연
방송의 문화산업화 및 디지털화 지연
방송통신 융합에 차질 등을 초래

• 대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필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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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인 규제의 문제점
– 외국인 소유규제의 이유
• 방송의 공익성 위축
• 문화종속 심화

– 문화종속론?
• 방송프로그램: 초판 제작비용>복제비용 => 규모의 경제
• 외국프로그램: 자국시장에서 1차 수요 거친 후 국내시장에 매우
저렴한 가격에 공급 => 가격경쟁력 월등
• 그럼에도 외국프로그램이 국내시장을 지배하지 못하는데, 이는
문화적 할인(cultural discount)에 크게 기인
– 외국 프로그램에 대한 문화적 할인: 국내 시청자들은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자국 언어, 자국 문화, 자국 출연진들이 나오는 프로그램
을 더 선호

=> 문화종속론은 과장된 우려
13

– 다채널 방송(종합유선, 위성)의 경우
• 외국 프로그램의 유입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은 사실이나,
• 이에 따른 긍정적인 점도 적지 않음.
– 국내 종합유선방송 및 위성방송의 가입자 기반 확대
– 확대된 가입자 기반에 기초한 대형 프로그램 제작 가능
– 다채널방송의 디지털화 및 경쟁력 향상 등에 기여

– 현행 외국인 소유규제는
• 장기투자자 배제
• 매매차익에 관심 있는 단기자본만 유치
=> 외국인 진출에 따른 효과가 보다 긍정적으로 발현되도록 완화
필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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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개선방안
– 현행 방송법상의 교차소유 및 겸영규제는 공정거래법과 기업
결합규제로 대체
• 예: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벨기에, 뉴질랜드 등
• 미국 FCC:
– 기존의 매체간 교차소유 금지가 경쟁을 촉진시켰다는 증거 없음
=> 기존의 교차소유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개혁안 채택(2003.6)

– 대기업의 방송시장 진출 규제는 완화
• 위성방송사에 대한 대기업의 소유제한 철폐
•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편성 PP에 대해서도 대기업 진출 허용
• 대기업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부작용 방지장치 존재
– 방송법: 누구든지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
성 PP의 주식 또는 지분의 3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것을 금지
– 방송법: 방송의 지나친 상업화 및 저질화에 대한 내용규제
– 공정거래법/기업결합규제: 대기업에 의한 소유집중 규제
15

– 외국인 소유규제의 완화
• 상호주의 또는 국익을 고려한 전략적인 차원에서 접근 필요
• 지상파방송사, 중계유선방송사,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편성 PP
등에 대한 현행 외국인 소유금지는 당분간 유지
• 국가기간산업 보호 차원에서 전송망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의 소
유제한을 현행 49% 이하로 유지(cf. 전기통신사업법)
• 그 외의 외국인 소유규제는 국내 방송산업 발전을 위해 전향적으
로 완화
– 종합유선방송사 및 위성방송사: 33% 이하 -> 49% 이하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49% 이하 -> 폐지
• 방송법: 외국 프로그램의 편성비율 제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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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산업 구조변화와 스크린쿼터의 유용성

이태규(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본 연구는 한국영화산업의 구조변화를 고려하여 스크린쿼터의 정책적 유용성
을 판단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작․배급․상영에 이르는 과정을 수
직계열화한 대형영화사의 등장과 이들 영화사를 중심으로 한 영화공급구조가
1990년 후반부터 급속히 진행된 한국영화산업의 구조변화의 핵심이라고 주장
한다. 영화사는 수직적 결합을 통하여 영화의 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
을 제거하고 흥행위험을 줄일 수 있으므로 높은 제작비가 투입된 영화를 지속
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가질 수 있다. 현재 제작되는 국산영화의
절반이상이 극장체인을 가진 대형 영화사들에 의해 투자․배급되고 있으며 이들
대형영화사 외의 국내 중형 배급사들의 배급능력까지 고려한다면 일정수준 이
상의 질을 갖춘 국산영화가 외화에 밀려 상영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는 경우는
이제는 극히 드물다는 것이 본 연구의 주장이다. 결국 상영기회의 보장을 목적
으로 하는 스크린쿼터의 정책적 유용성은 상당히 저하되어 그 편익은 상당히
감소하는 반면 세계적인 자유무역의 확산으로 인한 스크린쿼터의 비용은 더욱
커질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우리나라 영화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은 스크린
쿼터와 같은 시장에 대한 직접적 통제보다는 영화의 불법적 유통방지, 영화완
성보증보험 등을 통한 영화시장규모의 확대와 영화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산
업 하부구조(infrastructure) 정비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Ⅰ. 서론
우리나라의 스크린쿼터제(국산영화의무상영제도)는 1966년 제2차 영화법 개정을
통해서 도입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대표적인 국산영화 보호정책이다. 1998년
부터 미국은 한․미 양자간 투자협정(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과 자유무역
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 체결의 조건으로 스크린쿼터의 폐지 또는 축소
를 요구하고 나섰고 최근에는 국제무역협상에서 시청각서비스 교역과 관련하여 이
제도가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이다. 1995년 기존의 일반상품 교역을 넘어서 시청각
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 분야에서의 교역과 투자에 관한 국제협정인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즉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가 UR협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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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되었고 WTO 출범과 함께 발효되었다. 이후 2001년 제4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새로이

출범시킨

다자간

무역 협상인

도하

개발 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 DDA)를 통해서 시청각서비스 개방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
되었으며 영화시장 개방도 이 논의의 중요한 의제 중의 하나이다. 영화시장 개방을
둘러싼 무역협상의 기본적인 구도는 문화의 정체성과 다양성을 내세운 유럽과 문화
산업도 자유무역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미국 간의 대립으
로 요약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럽과 미국 어느 한 쪽의 입장을 취하기보다
는 직접적으로 교역을 하게 될 국가들과 협상을 통해 시청각 서비스부문 개방과 관
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계획을 갖고 있다.70)
스크린쿼터도 대부분 규제와 마찬가지로 비용(costs)과 편익(benefits)을 동시에 수
반한다. 통상 어떤 규제의 유효성을 논할 때 그 규제로 인한 비용과 편익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한다. 그 상대적 크기는 불변적인 것이 아니며 경제․사회 환경을 포함
하여 그 규제를 둘러싼 외적여건 변화에 따라 변화한다. 따라서 특정 시점에서 유
효하던 규제가 시간이 지나 여건이 변함에 따라 그 유효성을 상실할 수도 있다. 우
리나라에 스크린쿼터가 도입된 지 40년에 가까워오고 있으며 최근 10년 동안 한국
영화산업은 큰 변화를 겪었다. 가장 눈에 띠는 변화는 역시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
향상이다.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은 1999년에 40%에 육박한 이후 2001년 이후 지속
적으로 50%를 넘나들어 2004년에는 59.3%를 기록하였다.71)
한편 시장점유율의 비약적 상승은 표면적인 변화이며 이와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한국영화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구조적 변화란 우리나
라 영화산업이 과거의 ‘충무로’로 대표되는 소규모 제작자본 위주의 산업에서 벗어
나 영화의 제작․배급․상영 단계를 수직적으로 결합한 대형영화사가 산업을 주도
하는 단계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구조변화로 인해 영화의 시장수요 자체
도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화의 질도 높아졌고 이는 시장점유율의 상승으로 연
결되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스크린쿼터의 유효성도 우리나라 영화산업의 구
조변화를 고려한 동태적(dynamic) 시각에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스크린쿼터
로부터 얻을 수 있는 편익들이 영화산업의 구조가 변함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는지,
현재 영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들을 스크린쿼터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지 등을 엄밀하게 분석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영화산업의 구조변화가
스크린쿼터의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영화산업
발전에 대한 정책적 함의도 찾아보고자 한다.

70) 우리나라는 국내 서비스 시장개방과 관련하여 DDA 협상의 1차 양허안을 2003년 3월 WTO
에 제출하였는데 여기에는 금융, 법률, 건설, 유통, 통신, 환경 등의 분야는 포함된 반면 시청
각 서비스, 뉴스제공업, 보건의료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71) 부록의 <부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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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스크린쿼터제 현황
1. 우리나라의 스크린쿼터제 변천과정
우리나라는 1966년 8월 제2차 영화법 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스크린쿼터제를 도
입하였다. 기존의 한국영화 제작 활성화 방식이 제작사에게 외화수입권을 배정하고
의무 제작편수를 부여하는 등 제작을 직접적으로 독려하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스크
린쿼터는 시장에서의 한국영화 상영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제작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 간접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제2차 개정 영화법 제19조 제3항에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의 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영화와의 상영비율에 따라 국산영
화를 상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구체적인 의무상영일수는 그 해 12월 개정된 영화
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총 90일 이상으로 규정되어졌다.
영화법 시행령 제25조 : 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영하여야 할 국산영화(극영
화 및 이에 준하여 상영할 수 있는 문화영화에 한 한다)의 편수는 연간 6편 이상으로 하되,
2월마다 1편 이상으로 하고, 총 상영일수는 90일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공보부장관은 지
역별 및 영화상영 상황에 따라 총 상영일수를 조절할 수 있다.
1970년 8월 제3차 영화법 개정에 뒤따른 동 법 시행령 개정에서는 의무상영 편수
를 연간 3편 이상 4개월마다 1편 이상으로 하고 총 상영일수는 30일 이상으로 완화
하였다. 1973년 2월 제4차 영화법 개정에서는 영화법 제26조에서 의무상영일수를
연간 상영일수의 1/3으로 규정함으로써 스크린쿼터제가 다시 강화되었다. 한편 정
부는 1973년부터 매년 ‘영화시책’을 입안하고 이를 토대로 영화정책을 시행하였는데
1974년에는 영화 관계법령 개정을 통하지 않고 정부의 영화시책을 통하여 기존의
스크린쿼터 규정에 추가적 변화가 이루어졌다. 1974년 영화시책에서는 외국영화와
국산영화를 순차적으로 상영하는 교호상영제가 도입되었는데 외화 대 국산영화가 2
대1의 비율로 상영되도록 규정하였다.
1974년 영화시책 : 스크린쿼터제 실시
영화법 제26조에 규정된 스크린쿼터제는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공연장 경영자는 영화상영일수를 외국영화상영일수 2에 대하여 국산영화상영일수 1의
비율로 순차적(교호상영)으로 상영하여야 한다.
(사례: 외국영화를 40일간 상영할 공연장은 국산영화 20일 이상 상영한 다음에야 다시 외
국영화를 상영할 수 있다. 다만, 그 순서는 역으로 할 수 있다)
국산영화 의무상영일수는 1981년 영화시책에서 보다 강화된다. 의무상영일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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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일로 증가하였고 교호상영제도 외화 대 국산영화의 상영비율을 1대1로 강화하였
다. 하지만 쇼 공연일수를 국산영화 상영일수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여 쿼터 강화
의 정도를 다소 완화하였다.
1981년 영화시책 : 영화상영 질서 확립
1 . 외국영화 상영제한
가. 공연장의 경영자는 연간 영화 상영일수(365일 기준)의 200일을 초과하여 외국
영화를 상영할 수 없다. 단, 동일영화의 계속상영으로 인하여 제한일수를 초
과할 시는 10일 이내에 한한다.
나. 쇼 공연일수는 방화 상영일수에 산입한다.
2. 교호상영제
외국영화를 상영한 다음에는 반드시 국산영화 상영하여야 한다.
단,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개봉극장은 동일 제명의 국산영화를 계속 5일 이상
상영하여야 한다.
국산영화 의무상영일수는 1984년 12월의 제5차 영화법 개정에 뒤이은 동 법 시행
령 개정을 통해서 다시 146일(연간 상영일수의 2/5)로 줄었으며 필요 시 20일을 단
축할 수 있도록 완화되었다. 하지만 교호상영제는 계속 유지되었다. 1995년 12월에
는 기존의 영화법이 폐지되고 영화진흥법이 제정되었다. 영화진흥법 제16조에서 스
크린쿼터의 국산영화의 상영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구
체적인 의무상영일수를 규정하고 있는데 종전 146일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필
요 시 최대한 40일을 단축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으며 교호상영제를 폐지하였다.
영화진흥법 시행령 제19조 (한국영화의 상영의무)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의 경영자는 연간 상영일수
의 5분의2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영화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
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지역 및 시(전년
도말 기준 주민등록인구수 10만 이하의 시를 말한다)지역의 공연장에 대하여는 40
일의 범위 내에서, 그 외 지역의 공연장에 대하여는 20일의 범위 내에서 한국영화
의 연간 상영일수를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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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스크린쿼터제의 변천과정 요약
연도
1966년
1970년

관계법령 및 시책
- 영화법 제19조 3항
- 동 법 시행령 제25조
- 영화법 제25조
- 동 법 시행령 제33조

내용
∘의무상영일수 90일 이상
∘의무상영일수 30일 이상

1973년

- 영화법 제26조

∘의무상영일수 121일 이상

1974년

- 1974년 영화시책

∘교호상영제 실시

1981년

- 1981년 영화시책

1985년
1996년

- 영화법 제26조

∘의무상영일수 165일 이상
∘교호상영제 실시
∘의무상영일수 146일 이상, 필요 시 20일 단축

- 동 법 시행령 제20조의 3 ∘교호상영제 실시
- 영화진흥법 제16조

∘의무상영일수 146일, 필요 시 40일 단축

- 동 법 시행령 제19조

∘교호상영제 폐지

영화진흥법은 제정 이후 몇 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나 스크린쿼터에 관한 기본적 틀은 제
정 당시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는 영화진흥법 제28조, 동 법 시행령 제13조와 제15
조, 그리고 동 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의무상영일수, 의무상영일수 감경기준, 위반 시 처
벌규정 등의 관련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의무상영일수는 현재 연
간 상영일수의 5분의 2이상인 146일이며 문화관광부 장관이 한국영화의 수급상황을 고
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전년도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 수 10만 이하의
시를 말한다) 지역 및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지역의 공연장에 대해서는 40일의 범위
안에서는, 그 외 지역의 공연장에 대하여는 20일의 범위 안에서 한국영화의 연간상영일
수를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재량의 여지를 두고 있다.
영화진흥법 시행령 제13조 (한국영화의 상영의무)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상영관의 경영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
일까지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2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영화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
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전년도말 기준 주민등록인구수 10만 이
하의 시를 말한다)지역 및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지역의 영화상영관에 대하여
는 40일의 범위안에서, 그외 지역의 영화상영관에 대하여는 20일의 범위안에서 한
국영화의 연간상영일수를 단축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영화 상영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영화상영일수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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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수는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 한국영화상영일에 외국영화의 유료시사회를 개최하는 경우의 당해 상영일수
2. 한국영화상영일에 2회이상 외국영화의 무료시사회를 개최하는 경우의 당해 상
영일수
3. 한국영화상영일에 불법으로 외국영화를 상영하다 적발된 경우의 당해 상영일수
한편 명절, 방학 등의 관람 성수기에 외화가 집중적으로 상영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
하여 성수기에 국산영화를 상영하는 경우 의무상영일수를 감경해주고 있으며 또한 전국
통합전산망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극장이 전산망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의무상영일수
를 감경해주고 있다.72) 한편 동 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는 성수기 한국영화 상영 시 및 통
합전산망 가입 시 받게 되는 의무상영일수 감경혜택을 보다 상세히 규정73)하고 있다.

2. 주요 국가들의 영화산업 보호정책74)
1) 초창기 보호정책
영화산업 초창기에는 수입쿼터제가 외국영화에 대한 자국 영화 보호정책으로 많
이 사용되어졌다. 가장 극단적인 외화 수입제한 정책은 사용한 나라는 독일이었다.
독일은 1916년 영화수입을 금지하는 한편 적극적인 자국 영화지원 정책을 펼쳤다.
1921년에 와서야 독일은 영화의 수입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하였다. 프랑스도
1928년에 수입쿼터제를 도입하여 배급된 프랑스 영화 한 편당 7편까지의 외화를 수
72) 영화진흥법 시행령 제15조 2항에서 설·추석 등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간 중 한국영화를
상영한 경우,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영화관입장권전산망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20일의 범위
안에서 의무상영일수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감경일수의 합계가 4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73) 영화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상영일수 감경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목의 기간 중에 한국영화를 상영한 경우에는 그 한국영화의 상영일수 1일을 3분의 5일
로 계산하여 한국영화의 연간 의무상영일수를 감경한다.
가.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의 10일간
나. 매년 설 2일 전부터 10일간
다. 매년 7월 16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40일간
라. 매년 추석 2일 전부터 10일간
마. 매년 12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0일간
2. 영업정지를 명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영화관입장권
전산망에 참여한 경우에는 한국영화의 연간 의무상영일수 20일을 감경한다.
가. 영화상영관의 입장객수·입장권판매액 등 영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자료가 전용회선을 통하
여 실시간으로 집계될 것
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실시간 집계에 필요한 메인서버를 설치하고, 집계된 자료가 메인서버
내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것
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연동될 것
74) 이 절은 영상정책자료(2004), 양건열 외(1999), 김미현 외(2003) 강철근(2004), 톰슨․보드웰
(1999) 등의 자료를 주로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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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다. 영국은 스크린쿼터제를 통하여 자국 영화의 보호를 시
도한 최초의 국가이다. 1927년 영국 의회는 ‘영화법(Cinematograph Act)'을 제정하
여 영국 내 모든 극장은 연간 영국 영화를 30% 이상 반드시 상영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였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자국 영화보호 조치로 인해 프랑스, 영
국의 경우 자국 영화의 개봉 수가 증가하였으나 그 폭은 그다지 크지 않았으며 여
전히 미국영화의 영향력은 유지되고 있었고 독일영화는 자국보다 외국에서 더 많이
상영되었다.
<표 2> 1920년대 후반 독일, 프랑스, 영국의 개봉영화 비율
개봉영화비율
생산국

독일

프랑스

영국

1926

1929

1926

1929

1926

1929

미국
독일

45
93

33
45

79
6

48
30

84
6

75
9

프랑스

4

4

10

12

3

2

영국

0.4

4

0.4

6

5

13

자료: 크리스틴 톰슨, 데이비드 보드웰, 세계영화사 1

한편 독일, 이탈리아, 소련 등에서는 전제정권의 등장하여 영화산업을 국가의 목
적을 위해 이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영화산업에 대한 강력한 통제로 나타났다.
이들 나라에서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강력한 자국영화 지원책이 시행되는 한편 수
입을 통제하여 미국 영화산업의 지배력 확산을 막았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세계
2차대전의 발발로 그리 오래 가지 못하였다. 세계 2차 대전 후 미국은 전쟁 특수에
힘입어 경제력이 더욱 커졌으며 미국 메이저 영화사들의 세계시장 지배력이 갈수록
확대되어졌다. 반면 유럽은 전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타격이 매우 컸으며 영화
산업도 그 기반을 거의 상실하게 되었다. 미국영화의 독점적 시장지배력에 위기감
을 느낀 유럽국가들 사이에서는 수입쿼터 및 스크린 쿼터제도 등을 통한 자국영화
보호정책이 확산되었으며75) 이러한 보호주의적 경향은 이후 남미 및 아시아의 몇몇
국가들까지 확산되어 이들 나라도 자국 영화보호의 수단들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2) 스크린쿼터의 쇠퇴와 포괄적 보호․육성정책
초창기의 수입쿼터나 스크린쿼터를 이용한 적극적인 영화산업 보호정책은 시간이
75) 프랑스에서는 1946년 폐기되었던 수입쿼터가 다시 부활하였고 스크린쿼터도 도입되었으며
영국은 1927년 스크린쿼터를 도입한 뒤 폐지하였다가 1948년에 다시 도입하여 45%의 쿼터를
배정하였다. 한편 이탈리아는 전쟁기간 중에는 외화수입을 전면 금지하였다가 전후 이를 해제
하였지만 수입의 억제를 위하여 1949년에 수입영화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드레오티법)을 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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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남에 따라 점차 쇠퇴하게 되었으며 일부 유럽국가에서는 스크린쿼터가 아직 존재
하기는 하나 개별 극장에 대한 통제와 쿼터의 집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한 최근 유럽 국가들의 자국영화 보호정책의 경향은 영화산업을 포함한 시청각산업
의 포괄적 보호․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스크린쿼터는 거의 유명무실화된 상태
이다.
프랑스의 경우 외화수입쿼터는 1960년대부터 수입 할당량이 점차 증가하여 나중
에는 유명무실화되었다. 1953년에 도입된 스크린쿼터는 연간 112 ～ 140일간 자국
영화 의무상영을 규정하고 있었으며 1967년에는 프랑스 영화 대신 유럽공동체 국가
영화를 의무상영의 대상으로 대체하였다. 현재는 1분기 당 5주간의 의무상영 기간
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도 엄밀하게 집행되지 않고 사문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은 1927년에 도입된 스크린쿼터를 1983년에 폐지하였으며 1985년에는 입
장세 판매수입에 부과되던 극장세(Eady Levy)도 폐지하였다. 스페인의 경우 1941년
에 스크린쿼터를 도입하였으며 1986년부터는 의무상영대상을 EU영화로 바꾸었다.
현재는 단관극장과 2개 스크린이상의 멀티플렉스를 구분하여 스크린쿼터를 운영하
고 있다. 단관은 25%(91일), 멀티플렉스는 20%(73일)를 의무 상영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EU지침에 따라 1990년부터 방송쿼터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방송되는 영화 중 50% 이상은 EU산 영화로 방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스크린쿼터도 1965년부터 시행하였는데 스크린 별 분기마다 25일 이상(연 100일 이
상)을 이탈리아 영화를 상영하도록 규정하였다. 하지만 이 제도를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강제성, 행정력 등이 미비되어 1994년에 폐지되었다. 그 외 몇몇 국가들이 아
래 표와 같이 스크린 쿼터제를 현재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외화 수입쿼터제
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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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외국의 스크린 쿼터제 현황
국가

운영실태(쿼터비율)

그리스

28일

프랑스

분기별 5주(연 140일)

브라질

28일(2001년 현재)

베네수엘라

126일

비고
- 자국영화 상영극장에 특별세 일부 면제
-

EU영화 의무상영제

- 매년 일 수 조정, 위반 시 평균 수입의 10% 벌과
금
- 권장사항으로 강제집행 사례 없음
- 자국영화가 연간 총 스크린 타임의 58%를 유지

스리랑카

할 수 있도록 수입통제

84일

(스크린 타임 : 스리랑카 내 모든 영화관에서 상영
되는 모든 영화의 상영시간을 합산한 시간)
- 2개 이상 스크린소유 극장은 73일

스페인

73-91일

아르헨티나

28일

- 분기별 1편, 1주-4주 상영되어야 함

콜롬비아

30일

- 자국영화제작(연간1-15편)에 세제혜택

파키스탄
중국

- 86년부터 EU영화 의무상영제로 변경

외화상영관 : 15%
자국영화상영관 : 85%
스크린 별 상영시간의
2/3 이상

- 전국 650관 중 외화상영관 50개관
- 스크린쿼터와 수입쿼터(연 20편)를 동시에 실시
-1997년 말 폐지되었다가 1999년 1월부로 부활되

멕시코

37일

었으나 의무화가 아니라 “가급적 10%(37일) 상
영”토록 규정되어 있어 강제성이 없음.

자료 : 영상정책자료(2004), 양건열 외(1999), 김미현 외(2003)

<표 4> 외국의 수입쿼터제 현황
국가

운영실태(쿼터비율)

이집트

연간 300편

인도

수입편수,
조정

비고
- 외화수입 사업자당 연간 2편 총 300편으로 제한

상영시간 - 외화수입을 150-200편으로 영화심의위원회 심의
를 통해 수입편수 제한

인도네시아 연 160편
- 수입쿼터(연160편) 운영
자국영화 제작편수의
베트남
- 수입편수 제한
1/3 초과 금지
자료: 영상정책자료(2004)

현재 유럽국가들은 외국영화의 수입쿼터나 스크린쿼터와 같이 민간부문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제보다는 보다 공영성이 강조되는 방송에서 자국영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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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터를 강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EU)의 탄생을 계기로 유럽영
화산업 및 시청각 산업 보호 및 진흥에 유럽국가들이 공동보조를 취하는 방식을 채
택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1988년에 ‘국경없는 TV(Television Without Frontier)'라는
지침의 제정을 통해 방송되는 영상물 중 EU국가의 영화가 50% 이상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쿼터제를 각 EU회원국들에게 권고하고 있다. 또한 EU회원국들의
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회원국들의 영화산업발전을 지원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다.

대표적인

영화산업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Eurimages와

MEDIA

Programme이 있는데 1988년에 설립된 Eurimages는 회원국들의 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유럽국가가 포함된 3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영화의 제작, 배급 및 상영 등을
지원한다. MEDIA Programme은 시청각 상품의 제작, 배급, 교육, 재정지원 등에 관
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MEDIA Programme I(1991-1995)과 MEDIA

Programme II(1996-2000)를 거쳐 현재는 MEDIA Plus Programme(2001-2005)이 운
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에도 불구하고 주요 유럽국가들의 시장 점유율
은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표 5> 주요 유럽국가의 자국영화 시장점유율
(단위 : %)

국가

프랑스

영 국

독 일

스페인

이탈리아

30.6

5.5

13.6

11.0

21.0

1992

34.9

8.4

9.5

8.3

26.8

1993

35.1

4.7

7.2

8.5

24.4

1994

28.3

12.3

10.1

7.1

17.3

1995

35.2

10.4

6.3

11.9

23.7

1996

37.4

12.8

15.3

9.3

21.1

1997

34.5

23.0

16.7

13.1

24.9

1998

27.6

14.1

8.1

11.9

32.9

1999

32.5

16.5

14.0

13.9

24.7

2000

28.5

19.6

12.5

10.1

24.1

2001

41

18

18

19

18

2002

35.0

8.3

11.9

13.7

22.2

2003

34.8

11.9

17.5

15.8

22.0

연도
1991

자료: 영상정책자료(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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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스크린쿼터제의 쟁점
1. 스크린쿼터 옹호론
대부분의 규제가 그러하듯이 스크린쿼터도 예외는 아니어서 개인의 경제적 자유
를 제한하고 사전적(事前的)으로 영화의 공급을 통제하므로 시장경제의 원칙에 위배
된다. 따라서 이 제도가 합리화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공익적 이유 및 실익이 전제
되어야 한다. 스크린쿼터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 때
문에 이 제도의 유지를 주장한다.
i) 문화의 다양성 확보
ii) 미국영화사들의 독과점 제한
iii) 유치산업 보호
스크린쿼터로 인해 제약되는 경제적 자유와 국제무역에 있어서의 불이익 등을 이
규제의 비용이라고 한다면 위의 항목들은 규제를 통해서 얻게 되는 편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각각의 편익에 대한 논점을 살펴보자.
1) 문화의 다양성
문화적 다양성 확보를 위해 스크린쿼터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영화가 한 사회의
구성원들의 가치 및 삶의 양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스
크린쿼터가 국제무역에서의 ‘문화적 예외’로 인정76)되어 온 것도 영화가 비물질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한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스크린쿼터를 통하여 확
보할 수 있는 문화의 다양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정의할 수 있다. 첫째는 높은 시
장지배력을 가진 미국영화에 대해 한국영화의 상영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한국문화를
고취할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문화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아 문화의 다양
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스크린쿼터를 통해 보다 많은 한국영화의 상
영기회를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예술영화를 포함한 다양한 영화를 상영할 수 있
으므로 문화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독과점 제한
스크린쿼터 지지자들은 미국영화의 독과점을 제한하여 경쟁촉진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스크린쿼터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다. 이 주장에 따르면 미국영화의 독점
적 시장지배력은 시장규모의 차이와 배급력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영화는 한계생산
76) GATT 제4조에서는 ‘영화에 관한 특별 규정(Special Provisions Relating to Cinematograph
Films)’을 두고 스크린쿼터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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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매우 낮아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는 산업인데 미국영화의 경우 일차시장인 자
국시장의 규모가 커서 자국 내에서 비용의 회수가 대부분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따
라서 미국영화는 해외시장에서 시장상황에 따라 가격책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해외시장에서의 흥행수익 대부분은 순수한 이익으로 축적할 수 있어 보다 많은 투
자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영화의 경우 국내 시장 자체가 협소하여
비용회수가 용이하지 않아 대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기 힘들고 따라서 대규모 제작
비가 투입된 미국영화와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으며 이는 미국영화의 시장독점
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영화사는 자국시장에서 흥행이 입증된 일부 영화를 매개로 ‘블록부킹
(block-booking)’ 즉 ‘끼워 팔기’를 하여 배급망을 장악하기 때문에 한국영화의 상영
기회가 봉쇄되고 이는 미국영화의 독점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한 ‘블록부킹
(block-booking)’은 명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극장이 미국 배급사와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흥행성
있는 할리우드 영화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으려는 동기에 기인하는 현상이라는 것이
다. 따라서 극장은 미국배급사와 (명시적 또는 암묵적)장기계약을 통해 해당 배급사
가 공급하는 영화를 일괄적으로 수입하여 상영하는 형태를 취하므로 시장에서의 독
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스크린쿼터는 이러한 구조를 요인으로 인해 발생
하는 시장독점을 제한하여 보다 경쟁적인 산업환경을 조성하는 바람직한 제도라는
것이다.
3) 유치산업 보호
유치산업은 ‘현재는 국내산업기반이 취약하나 장기적으로 볼 때 비교우위를 확보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잠재력이 큰 산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77)이와 같은 유치
산업의 문제점은 국가적으로는 중요하지만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산업에 적극
적으로 투자할 동기가 없다는 것이다. 국내 산업기반이 취약하여 국제경쟁력이 떨
어지므로 투자에 따른 수익이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경우 국가가
적절한 보호․육성정책을 통해 이 산업으로의 자원배분을 촉진시켜 경쟁력 있는 산
업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전체 국민경제를 위해서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유치산업
보호론에 따르면 한국영화산업은 아직은 유아기에 있는 산업이지만 최근 국제영화
제에서의 잇단 수상과 한류열풍을 볼 때 성장잠재력이 큰 산업이므로 적절한 보호
장치를 통해 당분간은 보호․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며 그 장치로서 국제무역에서도
인정되는 스크린쿼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부에 따르면 최근 한국영화가 시장점유율 50%를 넘나드는 성공을 보이고 있지
만 아직은 그 산업적 기반이 취약하여 높은 시장점유율이 안정적이며 장기적이라고
77) 김세원․안세영(1996), p.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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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예로 영화산업의 경우 흥행불확실성으로 인해 영화제
작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입원이 필요한데 미국 메이저영화사의 경우 수십 년간
축적된 영화 라이브러리(library)로부터의 수입이 그 역할을 하고 있어 지속적인 영
화제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어느 정도 질을 갖춘 영화가
제작되기 시작한 것이 채 10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 수입원을 창출할 수 있
는 라이브러리가 구축이 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영화제작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78) 따라서 스크린쿼터를 통해서 국산영화의 상영기회를 보장함으
로써 국내 영화사들이 영화를 지속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스크린쿼터의 유효성에 관한 실증분석 사례
어떠한 규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제도의 필요성과 함께 실질적 유효성이 담
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동안 실증분석을 통해 스크린쿼터의 유효성을 검증하고자
하는 노력이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시도되어졌다. 실증연구의 대부분은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또는 흥행)에 스크린쿼터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를 통계자료를 이용
하여 검증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실증분석에 사용된 변수와 방법론에 따라 연구
마다 서로 상반된 결론을 도출하고 있어 스크린쿼터의 유효성을 둘러싼 논쟁은 아
직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1) 허위상영일수와 시장점유율
먼저 스크린쿼터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은 스크린쿼터의 강화가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 상승과 직접적 연관이 없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1970
년대의 의무상영일수가 121일 때의 한국영화 시장점유율과 1985년 이후 보다 강화
된 146일의 의무상영일수 시기의 한국영화 시장점유율을 비교해보면 후자의 시장점
유율이 높지 않으며 오히려 1993년에는 15.9%의 최악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스크린쿼터는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79)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측은 스크린쿼터의 실질적 집행이 중요하다고 주장한
다. 이해영 외(2004)에 따르면 1993년 이전까지는 의무상영일수가 잘 지켜지지 않았
으며 1993년부터 스크린쿼터감시단이 활동하면서부터 실질적으로 스크린쿼터가 집
행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로 인해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이 상승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이 주장에 따르면 스크린쿼터 감시단의 활동이 본격화된 1993년 전국 영화
관들의 신고 상영일수와 실제 상영일수 간의 차이인 허위상영일수는 평균 55.17일,
78) 영화관계자와의 면담 내용.
79) 오정일(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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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평균 53.25일로 아주 높았으나, 이후 감시단의 활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허위상영일수는 1999년부터 전국평균이 한자리수로 떨어졌고, 2003년, 2004년
에는 각각 0.13일, 0.005일로 거의 제로에 가까워졌으며 이 시기는 한국영화의 시장
점유율이 급상승한 시기와 일치한다는 것이다.
<그림 1> 허위상영일 수와 한국영화 시장점유율
(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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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각 년도 스크린쿼터제 결산 보고서, 스크린쿼터문화연대
한국영화연감 각 호, 영화진흥위원회
주: 1. 1995년은 스크린쿼터 감시단의 활동 중단
2. 2004년 한국영화시장 점유율은 서울관객 기준임.

또한 이 연구에서는 허위상영일수가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에 미치는 영향을 회
귀분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 스크린쿼터의 강화(민간단체의 감시에 의해)로 인해 허
위상영일수가 줄어들었고 이는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 증가로 귀결되었다고 분석하
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의 단점은 시장점유율에 영향을 미치는 적절한 통제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의무상영일수와 시장점유율의 두 변수만의 회귀분석에 기초하고 있
어 엄밀한 분석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상황을 고려하
면 오히려 실증분석의 결과와는 달리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 증가로 자연스럽게 허
위상영일수가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즉 원인과 결과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크
다는 것이다. 허위상영일수가 줄어들기 시작한 시기는 스크린쿼터 감시단의 적극적
활동시기와 일치하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영화산업의 구조변화와 함께 경쟁력 있는
국산영화들이 시장에 공급되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다. 국산영화의 흥행호조는 상
영기간의 장기화로 이어지게 되며 자연스럽게 허위상영일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위의 주장이 보다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는 영화의 흥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들을 고려하는 다변량분석(multivariate analysis)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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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화흥행 결정요인 분석
이변량분석(bivariate analysis)의 단순성을 극복하고자 다변량분석을 통해 스크린
쿼터의 유효성을 검증하고자 하는 시도가 몇몇 연구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들 연구
는 기본적으로 영화의 흥행성적을 결정짓는 요인을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검증하는
방법론에 기초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론을 사용한 대표적인 연구는 Litman and
Kohl(1989)과 Sochay(1994)의 연구가 있다. 스크린쿼터의 유효성 검증에 관한 국내
연구는 이들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설명변수로 스크린쿼터 변수를 추가하여 이 변수
가 영화의 흥행성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대표적 국내
연구로는 강신일(2001)과 Lee et. al(2005)이 있는데 이들 연구는 통상 다음과 같은
선형함수를 설정하고 이의 추정을 통하여 스크린쿼터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Y i = α + γ 'Z i+ β X + Φ'V+ ε i

(1)

단, Y i = 영화 i 의 흥행성과 변수
Z i = 영화 i 의 특성변수의 벡터
X = 스크린쿼터 관련 변수
V = 기타 제도 및 경제 환경 변수 벡터

이 식의 추정을 통해 얻어진 추정계수 β 의 부호 및 크기는 특정 영화의 성과에 영
향을 미칠 수 여러 변수들을 통제한 후의 순수한 스크린쿼터의 영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강신일의 연구에서는 영화의 성과변수로 영업이익율8 0)을 사용하였고 영화장르, 개
봉시기, 영화등급, 수상횟수 등을 그 영화의 특성변수81)로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는 1990년부터 1999년까지 제작된 영화 중 여러 변수들에 대한 자료가 입수 가능한
78개 작품에 대해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스크린쿼터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특정 영화가 1996년을 경계로 그 해 이전 또는 이후에 개봉되었는지 여부를 변수화
하였다. 그 이유로 1996년에 영화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의무상영일수를 필요 시 최
대한 40일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호상영제가 폐지되는 등의 스크린쿼터
완화정책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들고 있다. 따라서 스크린쿼터 변수 X 에 1996년
이전의 영화는 0, 그리고 이후의 영화는 1의 숫자를 부여하여 더미(dummy) 변수로
만들었다. 만약 스크린쿼터가 한 영화의 흥행성적에 정(正)의 영향을 미친다면 변수
80) (영화수입 - 제작비용)/제작비용
81) 영화장르는 멜로, 액션 등으로 구분되고 개봉시기는 추석, 크리스마스, 여름 및 겨울방학 등
의 소위 영화 성수기에 개봉 여부를 나타낸다. 영화등급은 연소자관람가 여부, 그리고 수상횟
수는 영화감독 및 배우의 수상경력을 나타내는 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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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의 추정계수는 음(―)의 값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연구의 추정결과에 따

르면 변수 X의 추정계수는 오히려 양(＋)의 값을 가지며 이를 저자는 스크린쿼터제
의 완화운영이 오히려 영화의 완성도를 높여 영업이익률을 증가시켰다는 해석을 내
리고 있다.
Lee et. al(2005)의 연구에서는 영화의 특성을 나타내는 설명변수들을 창의성 영역,
배급영역, 마케팅영역 등으로 세분화하였고 종속변수로는 영화의 관객동원 수를 삼
아 1996부터 2002년까지 상영된 영화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하였다.82) 이 연구는
스크린쿼터가 유효하게(effective) 적용된 기간과 그렇지 않은 기간을 나누어 스크린
쿼터의 효과를 추정하였다. 스크린쿼터 적용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데는 평균 허위
상영일수를 기준으로 삼았는데 1996년 ～ 1998년 사이에 평균 허위상영일수는 14.3
일이며 1999년 ～ 2002년 사이는 3일이므로 1999년 ～ 2002년 기간동안 상영된 영
화들에 대해서는 스크린쿼터의 적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스크린쿼터 변수 X 를 더미변수로 만들어 1996년 ～ 1998년 동안 상영된
영화에 대해서는 0, 그리고 1999년 ～ 2002년 기간동안의 영화에 대해서는 1을 부
여하였다. 따라서 스크린쿼터가 한 영화의 흥행성적에 정(正)의 영향을 미친다면 변
수 X 의 추정계수는 양(＋)의 값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변수 X 의 추정계수는 오히려 음(―)의 값을 가지며 스크린쿼터는 영화의 흥행에 영
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3) 영화의 다양성
스크린쿼터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로 문화적 다양성의 제고를 꼽고 있다. 하지
만 문화의 다양성이란 매우 추상적 개념이어서 이를 정확히 측정할 수는 없다. 따
라서 엄밀하게 스크린쿼터가 문화적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는 상당히 어렵다. 하지만 스크린쿼터가 한국영화의 다양성을 촉진시키고 이를 통
해서 문화의 다양성도 동시에 제고될 수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한국영화의
다양성을 측정함으로써 스크린쿼터와 문화적 다양성 간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검증
할 수 있다. 오정일․조현승(2004)은 한국영화의 다양성을 지니계수를 통해 측정하
였다. 지니계수는 일반적으로 소득 불평등도를 측정할 때 사용되는데 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불평도가 크고 0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는 작아진다. 이 연구에서 한국
영화의 관객 수 불평등도 및 상영일수 불평등도를 지니계수83)를 통해 측정한 결과
스크린쿼터가 실질적으로 집행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즉
스크린쿼터가 지니계수로 측정된 한국영화의 다양성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하지 못
82) 이 연구는 김은미(2003)의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와 모형에 기초하고 있으며 일부 자료의 보
강과 스크린쿼터 변수를 추가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83) 관객 수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모든 관객이 한 영화만을 관람하였다면 지니계수는 1이 되
며 상영일수를 기준으로 한 경우 한 영화만 상영되었다면 지니계수가 1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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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지니계수가 영화의 다양성을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일부 흥행영화에 상영기회 및 관객이 집중되는 현
상을 스크린쿼터가 완화시키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4) 실증분석에 대한 평가
이상의 실증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스크린쿼터가 국산영화의 시장점유
율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는 희박해 보인다. 또한 스크린쿼
터가 영화의 다양성을 제고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도 소수 흥행영화의 스크린
독점현상에 대한 세간의 비판과 부합한다. 하지만 스크린쿼터 옹호론자들은 스크린
쿼터에 의해 국산영화의 상영기회가 보장됨으로 인해 국산영화에 대한 투자와 제작
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스크린쿼터로 인
한 제작부문의 활성화에 대한 주장은 기존의 실증연구에서 다루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도 쉽지 않다. 이는 국산영화 제작의 활성화가 단순히 제
작편수의 많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질 높은 영화제작을 위해 대규모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영화제작을 위한 기술, 인력, 시스템 등이 한 차원 높은 수
준으로 발전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산영화의 상영기회를 보장함
으로써 한국문화를 고취할 수 있으며 또한 시장지배력을 가진 미국영화에 의한 미
국문화의 확산을 막아 문화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은 실증적으로 검증
하기가 매우 어려운 주장이다. 따라서 스크린쿼터가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에 미치
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만으로는 스크린쿼터의 유효성을 뒷받침하는 모든 논리나
주장을 반박하기에는 불충분한 측면이 있으며 스크린쿼터의 유효성을 둘러싼 논쟁
을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Ⅳ. 한국영화산업 구조변화
1. 영화산업의 국가통제와 영화자본 육성
1) 영화법 도입 이전
초창기의 우리나라 영화산업은 일제 식민통치로 인해 산업으로서의 정상적인 모
습을 갖추지 못하였고 해방을 계기로 본격적인 성장의 틀을 다지다가 곧 이은 한국
전쟁으로 영화제작기반이 붕괴하다시피 하였다. 전쟁이 끝나고 국내 영화계는 다시
재건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으나 영화제작 기반이 열악한 상태인데다가 외국영화의
압도적 우위 속에서 국산영화는 흥행에 성공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영화계는 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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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장려책을 정부에 건의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정부는 1954년 국산영화 보
호육성책의 일환으로 입장세법을 개정하여 국산영화 관람에 따르는 입장세의 전면
적인 면세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더하여 1958년 4월에는 「국산영화 제작 장려 및
영화오락 순화를 위한 보상특혜 조치」를 실시함으로써 한국 최초로 국산영화에 대
한 특혜 정책이 시작되었다.84) 이와 같은 일련의 국산영화 육성 조치들에 힘입은
국내 영화계는 점차 활기를 찾게 되어 흥행성 있는 영화들이 제작됨으로 인해 국산
영화는 서서히 성장기에 접어들기 시작하였다.8 5) 한편 영화제작의 증가와 더불어
영화사 설립도 크게 증가하여 영세 제작자가 난립하는 부작용도 생기기 시작하였
다.
2) 영화법 도입과 영화사의 대기업화 시도
박정희 군사정부의 등장으로 영화계는 보다 강력한 정부의 통제 하에 놓이게 되
었으며 1962년 1월 26일에는 영화법이 제정됨으로써 정부는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본격적으로 영화산업을 통제하기 시작하였다. 1962년 제정된 최초의 영화법과 이후
제4차에 걸쳐 이루어진 영화법 개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ⅰ) 엄격한 시설기준과 제작실적을 유지하는 제작사들에게만 영화제작업을
등록 또는 허가하여 이들만을 집중지원하고 제작사의 증가를 억
제함으로써 독점화를 통한 대기업화의 유도
(ⅱ) 외화수입쿼터의 시행과 제작사만이 제작실적에 따라 외화를 독점적으
로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보호주의 정책으로 메이저 영화사
의 양성을 시도
(ⅲ) 외화 수입금이 한국영화의 제작자본으로 재투자되는 확대 재생산 구조
의 정착을 시도
(ⅳ) 강도 높은 검열
우선 영화법 제정을 통해 영화제작업, 영화수입업, 영화수출업을 등록제로 하였으
며 특히 영화제작사의 대기업화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한 규모이상의 제작업자만이
영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하였다.86) 또한 영화법 1차 개정을 통해서는 수입․수출업
84) 이 고시의 주요내용은 (ⅰ) 우수 국산영화 제작자에 대한 보상 (ⅱ) 국산영화 수출장려를 위
한 보상 (ⅲ) 국제영화제 참가자에 대한 보상 (ⅳ) 문화영화 및 뉴스영화 수입자에 대한 보상
(ⅴ) 우수 외국영화 수입자에 대한 보상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85) 1954년부터 1960년까지의 시기를 국산영화의 성장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시기의 영화제
작 편수는 1954년 18편, 55년 15편, 56년 30편, 57년 37편, 58년 74편,59년 111편, 60년에는 92
편으로 증가하였다.
86) 등록제 실시로 군소제작업자들은 통폐합 되었으며 1959년에 71개였던 제작사가 1962년에는
16개사로 통합되었고 1963년에는 6개사까지로 축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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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등록제도를 폐지하고 등록된 영화제작업자만이 외국영화를 수입하거나 수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외화수입은 국산영화 제작실적87 )에 따라 배분하였다. 이는
영화제작업자의 외화 수입 독점권을 보장함으로써 외화수입으로 얻은 이익금이 국
산영화제작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1차 개정 이후 4차 개정에 이르
기까지 일시적으로 영화제작업자의 외화 수입 독점권이 완화되거나 폐지되기도 하
였지만 기본적인 정책방향은 제작사의 대기업화를 위해 외화수입을 통한 수익이 제
작자본의 축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었다.
2차 영화법 개정에서는 외국인과 외국법인의 영화제작을 금지하고 외화수입 쿼터
제도 및 스크린 쿼터 제도의 도입88) 등을 통해 국내 영화업계 보호정책이 본격적으
로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국산영화 보호정책으로 인해 1969년
기준 한국영화 제작편수 229편, 관객 수는 1억7300만 명, 1인당 관람회수가 5.7회에
이를 정도 한국영화의 양적 팽창을 달성하였다. 1970년 8월에 이루어진 제3차 개정
에서는 영화산업 육성을 위한 ‘영화진흥조합’이 설립되었는데 외화수입업자는 외화
수입 시에 국산영화 진흥기금을 조합에 납부하여야 하였으며 조합은 실적에 의거하
여 영화제작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즉 종전의 영화제작업자의 외
화수입권 보장을 통해 제작자본 육성을 꾀하던 방식에서 외화수입업자로부터 기금
을 납부 받아 영화제작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환되었던 것이다. 1973년 2월에
이루어진 영화법 제4차 개정에서는 영화산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 및 통제정
책이 시도되어졌는데 우선 영화제작업의 등록제를 폐지하고 허가제로 전환하였
다.89) 한편 영화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종전의 ‘영화진흥조합’이 해산되고 ‘영화진
흥공사’가 설립되었으며 또한 영화유통구조의 전근대성․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영화배급협회’가 설립되는 등 영화산업 지원체계를 강화하였다.
영화법 제정으로부터 네 차례의 개정에 이르는 동안 제작자 보호 및 육성 중심의
정책으로 인해 한국영화 제작편수는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였다. 하지만 1969년
을 정점으로 한국영화 제작편수는 점점 하락하기 시작하였고 외화수입쿼터를 얻기
위한 영화양산 및 외화쿼터의 이권화 등 정부가 보장한 권리가 악용됨으로서 한국
영화의 질적 저하가 나타났다. 한편, 국내의 텔레비전 수상기의 보급이 1960년대 후
87) 영화제작업자가 외화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공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하였는데 다음과 같
은 실적에 의거
하여 외화수입 추천이 결정되어졌다(영화법 제6조 3항).
1. 국산 극영화 제작편삭과 그 비용
2. 국산 극영화 해외수출편삭
3. 국제영화제출품편삭와 수상편삭
4. 각 령으로 정하는 우수국산영화상을 받은 편삭
88) 외국영화의 수입편수는 국산영화 상영편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수입쿼터를 규정
하였으며 극장이 상영하여야 할 국산영화의 편수(스크린 쿼터)는 연간 6편 이상으로 하되 2월
마다 1편 이상으로 하고, 총 상영일수는 90일 이상이어야 한다(다만, 공보부장관은 지역별 및
영화상영 상황에 따라 총 상영일수를 조절할 수 있다고 명시)고 규정하였다.
89) 문화공보부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여도 영화수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규허가를 하지 않
을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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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터 대량화되었으며 1970년대 들어 텔레비전의 대량보급과 레저 붐, 그리고 한
국영화의 질적 저하로 한국영화 관객은 급감하게 되었다. 그 결과로 제작편수마저
1971년 202편에서 1972년에 122편으로 추락하였고 1970년대 말에는 100편 이하로
떨어지게 되었으며 한국영화 시장점유율도 한때는 16.7%(1975년)까지 떨어지기도
하였다. 또한 영화산업의 불황으로 인해 문을 닫는 극장도 속출하여 1960년대 동안
꾸준히 증가하여 1971년 717개까지 이르던 전국 극장 수가 1982년에는 404개로 감
소하였다.
<표 6> 영화법 개정 추이 (제정 ～ 4차 개정)
영화법의 변화

주요내용
- 영화업(영화제작업, 영화수입업, 영화수출업)에 대한 등록제

영화법

제정

(1962. - 영화제작 신고제 및 영화상영 허가제

1.20)

- 수입․수출 추천제
- 상영정치처분 규정
- 수입․수출업자의 등록제도 폐지

1차 개정 (1963. 3.12)

- 등록된 영화제작업자에게만 외국영화의 수입․수출권 부여
- 등록취소 규정 (의무제작편수 등의 취소요건 규정)
- 제작업자 등록요건이 일부 완화
- 영화제작업자의 독점적 외화수입권 완화

2차 개정 (1966.8.3)

- 등록취소 요건 중 의무제작편수를 연간 ‘15편 이상’에서 ‘2
편 이상’으로 축소
- 외국인과 외국법인의 영화제작 금지
- 외화수입쿼터제도 및 스크린 쿼터 제도의 도입
- 수입․수출업자의 등록 부활
- 등록취소 요건 중 의무제작편수를 종전의 2편에서 5편으로

3차 개정 (1970. 8.6)

강화
- 영화진흥조합의 설립
- 외화수입업자는 외화수입 시에 국산영화 진흥기금 납부
- 영화제작업의 등록제를 폐지하고 허가제로 전환

4차 개정 (1973. 2.16)

- 영화제작업자의 외화수입권 독점이 부활
- 영화진흥조합이 해산되고 영화진흥공사 설립
- 영화배급협회 설립

이 시기 동안 영화법을 통하여 이루려고 한 산업적 측면에서의 정책목표는 메이
저급 제작사의 육성이었다. 이를 위해 외화수입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스크린쿼
터 및 외화수입쿼터를 통해 한국영화를 보호하는 등의 제작사 육성정책을 시도하였
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의도는 성공적이지 못하였고 제작사의 영세성은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는 영화흥행수입이 제작에 투자되어 양질의 영화가 제작되고 이것이

176 산업규제의 논리와 그 허실을 찾아서

다시 더 높은 흥행수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갖추는데 실패했다는 의미이
다.
이 당시 영화제작을 위한 자본은 대부분 지방흥행업자로부터 나왔다. 제작사는 서
울시내 개봉관은 자신들이 만든 영화를 직접 배급한 후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지
방흥행업자를 통해서 단매방식으로 배급하였다. 제작사는 지방흥행판권을 단매방식
으로 미리 팔아 이 자금으로 영화를 제작하였으므로 서울 이외 지역의 흥행수입은
모두 지방흥행업자에게로 돌아갔다. 결국 제작사는 서울지역 흥행과 외화수입에서
얻은 수익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제작자본의 영세성으로 이어졌다. 이 자
본의 영세성은 다시 제작사로 하여금 지방흥행업자들의 선수자금에 의존하게끔 만
들어 영세성의 악순환은 계속 이어져갔다. 이는 결국 미국의 수직 계열화한 메이저
시스템과 같이 배급과 상영부문의 수익이 제작으로 재투입되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
은 제작사만의 육성정책은 실패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2. 경쟁체제의 도입
1) 영화제작업의 독점적 지위 해소
제5차 영화법 개정(1984년 12월)에서는 영화산업에 경쟁체제가 도입되어 과거 제
작업자들이 누리던 독점적 지위가 박탈되었다. 먼저 영화의 제작업을 허가제에서 등
록제로 완화함과 동시에 국산 극영화제작업자가 아니라도 외국영화를 수입할 수 있도록
국산영화제작업과 외국영화수입업을 분리하였다. 영화제작업과 외화수입업의 분리는
외화수입권 부여를 통한 영화제작사의 대기업화 정책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였고 수익
의 상당부분을 외화수입 독점을 통해 창출하던 충무로 토착자본은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영화업자는 법인으로만 등록할 수 있게 규정되었으며 등록을 위해서는 예탁금을
예탁하여야 했다. 또한 독립영화제작업 제도를 신설하여 영화제작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도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영화제작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영화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
였다.90) 한편 유명무실한 영화배급협회는 폐지하고 영화검열제도는 심의제로 전환되어
종전의 검열제도에서 사전 심의제로 바뀌었다.
2) 영화시장 개방
1984년 말 미국은 한국의 영화산업 보호정책이 불공정교역 행위에 해당한다며 한
국 영화시장의 개방을 본격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시장개방 공세로
인해 한․미간에 협상이 시작되었고 1985년에 제1차 한․미영화협상이 타결되었
다.91) 이 협상의 결과물로서 제6차 영화법 개정이 1986년 12월에 이루어졌다. 법 개
90) 하지만 이 경우에는 영화의 제작은 연 1편을 초과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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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통하여 영화업자의 결격 사유 중 외국인, 외국법인 등을 삭제하여 외국인도
국내에서 영화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산영화진흥기금 제도를 폐지하여 외국영
화 수입 시 부과되는 국산영화 진흥자금 납부제도를 폐지되었다. 한편 수입편수 쿼터제
및 수입가격 상한제 등이 폐지되고 영화업 등록 시 납부하는 예탁금도 인하하였다.
미국은 1988년에 다시 한국영화시장에서 미국 영화사들의 영업활동을 실질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규제철폐를 요구하며 추가 시장개방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이
에 따라 제2차 한․미영화협상이 타결되었고92) 외화수입 프린트 벌수 제한 폐지93),
수입심의용 영화프린트 통관 추천제 폐지, 심의절차 간소화 등의 조치들이 이루어
졌다.
제6차 영화법 개정 이후 미국 영화사의 직배가 1988년부터 시작되었다. 직배 초기
에는 국내 영화계의 극단적인 반발이 있었으나 직배에 대한 국내 극장업자, 제작자
등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국 직배사의 한국영화시장
잠식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직배의 실시는 흥행업자들의 수익이 제작부문으로
유입되는 것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와 제작자로서는 타격이 컸다. 흥행업자들이
제작부문에 자본을 공급한 이유는 안정적인 영화공급과 이를 통한 흥행수익의 창출
도 있었지만 수입업을 겸하는 제작사와의 연계를 통해 외화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
기 때문이다. 즉 흥행업자의 한국영화에 대한 투자는 이후의 외화배급을 위한 일종
의 투자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94) 따라서 제작사들의 직배반대운동은 매
우 거셀 수밖에 없었으나 흥행업자들의 입장은 다소 달랐다. 흥행업자들은 표면적
으로는 직배반대를 주장하였지만 상당수는 미 직배사와의 연계를 통해 시장선점을
하고자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한국영화계 내부의 이해관계 불일치
로 인해 직배반대운동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고 직배영화편수도 급속하게 증가
하게 되었다. 직배영화의 시장점유율이 점점 확대됨에 따라 90년대 초에는 한국영
화 제작편수도 100편을 밑돌게 되었으며 1993년에는 한국영화 시장점유율이 역사상
최저인 15.9%를 기록하게 되었다.

91) 제1차 한․미영화협상의 자세한 내용은 부록의 <부표 2> 참조
92) 제2차 한․미영화협상의 자세한 내용은 부록의 <부표 3> 참조
93) 프린트 벌수 제한폐지의 경우 미국 직배사들의 수익을 제고시키는데 도움을 주었지만 한편
으로는 우리나라 극장의 현대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과거 개봉관 - 재개봉관으로 이어지
던 극장의 상영구조는 프린트 벌수 제한폐지로 인해 개봉관이 크게 늘게 되어 다수의 개봉관
- 소수의 재개봉관 구조로 바뀌었고 종국에는 재개봉관은 소멸되었다. 모든 극장의 개봉관화
는 극장 간 치열한 경쟁을 불러왔고 현대식 시설을 갖추지 못한 소형극장은 도태될 수밖에
없었다.
94) 황동미 외(2001), 한국영화산업구조분석 - 할리우드 영화 직배 이후를 중심으로, 영화진흥위
원회, p.24

178 산업규제의 논리와 그 허실을 찾아서

<표 7> 직배편수와 한국영화
연도

직배편수

한국영화 제작편수

한국영화 시장점유율

88

1

87

23.3

89

15

110

20.2

90

47

111

20.2

91

45

121

21.2

92

57

96

18.5

93

64

63

15.9

자료: 한국영화연감 각 호

3. 대기업자본의 진출과 한국영화의 산업화 진입
영화시장 개방으로 인해 한국영화가 위기에 처한 1990년대 초반 상황에서 영화계
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대기업 자본의 영화계 유입95)이었다.
대기업의 영화산업 진출에 있어 시장개방을 포함한 경쟁체제의 전환이 상당히 중요
한 역할을 하였다. 우선 직배허용으로 배급시장구조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우
리나라의 배급시장은 권역별로 독과점 체제를 구축하고 있던 지방 흥행업자에 의해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현대적 의미의 배급사가 사실 존재하지 않았다. 통상 배급
사라 함은 제작사로부터 영화를 공급받아서 마켓팅 및 광고전략을 짜고 이에 기초
하여 극장과의 상영계약을 맺고 영화흥행 실적에 따라 상영계약의 조정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하지만 과거 우리나라의 흥행업자는 단지 영화를 공급받아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극장들에게 영화를 전달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을 따름이었다.
이러한 구조가 직배허용으로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헐리우드 직배사들은 기존의
배급구조를 따르지 않고 전국적인 극장들과의 개별접촉을 통해 자체적인 배급망을
짜 나갔다.
한편 영화제작-수입의 분리로 인해 수입외화의 흥행에 의존하고 있던 영화제작자
로서는 외화의 수익을 영화제작 자본으로 전환하지 못하게 되어 제작자본의 부족으
로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이는 역설적이게도 양질의 영화를 제작하여 자체적으로
생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우리나라 영화의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즉 직배 이전의 국산영화제작이 외화수입권 확보를 위한 편수 채우기의 측면이 강
했지만 직배로 인해 영화제작 자체가 수익성을 가져야만 했기 때문에 질을 중요시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경쟁적 환경의 조성은 우리나라 영화산
업의 두 축을 이루고 있던 외화수입에 의존하면서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던 충무로
95) 대기업의 영상산업 참여 현황은 부록은 <부표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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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화제작사들과 단매방식으로 영화수익의 상당부분을 차지해왔던 지방흥행업자
들의 입지를 크게 약화시켰으며 그 틈을 대기업 자본이 채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
하게 된 것이다.
대기업의 영화산업 진입은 비디오 기기(VCR)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비디오 프
로그램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대기업들은 비디오 판권확보를 통해 프로
그램의 원활한 공급을 꾀하였으며 일부는 비디오 프로그램 공급업에 진출하기도 하
였다. 하지만 미국영화의 직배가 비디오 시장에도 확대됨에 따라 프로그램 확보가
어렵게 되자 대기업들은 비디오 판권 확보를 위해 한국영화 제작에 투자하게 된다.
또한 1993년에 케이블TV가 출범함에 따라 대기업이 영화채널을 소유하게 되었고
프로그램 확보를 위해서 대기업의 영화제작에 대한 투자도 더욱 확대되었다. 총 한
국영화제작편수 중 대기업이 참여한 영화는 1992년과 1993년에 각각 6편, 7편이었
는데 1994년에는 대기업 참여 편수가 20편으로 크게 늘어났다. 대기업의 풍부한 자
금력으로 인해 한국영화의 평균 제작비도 상승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양질의 영화
가 제작되기 시작하였다.
대기업의 영화산업 참여는 새로운 자본의 유입이라는 측면 외에 영화제작의 합리
화를 가져왔다. 기업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떠한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철저한 시장
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한 기획, 그리고 계획된 일정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기존의 영화계의 제작방식(소위 충무로 제작관행)은 이러한
기업의 사업진행 방식과는 거리가 멀었다. 시장조사는 물론 영화의 기획이라는 개
념자체가 형성되지 않았었고 주먹구구식 제작으로 인해 제작비는 책정된 액수를 넘
기기 일쑤였으며 정해진 시간 내에 제작을 마치지 못해 적기에 영화출시를 못하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막대한 금액 - 그것도 영화의 특성상 대부분 함몰비용이 되는 을 투자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러한 제작관행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대기업은 예산의 합리적 계획 및 운용에 근거한 자본운용의 효율성을 제작자에게
요구하였으며 이 기준을 주먹구구식 제작방식에 익숙한 기존의 토착 충무로 제작사
들은 맞출 수 없었다. 따라서 합리적 자본운용 능력과 철저한 사전기획력을 갖춘
영화계의 신흥인력과 대기업 자본의 결합이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영화제작에 있
어 사전기획 및 마케팅이 강조되었고 영화제작 공정의 합리화가 이루어지면서 각
공정의 전문화가 이루어졌고 이를 담당할 젊은 고급인력이 영화산업으로 진입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산업구조의 측면에서는 대기업의 영화산업 진출로 인해 한국영화산업은 한
층 고도화되었다. 한국영화산업의 문제를 논할 때 항상 거론되는 것이 제작자본의
영세성이었다. 이는 흥행수익이 제작부문으로 투자되어 양질의 영화가 만들어지고
이들 영화가 다시 성공하여 흥행수익이 증가되는 선순환 구조를 갖추지 못한데 기
인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제작비의 상당부분을 배급업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 흥행수익의 대부분이 배급업자에게 귀속되는 한편 제작사는 자본축적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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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으며 따라서 많은 제작비가 투입되는 양질의 영화도 제작되지 못하는 구조였
다. 대기업들은 제작부문에 투자를 함과 동시에 투자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배
급과 상영부문의 통제를 시도하게 되었다. 대기업들은 자체 배급망을 구축하는 한
편 극장들을 임대하거나 소유함으로써(부록의 부표 4 참조) 제작․배급․상영에 이
르는 영화생산 및 유통의 수직적 통합을 시도하였고 이를 통해 한국영화산업은 보
다 고도화된 구조로 진입하게 되었다.

4. 금융자본의 진출
영화산업에 진출한 대기업자본은 외환위기를 맞아 큰 타격을 입는다. 대기업들은
영화산업 진입 초기 경영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외환위기로 인해 유동성 부족
사태까지 겪게 되자 상당수의 대기업들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영화사업 자체를 접게
되었다. 현재 빅 3인 삼성, 현대, 대우는 영화산업에서 철수하였고 오히려 중견그룹
이라 할 수 있는 CJ, 동양그룹 등은 계속 영화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기
업의 영화사업 철수로 인해 생긴 공백을 금융자본이 채우게 되었다. 금융자본의 영
화산업 진출 활성화는 무엇보다도 정책의 변화에 기인한다. 영화시장 개방으로 인
한 국내 영화산업의 침체를 극복하고자 기존의 규제위주의 영화법을 산업진흥 중심
의 법체계로 바꾸어야 한다는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어 옴에 따라 1995년 12월 영화
법이 폐기되고 영화진흥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앞서 1995년 1월에는 영상진흥기본
법이 제정되었고 1999년 2월에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들 법의 제정은 정부가 영상산업을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진흥의 대상으로 인
식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우리나라가 1960년대, 1970년대에 걸쳐 개
별 산업육성을 위해 각종 진흥법 제정을 통해 산업정책을 수행한 것처럼 영화산업
도 본격적인 산업정책의 대상으로 삼고 이 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법체계를 갖
추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한편, 1995년에는 서비스업으로 분류
되어 있던 영화관련 산업을 제조업으로 분류하여 제조업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받
도록 하여9 6) 영화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영화진흥법은 영화산업 진입 및 행정규제 완화와 영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확
보를 위하여 영화진흥금고를 설치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영상진흥기본법의
경우 구체적인 진흥정책의 제시보다는 정부의 역할에 대한 선언적 내용을 주로 포
함하고 있다. 영화진흥법과 영상진흥기본법이 영화산업의 규제완화와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한 선언적 내용을 담고 있다면 1999년에 제정된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은 관
련 산업 진흥을 위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법제화하고 있다.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문화산업진흥기금이 설치되었으며9 7)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와 여신전문

96) 1995년 3월 국세청 표준소득심의회를 통해 영화산업을 제조업으로 업태조정 함.
97)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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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98)가 문화산업에 투자하는 경우 문화산업진흥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명문화하였다.99) 또한 제작자·투자회
사·투자조합이 문화산업에 투자할 경우 및 창업자·창업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 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100)
한편, 금융자본의 영화산업 유입을 보다 확대시킨 제도변화는 영상산업분야에 대
한 ‘프로젝트 투자(Project Financing)'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하 창업지원법) 상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점이다10 1). 즉 투자자가
영화사의 지분인수 뿐만 아니라 개별영화에 투자하여도 창업지원법 상 투자로 인정
이 되어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 법령 상 투자에 따른 세
제혜택은 업체에 대한 투자가 일어질 경우에만 해당되었기 때문에 상품별로 투자가
필요한 영화산업에는 적합하지 않았으며102 ) 투자자 입장에서도 세제혜택과 동시에
다양한 영화에 투자하여 위험분산을 꾀할 수 있게 되었다.
영화산업에 투자한 최초의 금융자본은 일신창업투자이며 1995년 <은행나무침대>
에 투자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후 계속된 영화제작 투자에서도 일신창업투자
는 성공적인 수익률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다른 금융자본10 3)을 영화산업으로 유입시
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금융자본의 투자형태는 초기에는 개별 작품에 대한 직
접투자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투자조합의 형태로 바뀌기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금
융자본의 대표적인 투자형태로 굳어졌다. 영화산업 투자를 위한 투자조합의 설립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해 ‘문화산업전문투자조합’으로 규정되면서104) 그 법적 근
거를 마련하였으며 총 출자금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문화산업에 투자한다.
<표 8> 영상투자조합 설립 현황
구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조합 수

1개

2개

11개

13개

8개

6개

5개

총 금액

50억원

165억원

522억원

620억원

935억원 1214억원 910억원

자료: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산업자료와 영상정책자료(2004)에서 취합 및 재구성

98) 법제 상 여신전문금융업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포함하
는데 영화산업에 대한 투자는 주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99)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1조.
100)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8조.
101) 1999년 3월 ‘중소기업창업업무운용규정’ 제2조 제1호 다항에 신설.
102) 길민정(1999) p.57
103) 영화산업에 투자한 금융자본으로서는 신보창업투자, 기은개발금융, 신풍창업투자, 대우창업
투자, 동양창업투자, 국민기술금융, 산은캐피탈, 미래창업투자, 무한기술금융, KTB네트워크 등
이 있다.
104)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5항 : "문화산업전문투자조합"(이하 "투자조합"이라 한다)이라 함
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3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으로서
그 자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상을 창업자 또는 제작자에게 투자하는 조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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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직적 결합의 심화
한국영화산업에서 의미 있는 구조변화의 시작은 대기업의 영화산업 진출로부터
비롯되었지만 상당수의 대기업들이 외환위기의 여파로 영화산업에서 철수하였다.
하지만 살아남은 일부 대기업들은 영화산업의 구조변화를 주도하였으며 이 구조변
화의 핵심은 수직적 결합의 심화라고 할 수 있다. 영화산업에 있어서 수직적 결합
은 단순히 시장지배력 확대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영화라는 상품을 공
급하기 위해 선택된 효율적인 산업구조라고 할 수 있다. 영화의 제작, 배급 및 상영
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계약의 불완전성(imperfect contract), 거래비용(transaction
cost), 대리인 비용(agency cost) 등의 비효율성을 수직적 결합을 통해서 제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영화의 지속적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105) 수직적 결합은 영화
가 단순한 오락상품을 탈피하여 대규모 산업의 단계로 접어드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미국과 유럽의 영화사들은 이미 영화산업의 초
창기인 1920년대부터 수직적 결합을 통해 성장해왔다.
외환위기 이전에도 일부 대기업들이 수직적 결합을 꾀한 예도 있었지만 어디까지
나 부분적 시도에 그쳤고 본격적인 수직적 결합의 심화는 멀티플렉스의 도입을 통
해 이루어졌다. 멀티플렉스의 도입을 통해 영화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였으
며 이를 통한 수익의 확대는 영화제작에 투자되어 보다 질 높은 영화를 만들어 내
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었다. 영화제작사의 입장에서는 제작된 영화를 자체
배급 및 상영채널을 통해 안정적으로 시장에 공급할 수 있게 되어 제작비 즉 함몰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타 영화사의 영화를
배급 및 상영함으로써 흥행리스크를 분산(diversification)할 수 있게 되어 안정적이
고 지속적인 영화제작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되었다. 결국 박정희 정권 때부
터 주요 영화정책으로 시도되어졌던 메이저급 영화사의 육성이 수직적 결합을 통해
서 미약하나마 결실을 본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제작, 배급 및 상영의 전 부문에 이르는 수직적 결합을 최초로 완성
한 영화사는 CJ 엔터테인먼트(이하 CJ)이다. 1995년에 처음 엔터터인먼트 사업에 진
출한 CJ는 1997년부터 영화의 제작․배급을 시작하였고 1998년에는 한국최초의 멀
티플렉스 상영관 CGV를 개관함으로써 수직계열화를 완성하였다. 이후 충무로 자본
인 시네마서비스(극장체인 프리머스 보유) 106)와 동양그룹 계열의 쇼박스(극장체인
메가박스 보유)가 제작․배급․상영 전 부문의 수직적 결합을 완성하게 되어 통상
CJ, 시네마서비스, 쇼박스를 우리나라의 3대 대형영화사로 꼽고 있다. 1999년 멀티
플렉스 사업에 진출한 롯데시네마도 최근에 제작투자 및 배급사업에 진입을 시작하
여 한국영화산업의 수직적 결합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105) 영화산업에 있어 수직적 결합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De Vany(2004) 참조.
106) 시네마서비스의 극장체인인 프리머스는 최근 CJ에 인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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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스크린쿼터의 유효성과 정책적 시사점
1. 헌법재판소의 견해와 비판
1) 헌법재판소의 판결
주지하다시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1995년 7월 영화법 제26조에 의한 스크린
쿼터제에 대하여 그 합헌성을 인정하였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들에 따르면,
국산영화의무상영 규제는 선택한 직업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헌법 제15조에
규정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따라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
와 창의를 보장하는 헌법 제119조 1항과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
조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헌재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도 공공
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국산영화의무상영 규제는 합헌적이라고 판결하였
다. 다만 헌재는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최소
성 및 비례성’의 원칙에 충실해야하고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
서는 안 되는데 영화법 제26조는 이와 같은 원칙에 충실하다고 판시하였다. 즉 헌
재의 판단에 따르면 첫째, 국산영화 의무상영을 통해 국산영화의 상영기회를 보장
받을 수 있고 이는 국산영화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며 이를 통한
국내 영화산업의 생존과 발전은 공동체의 이익에 부합하며, 둘째, 극장주는 국산영
화의 상영의무를 지고 있으나 국산영화를 상영하는 경우에도 어떠한 종류의 국산영
화를 상영할 것인지에 대한 전적인 자유가 있으며 연간상영일수의 5분의2 이상으로
규정된 의무상영일수가 과도하지 않으므로 헌법상의 직업선택 및 경제적의 자유,
그리고 행복추구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 규제의
정도도 과도하지 않다는 것이다.
2) 판결에 대한 비판
헌재의 판결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한 강철근의 경우107) 언론․출판․학문․예
술의 자유는 그 콘텐츠 제작자의 자유는 물론 콘텐츠의 유통경로 상에 있는 자의
자유도 포함하기 때문에 스크린쿼터는 극장경영자의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라
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헌재의 영화에 대한 판단은 그 기본권보장에 있어서 문화적 측면에 있어서는 거의
무제한적으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영화의 제작 측면인 언론․출판의 자유와 학
문예술의 자유에 입각한 기본권보장은 충실히 하면서, 극장경영자의 직업의 자유와
107) 강철근, 예술의 자유와 스크린쿼터제, 사회교육연구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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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 그리고 행복추구권에 대하여는 공공복리의 목적상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과 직접적으로 접하게 되는 상영관, 공
연장, 전시장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예술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
하는 것이 되며, 나아가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의 제한문제가 된다.108)
즉, 강철근에 따르면 헌재는 공공복리를 이유로 한 영화에 대한 사전검열은 기본권
에 대한 본질적 침해이므로 위헌이라고 판결1 09)하면서 학문예술의 자유를 무제한적
으로 인정한 반면 영화를 공급하는 극장경영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비대칭적인
규제이며 이는 기본권의 본질적 침해라는 것이다.
또한 재산권의 침해 차원에서 헌재의 판결을 비판하는 견해도 있다. 즉 스크린쿼
터제도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에 대해
서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23조의 정신을 위배하고 있다는 것
이다. 김정호의 경우 스크린쿼터제는 극장주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이며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없으므로 이 제도는 위헌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공익을 위해서 국가가 시민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특정인의
특별한 희생을 바탕으로 한 것일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 제23조의 정신이다. 그런데 스크린쿼터제는 극장주의 일방적 희생위에 서있다.
국산 영화에 공익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국산영화
를 즐기는 사람이거나 또는 국산영화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일반 국민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비용도 그들이 부담해야 한다.110)
한편, 재산권 침해 주장과 관련해서는 ‘재산권’에 대한 개념 자체에 대해서 헌법적
인 관점과 경제학적인 관점의 차이가 있다. 경제학적인 관점에서는 극장주가 수익
성의 원리에 따라 자신의 의지대로 영화편성을 하지 못할 경우 재산상의 손실이 예
상되므로 스크린쿼터는 재산권의 침해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헌재는 재산권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1997년 헌재는 한약사제도가 신설되면서 과거 약사에게
인정된 한약조제권을 제한하는 것이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에 대해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구제적인 권리가 아닌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의 획득에 관한 기회 등은 재산권 보장
의 대상이 아니므로111)’ 약사의 한약조제권은 재산권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이와
같은 헌재의 논리에 따르면 스크린쿼터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인 권리’에 대한 제
한이 아니며 스크린쿼터 폐지로 인해 얻게 되는 이익은 장래의 불확실한 기대이익
108)
109)
110)
111)

전게서 p.286
헌재 2001.8.30. 2000헌가9, 판례집 13-2, pp.134-157 참조.
김정호, 누구를 위한 스크린쿼터제인가, 헤럴드경제 2003. 6.16.
헌재 1997. 11.27. 97헌바10, 판례집 9-2, p.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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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불과한 것이므로 보상의 대상이 아닌 것이다. 이와 같은 재산권과 관련된 판례
로 인해 스크린쿼터 관련 청구인도 위헌 사유로 재산권 침해를 들지 않은 듯 하다.

2. 영화산업 구조변화와 스크린쿼터의 유효성
1) 상영기회의 보장과 독과점 제한
헌재는 판결을 통해 스크린쿼터의 목적은 ‘개봉관의 확보를 통하여 국산영화의 제
작과 상영의 기회를 보장하여 국산영화의 존립과 발전의 터전을 마련하여 주기 위
한 것’이라고 적시하는 한편, 스크린쿼터의 방법적 정당성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영화의 제작은 많은 자본과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것이지만 그 흥행 여부는 사전
에 예측할 수 없고, 가사 예측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예측이 반드시 실제와 부합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봉관의 확보 여부는 영화제작의 사활문제라 할 수 있다. 따
라서 이 사건 국산영화의무상영제는 질과 양에 있어서 압도적 우위에 있는 외국영
화의 홍수 속에서 국산영화로 하여금 상영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여 주는 것으
로서 국산영화의 제작과 상영의 기회를 보장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적정한 방법이라
고 아니할 수 없다.112 )
이와 같은 헌재의 주장처럼 스크린쿼터제가 방법적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스크린
쿼터의 핵심적 역할인 ‘상영기회의 보장’이 유효성을 가져야 한다. 또한 스크린쿼터
가 유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산영화가 외화에 밀려 상영기회를 가지지 어렵다는
사실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문제는 헌재의 판결이 나던 1995년 당시에는 국산영화
가 상영의 기회를 가지기 힘들었을 수도 있지만 그 이후 영화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그와 같은 전제가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즉 영화산업구조 변화로 스
크린쿼터의 유효성이 사라지고 있으며 이는 스크린쿼터가 우리나라 영화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방법적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스크린쿼터의 유효성을 논할 때 핵심적인 사항은 한국영화산업 구조변화가 국산
영화의 상영기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최근의 한국영화산업은 수직적으
로 결합한 대형 영화사들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며 전체 국산영화들 중 수직적으
로 결합한 CJ, 시네마서비스, 쇼박스, 롯데시네마의 4개사가 제작․투자 및 배급부
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다.1 13) 아래 <표 9>에서도 알 수 있듯

112) 헌재 1995.07.21. 94헌마125, 판례집 7-2, p.163.
113) 롯데시네마는 제작투자 및 배급사업에 최근에 진입하여 배급실적이 그다지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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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체 한국영화 중에서 이들 대형영화사가 배급하는 영화의 비중은 계속 커지고
있으며 2004년에는 수직통합을 이룬 4개의 영화사가 배급한 영화가 전체 개봉 한국
영화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05년에 들어서도 이들 영화사들의 영향력은
계속 유지될 것이며 보도에 따르면 개봉 예정인 70여 편의 한국영화 중 절반에 해
당하는 35편 정도의 영화를 CJ, 시네마서비스, 쇼박스 3대 영화사가 투자 배급할 것
으로 알려져 있다.114) 이들 대형 영화사들이 제작 및 투자한 영화들은 스크린쿼터와
상관없이 당연히 자체 배급 및 상영체인을 통해 관객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
를 가지게 될 것이다. 제작되는 국산영화의 절반이상이 극장체인을 가진 대형 영화
사들에 의해 배급되어 안정적인 스크린을 확보하고 있으며 중형 배급사들의 활발한
배급실적까지 고려한다면 국산영화가 외화에 밀려 상영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는
경우는 이제는 극히 드물 것이다.
<표 10>에서 보듯이 최근 몇 년간 극장에서 국산영화 상영일수는 의무상영 일수
를 훨씬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스크린쿼터의 유효성은 약
화될 수밖에 없고 설사 상영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국산영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스크린쿼터가 상영의 기회를 보장하지는 못한다. 개봉되지 못한 영화들은
배급사나 극장의 입장에서 볼 때 흥행의 가능성이 매우 낮은 영화들일 것인데 이들
영화는 기본적으로 영화의 질이 매우 낮거나 대중성이 없는 예술영화이다. 질이 낮
은 영화라면 도태되는 것이 마땅하며 예술영화의 경우에도 스크린쿼터가 그 영화를
보호해주지는 못한다. 스크린쿼터는 국산영화의 의무상영일을 규제하는 제도이며
다양한 영화의 상영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극장의 입장에서는 흥행성 있는
국산영화의 장기상영을 통해 의무상영일을 채우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표 9> 대형 영화사의 한국영화 배급실적
배급사 ＼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CJ 엔터테인먼트

7

6

15

9

18

시네마서비스

12

14

11

16

17

쇼박스

0

0

2

5

13

롯데시네마

0

0

0

0

2

소계(A)

19

20

28

30

50

56

52

83

65

78

0.339

0.385

0.337

0.462

0.641

총 한국영화 수(B)
비율(A/B)

주: 개봉작 기준
자료: 영화연감통계(영화진흥위원회)에 근거 재구성.

114) 한국경제신문 2005년 3월15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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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최근 국산영화 의무상영 일수와 평균상영 일수
구분

서울

지방

전국

연도

조사된 극장 수 평균 의무일수

평균상영일수

비교

2000

194

103.0

103.9

+0.9

2001

201

128.4

145.3

+16.9

2002

236

101.8

151.6

+49.8

2003

276

98.4

147.9

+49.5

2000

309

99.5

109.3

+9.8

2001

375

117.7

142.1

+24.4

2002

475

90.6

145.1

+54.5

2003

741

90.7

151.6

+60.9

2000

503

100.8

107.2

+6.4

2001

576

121.4

143.2

+21.8

2002

711

94.3

147.2

+52.9

2003

1,017

92.8

150.6

+57.8

자료: 영화연감, 영화진흥위원회

한편 영화 제작비의 상승도 한국영화가 이들 대형영화사에 의지하는 추세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최근 몇 년간 한국
영화의 제작비는 급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제작비 상승요인에는 여러 가지 이유
가 있을 수 있겠는데 이에 대한 분석은 본 연구의 범위 밖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
은 급증하는 제작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대형영화사의 자본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다. 또한 높은 제작비로 인해 흥행실패로 인한 위험은 더욱 커지므로 이들 대형영
화사들이 가진 배급 및 상영체인 활용여부가 투자자본의 회수에 매우 중요한 요소
가 될 것이다. 결국 제작비 조달과 위험헷지를 위해서는 대형영화사들의 자본력과
배급․상영체인에 필요하며 따라서 이들 영화사들이 한국영화산업에서 차지하는 비
중은 더욱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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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한국영화 제작비 추이
(억 원)
45

평균제작비(좌축)

(억 원)
4000
42
42
3500
37
3,328 3,411 3000
2,902
2500

연간총제작비(우축)

40
35
30

26
22

25
20
15

13

15

1500

1,658

10

1,269

10
5

2000

19

1000

931

650

767

645

1996

1997

1998

500

0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0
년도

자료: 영화연감통계, 영화진흥위원회

미국 배급사들의 독점적 지위로 인해 스크린쿼터를 통해 보다 경쟁적 환경을 조
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도 설득력을 잃고 있다. 현재 영화시장에서의
미국 배급사들의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다.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3～4년
간 시장점유율 1, 2위를 독점하다시피 한 배급사는 수직적 결합을 한 국내 배급사
들이다. 따라서 미국 배급사들이 시장지배력을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스크린쿼터를
통한 사전적 규제는 정당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블록부킹, 거래거절 등의 일반
적 경쟁제한행위에 대해서 현재의 공정거래법을 통해 사후적 규제가 가능하다. 윤
미경 외(2004)에 따르면 영화산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경쟁제한행위는 현재의
공정거래법을 통해 규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분쟁해소를 위한 추가적 장치를
도입하여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쟁정책의 측면에서 본다면 스크린쿼터와 같
은 인위적이며 사전적 규제는 시장친화적인 방식의 사후적 규제를 통해 해결할 수
없을 만큼 폐해가 심각한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미국 배급사들의 시장 지배적 지위 상실과 국내 배급사들의 시장
점유율 상승이 스크린쿼터의 결과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현재 영화
산업구조 하에서는 미국 배급사들이 과거와 같은 독점적 시장지배력을 가지지 못한
다는 것이다. 국내 대형 영화사들이 상당수의 한국영화에 투자 및 제작을 하고 있
고 자체 배급망과 극장체인을 통해 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극장체인을 가지지 못
한 미국배급사들의 시장에서 과거와 같은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스크린쿼터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국내 배급사들이 국산영화를 도외시하고 미국영화 위주로 배급
할 수도 없다. 현재의 직배체제에서는 헐리우드 대작들은 당연히 미국 배급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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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급할 것이며 국내 배급사들은 배급력를 가지지 위해서라도 흥행성 높은 국산영화
를 배급할 수밖에 없다. 과거 간접배급체제 하에서는 스크린쿼터가 없었더라면 국
내 배급사들이 할리우드 영화 위주로 라인업(line-up)을 구성하여 배급력을 행사하
였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직배체제 하에서는 흥행성 높은 국산영화를 라인업에
포함시키지 않고서는 배급력을 행사할 수가 없다.
<표 11> 배급사별 점유율 순위
배급 사
CJ 엔터테인먼트
쇼박스(주)미디어플렉스
시네마서비스
워너브러더스
20세기폭스코리아
UIP코리아(유)
브에나비스타인턴셔널
콜럼비아트라이스타(주)
코리아픽쳐스
튜브엔터테인먼트
기타
계
배급 사
시네마서비스
CJ엔터테인먼트
콜럼비아
월트디즈니/브에나
20세기폭스코리아
워너브러더스
A 라인
코리아픽쳐스
청어람
UIP
기타
계

2004년
편수
36
20
22
11
18
13
22
20
5
10
102
279

점유율
24.4%
18.1%
17.2%
8.0%
6.6%
4.2%
4.0%
3.5%
3.4%
2.6%
8.1%
100%

배급사
CJ 엔터테인먼트
시네마서비스
워너브러더스
청어람
월트디즈니/브에나
콜럼비아
코리아픽쳐스
쇼박스
UIP
20세기폭스코리아
기타
계

2002년
편수
28
28
21
19
22
16
13
8
9
14
112
290

점유율
22.70%
17.00%
9.70%
8.80%
8.60%
8.20%
5.60%
4.50%
3.20%
3.10%
8.60%
100%

배급사
시네마서비스
CJ엔터테인먼트
코리아픽처스
워너브라더스
UIP
브에나비스타
콜롬비아
튜브 Ent
20세기폭스
시나브로엔터테인먼트
한맥영화
㈜영화사백두대간
필름뱅크
AFDF
베어엔터테인먼트
기타
계

주: 관객 점유율 기준이며 2004년은 서울 관객 기준임.
자료: 영화진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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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편수
24
26
13
11
17
20
10
8
17
17
88
251

점유율
21.90%
18.60%
8.10%
7.50%
6.80%
5.10%
4.90%
4.80%
4.80%
4.30%
13.30%
100%

2001년
편수
26
22
7
17
15
19
21
12
11
11
6
11
17
4
5
97
301

점유율
17.6%
14.6%
13.4%
9.0%
7.8%
7.1%
6.0%
4.7%
3.7%
1.3%
0.9%
0.5%
0.4%
0.2%
0.1%
12.8%
100%

2) 멀티플렉스의 영향과 문화적 다양성
또한 멀티플렉스115)의 확산도 스크린쿼터의 유효성을 저하시키는 역할을 한다.
1998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멀티플렉스는 그동안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2004
년 현재 멀티플렉스는 총 162개 극장으로 전체 극장 중 45%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
며, 스크린 수는 총 1,189개로 전체 스크린의 77%를 차지하고 있다. 1990년대부터
스크린 숫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었지만 멀티플렉스의 도입으로 인해 상황이 반전되
어 극장 수는 줄었지만 스크린 수는 과거 보다 훨씬 많아졌다. 증가된 스크린 수로
인해 한국영화는 보다 많은 상영기회를 가지게 되어 성수기에 헐리우드 블륵버스터
에 밀려 한국영화들이 상영의 기회를 잡기가 어려웠던 과거 단관 극장시스템과는
상황이 다르다. 물론 멀티플렉스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후에 한국영화의 다양성이
제고된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 비해서 (일부 흥행작에 국한한다 하더라도) 한국영화
의 상영기회가 많아진 것은 분명하다.
앞에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스크린쿼터를 통한 문화의 다양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한국영화의 상영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한국문화를 고취할 수 있다는 점과 스
크린쿼터로 인해 예술영화를 포함한 다양한 영화를 상영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하
고 있다. 한국영화의 상영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한국문화를 고취할 수 있다는 주장
은 스크린쿼터의 유효성 상실로 인해 그 타당성을 잃고 있다. 국내 영화산업의 수
직적 결합의 심화로 인해 제작된 한국영화가 미국영화로 인해 상영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한편 스크린쿼터가 한국영화의 다양성을
제고시킨다는 두 번째 주장도 오정일․조현승(2004)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주
장의 실증적 근거가 희박하다.
스크린쿼터가 영화의 다양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멀티플렉스 도입으로 증
가된 스크린 수가 와이드 릴리즈(wide release) 방식을 통한 대형영화의 스크린지배
력을 보다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즉 멀티플렉스의 확산으
로 증가된 스크린의 혜택이 독립영화나 예술영화보다는 흥행이 예상되는 일부 영화
에 집중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실례로 2004년 관객 1000만을 돌파한 <실
미도>와 <태극기 휘날리며>의 경우 개봉 후 흥행호조에 힘입어 스크린 수가 점차
늘어나 한때 각각 370여 개 이상, 510여 개 이상의 스크린을 각각 차지하였다. 또한
<실미도>가 관객 1000만을 돌파하던 주에는 <실미도>와 <태극기 휘날리며>가 차지
한 전국 스크린 수 합계는 733개였으며 이 당시 전국 스크린 수는 1200여 개로 추
산되고 있다.1 16)1 17) 비록 스크린쿼터제가 스크린 당 부과되는 규제이지만 일부 흥행
115) 본 연구에서 멀티플렉스는
모든 극장’으로 정의한다. 5개
진다.
116) ‘<씨네 21> 10년, 한국영화
117) 2004년 1210개의 스크린을
르렀다.

‘5개 이상의 스크린을 보유했거나 멀티플렉스 체인에 속해 있는
이하의 복합관도 멀티플렉스에 포함시키면 그 숫자는 훨씬 많아
10년’, 씨네 21, No. 500, 2004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평균허위상영일수는 거의 영(0.005)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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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이 다수의 스크린을 점유하게 되므로 과거에 비해 증가된 스크린 숫자에도 불구
하고 스크린쿼터제가 한국영화의 다양한 상영기회를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 문화
의 다양성이란 측면에서는 정작 스크린쿼터가 보호하지 못하는 예술영화 또는 독립
영화를 보호․육성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할 것이다.
<그림 3> 연도별 극장 수 및 스크린 수 추이
(단위:명)
1,800
스크린 수

1,600

극장 수
1,545

1,400
1,200

1,132

1,000

977

789

762

800

712

669 629

600

818
720

577

511 497 507

588

400

373 373

200

344 309

354

280

0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년도

자료: 영화연감통계, 영화진흥위원회

<그림 4> 전국 멀티플렉스 스크린 수
1400
1200

1189

1000
826

800
600

583
396

400
259

200
109
0

11
1998

1999

2000

2001

자료: 영화연감통계, 영화진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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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2003

2004

년도

<표 12> 3대 체인의 극장 수, 스크린 수, 좌석 수
구분
CGV

2004
2005
2006-2007 (예정)
스크린
스크린
스크린
극장 수
좌석 수 극장 수
좌석 수 극장 수
좌석 수
수
수
수
35
27
215
41,009
280
53,170
51
405
78,419

CGV 프리머스

17

125

24,305

28

208

39,022

34

262

48,922

계
롯데시네마

44
12

340
98

65,314
19,680

63
29

488
221

92,192
43,979

85
44

667
364

127,341
73,479

메가박스

13

105

20,993

19

144

28,132

30

242

45,428

총계

69

543

105,987

111

853

164,303

159

1,273 246,248

자료: 2004년 스크린 현황, 영화진흥위원회

3. 영화산업정책의 방향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영화산업은 수직적 결합을 이룬 대형영화사들이 중
심으로 한 공급구조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 영화의 제작비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여 투자와 배급․상영에 대한 대형영화사 의존도는 보다 커져 대형영화사
를 중심으로 한 영화공급구조는 보다 심화될 것이다. 이와 같은 구조 하에서는 스
크린쿼터로 인한 편익은 상당히 감소하는 반면 자유무역의 확산으로 인한 스크린쿼
터의 비용은 더욱 커질 것이며 스크린쿼터의 유효성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시장의 원리에 맞지 않을뿐더러 규제로서의 상대적 편익도 적은 현재의 스크린쿼터
제도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스크린쿼터의 유효성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한국영화
에 대한 보험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존속되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도
있다. 하지만 스크린쿼터라는 보험이 주는 혜택에 비해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가격
이 너무 크다. 따라서 현재의 우리나라 영화산업의 성숙도 및 국제경쟁력을 감안하
면 스크린쿼터의 폐지 또는 점진적 축소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
실적으로 폐지가 어렵다면 적어도 점진적 축소를 통해서 스크린쿼터가 한시적 보호
정책118)이라는 점을 영화산업 종사자에게 명확하게 전달하여 구조조정 등을 포함한
업계의 자발적 경쟁력 강화노력을 촉진시켜야 한다. 유치산업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산업의 경쟁력이 상승함에 따라 적절한 경쟁압력을 부여
하는 것이 보다 해당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의 영화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은 시장에 대한 직접적 통제보다는 시장
규모의 확대와 영화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하부구조(infrastructure) 정비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2003년 현재 연간 전국 영화관람객 수는 11,947만 명이며 1인
118) 김세원․안세영(1996)은 유치산업보호정책의 성공조건으로 ‘학습효과(learning by doing)의
존재’와 ‘한시성(限時性)’을 들고 있다. 즉 보호대상이 된 산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습효과
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산업이어야 하고 보호정책은 반드시 ‘한시적’이어야 한다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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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평균 관람횟수는 2.5회이다. 역대 최고 전국 관람객 수는 1969년 17,304만 명이며 그 해
1인당 평균 관람횟수는 5.6회였다. 우리나라 영화산업이 앞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보다 대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장의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의 인구구조와 다양한 매체의 발달로 인해 앞으로도 전국 관람객 수가 150,000만 명
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국내 상영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외시장의 개
척과 함께 후속시장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한국영화의 해외시장 진출은 영화의 질적
향상에 힘입어 2000년대 들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수출의 상
당부분이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수출지역의 다변화가 요구되며 특히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최대시장인 북미지역으로의 수출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림 5> 연도별 한국영화 수출액
($)
70,000,000
60,000,000
50,000,000
40,000,000
30,000,000
20,000,000
10,000,000
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자료 : 한국영화연감, 영화진흥위원회

<표 13> 한국영화 권역별 수출 점유율
연도

2001

2002

2003

남미

0%

0%

0%

북미

11%

5%

14%

아시아

74%

70%

61%

아프리카

0%

0%

0%

오세아니아

0%

1%

0%

유럽

14%

16%

18%

기타

1%

8%

5%

100%

100%

100%

권역

계

자료 : 한국영화연감, 영화진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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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외시장의 확대는 꾸준한 호조를 보이는 반면 영화의 윈도우효과를 창출하는 후
속시장은 침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비디오․DVD 전체 시장규모는 축소추세에 있
다. DVD 시장규모는 증가추세에 있지만 기대만큼 시장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비디오 시장규모의 축소 폭을 상쇄할 만큼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 않아 전체 후속시
장의 규모는 축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후속시장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은 온․오프라인
을 통한 영화의 불법적 유통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영화의 다운로드
는 기술적․행정적으로 근절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고 하겠다. 영화산업의 전체 시장규모 확대를 위해서는 문화상품에 대한 지적재산
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와 이의 집행을 위한 행정력의 강화가 필요
한 시점이다.
<그림 6> 비디오/DVD 시장 현황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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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들어 영화의 수익률 저조 등으로 영화산업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
이다. 2000 ～ 2002년 사이에 만들어진 영상투자조합의 평균수익률은 마이너스 13
～ 15%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119 ) 2001년 한 때 13개에 달하던 영상투자조
합 설립 수도 2004년에는 5개에 그치고 있다. 영화의 성격 상 흥행의 평균 수익률
이 항상 높을 수는 없지만 문제는 영화에 대한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즉 하부구조가 미비한데 있다. 영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
에 따르는 리스크 완화 및 투자집행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시켜줄 수 있는 제도
가 마련되어야 한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제도적 장치로는 완성보증보험제도, 특수

119) 2005년 6월3일 조선일보 기사 ‘한국영화 대박신화 여기서 멈추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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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회사(SPC : Special Purpose Company), 회계시스템 표준화 등이 있다.120) 영화
의 경우 흥행리스크는 차치하고라도 투자된 영화의 완성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가
흔한데 이 경우에는 투자자는 시장에 상품을 출시하지도 못하고 손실을 입게 된다.
미국의 경우 민간차원의 완성보증보험회사121)가 이와 같은 리스크를 방지하도록 도
와준다. 우리나라도 완성보증보험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이 제도의 도
입을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또한 특수
목적회사(SPC : Special Purpose Company)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투자 자금
관리 및 수익 배분을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투자시스템에서는 제작사가
현금흐름을 총괄하므로 투자된 영화의 현금흐름과 제작자의 현금흐름이 혼합될 가
능성이 크므로 투자자금의 집행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따
라서 투자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개별 영화에 대한 투자자금 집행, 흥행수입의
관리를 전담하는 특수목적회사를 통하여 현금흐름 및 수익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
여 투자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영화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표준화된 회
계시스템 도입도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른 산업과 달리 영화산업의 경우
표준화된 회계시스템이 우리나라에는 도입되지 않아 이해당사자 간의 분쟁의 소지
가 다분하다. 따라서 회계시스템의 표준화를 통해 영화산업에서의 비용 및 손익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여 투자수익 정산의 불확실성을 없애야 할 것이다.

Ⅴ. 결론
지금까지 스크린쿼터의 유효성을 우리나라 영화산업의 구조적 변화와 관련지어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결론은 수직적 결합이 상당히 진행된 현재의 우리나라 영화
산업 구조 하에서 스크린쿼터가 가지는 유효성은 상당히 낮다는 것이다. 스크린쿼
터의 기본적 취지는 국산영화에 대해 상영의 기회를 어느 정도 보장하여 영화산업
의 존립과 발전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제작․배급․상영의
단계를 수직적으로 결합한 대형영화사가 국산영화의 절반 이상에 제작 및 투자하는
현 상황에서는 국산영화의 상영기회는 상당한 수준에서 보장될 수밖에 없다. 통계
적으로도 극장의 국산영화의 상영일수는 의무상영일수를 훨씬 초과하고 있는 상황
이어서 스크린쿼터의 유효성은 매우 낮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한국영화의 상영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한국문화를 고취할 수 있다는 주장도
스크린쿼터의 유효성 상실로 인해 그 논리적 근거가 약하다. 또한

멀티플렉스의

확산으로 증가된 스크린 수는 와이드 릴리즈(wide release) 방식을 통한 대형영화의
스크린지배력을 보다 강화시키므로 스크린쿼터가 한국영화의 다양성을 제고시킨다
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으며 이는 실증적으로도 확인되고 있는 사실이다. 즉 영화사
120) 김미현․최영준 외, 한국 영화산업 수익성 분석과 투자 활성화 방안(2005) 참조.
121) 완성보증보험회사는 제작자가 투자자가 인정한 예산, 제작 스케줄에 따라 상품(영화․애니
메이션 등)을 완성․출시할 것을 보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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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수의 흥행대작이 다수의 스크린을 점유하게 하는 방식을 통하여 단기간에 수
익극대화를 꾀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증가된 스크린 숫자에도 불구하고 스크린쿼
터제가 다양한 한국영화의 상영기회를 보장해주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의
다양성을 위해서라면 예술영화 또는 독립영화가 관객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
적으로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할 것이다.
국제적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농산물 시장도 개방하고 있는 마당에 영화산업
만 무조건적으로 보호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의 영화산업 구조 하에서는
스크린쿼터로 인한 편익은 상당히 낮은 반면 자유무역의 확산으로 인한 스크린쿼터
의 비용은 더욱 커질 것이 때문에 규제의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면 스크린쿼터는 점
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다. 또한 유치산업 육성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영화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무조건적이며 영구적인 보호보다
는 적절한 경쟁압력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유치산업의 구조와 경쟁력
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의 시장개방을 함으로써 경쟁력 제고와 구조조정 촉진을
꾀할 수 있는 것이다.
향후 영화산업정책은 스크린쿼터와 같은 시장에 직접적 통제를 가하는 보호정책
보다는 시장의 확대와 영화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 제고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국내 영화사들이 국제적 수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국내시장으
로서는 명백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장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영화의 해
외시장 진출은 비록 아시아권에 수출이 집중되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편이다. 하지만 윈도우효과를 창출하는 후속시장이 온․오프라인을 통한
불법유통으로 인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획기
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최근 침체되고 있는 영화산업에 대한 투자활성
화를 위해 제도적 장치로 완성보증보험제도, 특수목적회사, 표준화된 회계시스템 등
의 도입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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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표 1 > 연도별 한국영화 점유율
(단위 : 만 명, %)

구분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한국영화 관람객 수
761
732
831
822
685
534
424
279
181
629
450
416
571
1,057
921
2,543
2,135
2,191
1,755
1,689
1,644
1,562
1,311
1,216
1,115
1,081
1,106
872
769
993
944
976
1,212
1,259
2,172
2,271
4,481
5,082
6,391
8,018

외국영화 관람객 수
912
1,040
877
858
908
756
813
747
757
1,168
2,241
1,062
1,238
1,498
1,658
2,914
2,294
2,078
2,648
2,703
3,166
3,166
3,549
4,007
4,415
4,265
4,114
3,839
4,054
3,842
3,569
3,244
3,540
3,759
3,300
4,191
4,455
5,431
5,556
5,498

한국영화 시장 점유율
45.5
41.3
48.6
48.9
43.0
41.4
34.3
27.2
19.3
35.0
16.7
28.1
31.6
41.4
35.7
46.6
48.2
51.3
39.9
38.5
34.2
33.0
27.0
23.3
20.2
20.2
21.2
18.5
15.9
20.5
20.9
23.1
25.5
25.1
39.7
35.1
50.1
48.3
53.5
59.3

주 : 1. 1964년-1973년 서울 개봉관 기준
2. 1974년-1979년 주요도시(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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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제1차 한․미 영화협상 현황
미국 요구사항

합의사항

조치사항

◦ 외국영화 수입가격 상한선 철폐(극 ◦ 미국영화사 한국 내 지사 설치 ◦ ‘86.12.31 영화법 개
영화, TV용 필름 및 홈비디오 포함)

허용

정, 외국인이

◦ 미국영화 배급회사의 국내지사 설 ◦ 국산영화진흥자금 납부제도 폐
치 허용
◦ 예탁금 철폐 및 대폭 삭감
◦ 진흥자금 철폐 또는 인하

지

도록

(외화수입 편당 : 1억 원)

영화 수입 시 납입하
납부제도를 철폐

자, 생산판매 허용

◦ 로열티에 부과되는 원천과세 인하

개방하고, 외국

는 국산영화 진흥자금

◦ 시판용 비디오테이프의 합작투

◦ 스크린쿼터의 철폐 또는 비율 조정

국내에

서 영화업을 할 수 있

◦ 예탁금 7억 원을 5,000만 원으 (부칙에 의거 1987.7.1부

◦ 외화수입 관세 인하

로 인하

◦ 수입쿼터제 철폐

터 시행)

◦ 외화수입가격 상한선 및 수입

◦ 시판용 완제품 비디오의 수입관세
인하

쿼터제도 조기 철폐
◦ 관세 : ‘86년 중 미국 측과 협

◦ 공 테이프의 세율 인하

의(재무부 소관)

◦ 미국영화사의 시판용 비디오 국내
생산 가능여부

(미 측 양해 사항)

◦ 홈비디오의 수입편수 제한철폐
◦

홈비디오의

라이센스료

◦ 스크린쿼터제도 유지

제한철폐 ◦

및 판매수익 참여 보장

미국영화 수입편수 일정수준
제한 인정

◦ 홈비디오의 수입업자 및 제작업자 ◦ 예탁금 제도 설치 운영
의 등록 수 제한

◦ 진흥기금 개선방안 실행 시까

◦ 지적소유권 보호 미흡

지(‘87년 초) 현행 진흥자금 납

◦ TV용 외화검열 완화

부제도 유지 수락

자료: 노정동, 미국직배사의 출현, 그 파장과 영향, 최진용 외(1994)

<부표 3> 제2차 한․미 영화협상 현황
요구사항

합의사항(‘88.12.30)

◦ 외국영화 수입절차 간소화

◦ 수입심의용 영화필름통관추천제 폐

-현행 2단계(통관추천, 수입
추천)를 1단계로 축소
◦ 외국영화 수입(복사) 필름
벌수 제한완화

◦

합의내용대로
도

지(‘89.1.1)

제

개선 시행

◦ 외국영화 수입(복사) 필름벌수 제한
완화(‘89.1.1)
- 89년 : 12벌

◦ 영화심의 신청편수 확대

- 90～93년 : 매년 1벌씩 추가 허용

◦ 영화심의절차 간소화 및 기

- 94년 : 완전 폐지

간 단축

조치내용

◦ 영화심의신청 편수 증가 및 심의기
간

단축(‘89.1.1)

- 1사 2편
- 심의기간단축
◦ 외국영화 심의절차 간소화(‘90.1.1)
자료: 노정동, 미국직배사의 출현, 그 파장과 영향, 최진용 외(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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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 대기업의 영상산업 참여 현황
그룹

삼성

계열사

삼성영상사업단
삼성물산
삼성전자
제일기획 등

진출

철수

시기

시기

사업내용
- 영화제작 수입 및 배급
- 씨넥스, 명보극장, 서울 극장 등 극장운영

- 유료영화 CATV '캐치원‘, Q채널 등 운영
1988년 1999년 - 드림박스, 스타맥스 등의 비디오 프로그램 공급업
을 통해 디즈니 계열사 영화들 유통 대행
- <타임 투 킬>, <히트> 등의 제작사 뉴리전시 지
분 7.6% 인수
- 영화제작 수입 및 배급
- 씨네하우스, 대한, 스카라 등 극장운영

대우

현대

선경

새한

제일제당

대우영상사업단
대우전자

금강기획
현대전자

SKC

1988년 1999년

판매
- 영화채널DCN
- 영화제작 수입 및 배급
- 씨네플러스, 명보극장 등 극장운영
1996년 1998년 - 홈비디오유통(미라맥스), 사반 엔터테인먼트사와
제휴
- 현대방송
- 홈비디오 유통
1984년 1998년 - 제작 수입 배급

새한디지털미디어 1996년

제일제당
CJ 엔터테인먼트

- 홈비디오유통(우일영상, 씨네마트, 세음미디어), 20
세기폭스, 콜롬비아트라이스타, MGM 비디오 위탁

1996년

분사

현재
활동 중

- MBC 프로덕션과 제휴
- 새한홈비디오 설립
- 1996년 디지털미디어, 영화수입배급, 홈비디오유통
- 1995년 드림웍스에 11% 3억달러 투자
- 호주 빌리지로드쇼와 홍콩 골든하베스트사와 합작,
멀티플렉스 CGV 설립
- 제이콤, 영화제작, 배급
- m-net
- 영화채널 OCN(대우 DCN 인수), 씨네하우스 4개관

동양

메가박스
쇼박스

1999

활동 중

인수, 캐치원(현재 HBO, 삼성으로부터 인수)
- 멀티플렉스 메가박스 운영
- 배급사 쇼박스 운영

롯데

롯데시네마

1999

활동 중 - 멀티플렉스 롯데시네마 운영

자료: 이상석(2001) 및 기타 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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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성매매특별법
이주선(한국경제연구원)
1. 성매매 관련 현황
(1) 성매매의 연혁
- 조선시대:
ㆍ ‘관기’ ‘기생’ 등 소수 지배층을 위한 공식적인 성매매의 존재.
- 일제시대:
ㆍ공창제도:(1904년 경성 영사관령 제3호) 성매매의 전국화와 보편화.
ㆍ종군위안부:(러일전쟁 이후), 공창의 쇠퇴.
- 미군정과 한국전쟁기
ㆍ공창제도 폐지.122)
ㆍ기지촌의 생성 및 사창의 확대.
- 1960년대
ㆍ윤락행위방지법 제정, UN협약 가입: 금지주의적 관점에서의 성매매
제재 시작.
ㆍ사창지역 축소 실패: 1962년 104개 특정윤락지역 설치.
- 1970년대
ㆍ경제발전을

위해서

성매매를

관광자원으로

활용123):

관광진흥법

(1971), 국제관광협회(1972) 요정과 설치, 특정지역내 성매매 행위
나 특수관광호텔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성매매 하는 여성에 대해서는
윤락행위방지법 적용을 보류.
ㆍ특정윤락지역의 폐지: 1972년

122) 박종성(1994).
123) 변화순 ․ 윤덕경 ․ 박현미 ․ 황정임 외(2001),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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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산업형 성매매의 출현과 급팽창: 산업구조의 고도화(경공업 --> 중
공업)와 3차산업 (식품접객업소와 위생접객업소) 비중의 급격한 확
대--호스테스, 맛사지걸, 면도사 등.
- 1980년대
ㆍ올림픽을 계기로 한 풍속영업 규제의 완화: 산업형 성매매의 전국화.
- 1990년대 이후
ㆍ신업태의 등장: 노래방, 유리방, 휴게텔, 스포츠 마사지, 인터넷 거래,
원조교제.
ㆍ청소년 성매매의 증가: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입법.
ㆍ외국인 성매매 여성의 등장: 러시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볼리비
아, 페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중국 등.
ㆍ외국인 여성의 성매매 진입 유통경로화.124)
(2) 규모 추정치(2002년) 125)
- 성매매 종사 여성수: 33만명 정도 (20-30대 여성인구의 4.1%, 취업여성
인구의 8.0%
ㆍ전통형: 69개 지역, 2,938개 업소, 8,875명.
ㆍ산업형: 54,197개 업소, 208,000명.
- 섹스 서비스 남성인구의 구성
ㆍ20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 남성인구 20%가 월평균 4.5회 정도의 섹
스 서비스 구입.
- 성매매의 경제적 규모
ㆍ24조원 매출: 전통형--1조8,484억여원, 산업형--15조 4,800억여원.
ㆍGDP의 4.1%. (cf. 전기ㆍ가스ㆍ수도업 2.9%, 농림어업 4.4%)

124) 새움터(1999).
125)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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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매매의 유형

구 분
전통형
성매매

산업형
성매매

정 의

유 형

특정지역을 거점으로
대규모 매춘
매매춘만을 목적으로
집결지
하는 업소에서 이루어
미군 기지촌
짐.
서 비스 를
매개로 업
소 내에 서
혹은 밖으
로 나가서

본래의 업
소 (업종)
의 목적과
달리 성매
매 행위가 성매매 행
이루어지 위를 함.
거나 성매
연결(알선)
매 행위를
을 통해서
알선함.
성매매행위
를 함.

식품접객
업소
위생접객
업소
안마시술소

비

고

서울 용산, 청량리588, 천호동, 영등포, 미아
리텍사스, 경기도 용주골 등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
경기도 용주골
대중음식점(카페), 단란주점, 유흥주점(룸싸롱,
외국인 관광클럽), 노래방 등을 통해 이루어지
는 성매매
호텔, 여관 휴계텔 등의 숙박업소, 사우나, 증기
탕 등의 목욕장 업소, 이발소 등에서 이루어지
는 성매매
안마시술소, 스포지맛사지업소에서 안마사 혹
은 보조원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매매

이벤트사
성매매

주부, 직업여성, 미혼여성, 대학생 등을 대상
으로 직업상담소, 결혼상담소, 이벤트사 등에
서 알선하는 성매매

외국인
성매매

국내에서 취업중인 외국인들이 업소의 알선으
로 하는 성매매

매개체/
일정 매개장소나 매개
장소가
체가 있어서 매매춘이 전화방,폰팅
있는
이루어짐.
경우
연예계
성매매
기
중간에서 매춘을 연결 박카스
타
해주는 사람이 있지 않 아줌마,
고 매춘 여성이 직접 매 들병이
춘 상대자와 연결함(PC 고속 성매매
직거래
성매매, 길거리 성매매 거리 성매매
의 경우 10대 청소년들
이 행하는 경우가 많 PC 성매매
음).

전화방 등을 통해 연결되며, 서로 조건이 맞으
면 하는 성매매
특정인의 소개로 여자 연예인, 고급 콜걸들이
사회고위층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
등산객, 운전수, 탑골공원의 노인 등 대상으로
직접 호객 하는 성매매
고속도로나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

PC를 매개로 하는 성매매

자료: 변화순ㆍ황정임(1998).

한국규제학회 2005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별쇄본 205

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성매매특별법

2. 성매매 규제의 실태
(1) 성매매 관련 법 개관
- 성매매특별법: 2004년 3월 입법, 2004년 9월 시행.
ㆍ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와 관련된 일련의 행위를
범죄로 지정하여 국가 형벌권을 발동.
ㆍ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
- 윤락행위방지법: 1961년 입법, 1995년 개정, 2004년 9월 폐기.
- 인신매매 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 금지에 대한 유엔 협약:
1962년 가입
-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00년 입법
(2) 성매매 규제에 관한 관점
- 금지주의
ㆍ성매매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으로
성매매행위자(수요-공급자), 알선자를 모두 또는 일부 금지하는 정
책. (ex: 한국, 미국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주, 필리핀, 타이,
스리랑카, 중국, 베트남 등)
- 규제주의
ㆍ 일정한 조건(특정 지역 내, 성매매를 허가받은 자, 성병관리를 위한
규제) 하에서 정부의 감독과 규제하에 성매매를 부분적으로 허용하
는 정책. (ex. 영국, 오스트리아, 2002년 이전 독일, 아일랜드, 일본
등)
- 폐지주의
ㆍ국가에서 일정지역에서 행하는 성매매를 인정하고 자유로운 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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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하며 세금을 징수하는 대신 이에 대해서 간섭을 하지 않는 정
책. (ex. 네델란드, 2002년 이후의 독일 등)
ㆍ강요에 의한 성매매와 자발적인 성매매를 구분하여 후자를 용인.
(3) 성매매처벌법 Vs. 윤락행위방지법
- 용어의 차이: 윤락 Vs. 성매매
ㆍ윤락: 성을 파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 성매매를 필요악으
로 보고 성을 사는 사람에게 관대.
성을 파는 사람에 대한 처벌과 격리, 성을 파는 자의 소외현상.
ㆍ성매매: 성을 파는 사람은 사회적 문제점에 기인한 피해자, 성을 사
거나 중개역할을 한 사람을 가해자 또는 윤리적 타락자로 봄.
- 개념의 차이:
ㆍ윤락행위: 금전적인 보상을 전제로 한 성행위
ㆍ성매매행위: 금전적 보상을 전제로 한 성행위와 그 상대방, 여타 유
사성교행위
- 금지행위의 범위
ㆍ윤방법: 윤락행위, 윤락 상대방, 중개행위(권유ㆍ유인ㆍ알선ㆍ강요),
장소제공, 윤락행위자(수요/공급)에게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
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
ㆍ성매매처벌법: 성매매행위, 알선,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매매를
목적한 고용ㆍ모집과 직업소개ㆍ알선, 행위 및 업소에 대한 광고, 성
매매 이용 인지 상태에서의 자금ㆍ토지ㆍ건물 제공.
- 성매매자의 정의
ㆍ요보호자: 상습적으로 성매매 행위를 하려는 자와 환경 또는 성행으
로 보아 성매매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는 자.
처벌과 격리대상 범법자.
ㆍ성매매피해자: 다양한 형태의 타의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성매매에 종
사하게 된 피해자.
보호의 대상: 성매매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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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무의 범위
ㆍ윤방법: 윤락행위의 방지와 요보호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조
치 → 선언적 규정, 책임과 의무 범위의 모호성.
ㆍ성매매처벌법: 성매매, 그 알선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예방,
예방과 근절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위한 법적 대책 마련과 재원조달
의무,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과 형사사법 공
조 책임.
- 내용의 차이
ㆍ윤방법: 선도보호 관련 사항 제외시 성매매종사자에 대한 처벌 규정.
ㆍ성매매처벌법: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유예, 사법기관의 보호조치,
신고자와 성매매 피해자의 신변보호조치, 시설기관장의 지득 성매매
사실에 대한 수사기관 신고 의무, 신고자의 이익 및 인적사항에 대
한 기밀유지 의무, 법원증언과 수사기관 조사시 신뢰관계인의 동석
보장, 심리 비공개 신청 및 비공개 관련 절차 규정, 외국인 성매매자
에 대한 각종 보호조치.
- 처벌의 강도
ㆍ윤방법: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대부분
벌금형으로 대체가 가능한 처벌이 주류.
ㆍ성매매처벌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최하 1
년 이하의 징역. 성매매 알선, 직업소개, 광고에 대한 처벌의 대폭
강화, 몰수와 추징조항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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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매매와 그 규제에 대한 경제학적 관점
(1) 재화(goods)로서의 ‘성(sex)’
- 성행위에 대한 사회일반의 보편적인 인식
ㆍ‘성행위’는 더러운 것, 나쁜 것(bads), 부끄러운 것 → 성관련 사실에
대한 왜곡과 무지의 가능성 발생.
ㆍ거의 모든 사람들이 “성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
ㆍ이러한 무지와 편견은 성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이해와 논의
그리고 이에 입각한 법ㆍ제도의 도입과 시행에 장애물 역할.
- 성행위의 목표: 생식, 쾌락, 사교 (Posner(1992), Chapter 5)
ㆍ생식: 성행위의 보편적인 목표
ㆍ쾌락: 본능적 욕구로서의 성적 욕구의 충족(욕구 자체의 만족, 보다
높은 만족도를 위한 성적 능력의 배양)
ㆍ사교: 성행위 자체보다 이를 매개로 한 여타 목표의 추구수단(배우
자, 친구 등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거나 강화하는데 성행위를
이용하는 것)→성행위의 상업적 성격 파생
ex. 1.카톨릭의 ‘혼인의 의무’를 포함한 기독교의 결혼과 관련된 가
르침.
ex. 2.애정을 전제로 하지 않은 결혼: 감정적인 관점에서 남편과
아내는 타인이며, 이해관계에 따라 결혼이라는 계약관계를 형
성한 것이므로 부부간의 성관계도 다양한 타인과의 성관계와
무차별.
→ 성행위의 관점에서 본다면 남편에게 아내는 첩, 매춘부,
정부, 동성애자, 아내에게 남편은 정부, 남창, 동성애자는 무
차별한 성행위의 상대
→ 애정을 전제로 하지 않은 결혼은 상대적으로 혼외정사를
부추길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결혼에 비해서 큼.
→ 이 경우 성행위가 결혼을 통해서 건(배타적 장기계약), 성
매매(현물시장거래)를 통해서건 금전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
서 차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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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행위는 어떤 목적의 관점에서 볼 때도 좋은 것 즉, ‘재화(goods)’
ㆍ성 행위 자체를 부끄럽거나 나쁘거나 더러운 것으로 치부해 온 기존
인식은 특정한 이데올로기나 종교적 신념 또는 윤리의 부정적 산물.
(2) 결혼 Vs. 성매매
- 결혼(일부일처제, 일부다처제, 일처다부제 등)을 통한 성행위와 여타 방식
(동거, 성매매, 간음, 동성애, 수음, 수간, 강간)을 통한 성행위는 동일한
성적 만족 추구의 수단.
- 여타 방식 성행위의 속성
ㆍ강간: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위협이나 폭력을 통해서
강요된 성행위이므로 처벌이 불가피한 불법행위.
ㆍ수음, 수간: 윤리적 비난 가능은 존재하나 처벌하고자 할지라도 적발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제재가 비효율적.
ㆍ동성애, 동거, 성매매 등: 결혼에 근거한 성행위와 별반 다르지 않은
쌍방 동의에 입각한 성적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의 제공
- 왜 사회는 결혼을 통한 성행위와 여타 방식의 성행위에 대해서 차별적 취
급을 하는가?
ㆍ결혼은 배타적인 남녀간 계약을 전제로 하고 이에 입각하여 사회의
기초단위라 할 수 있는 가족이 형성됨. 가족의 강화는 결국 사회적
확실성을 강화하여 사회의 효율적인 유지를 가능하게 함. 따라서 가
족구성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결혼의 보호가 사회적으로 최선의 방
책이 됨.
- 왜 일부일처제가 보편적인 결혼의 양식이 되었을까?
ㆍ공동이익 극대화 수단으로 일부일처제가 최선의 방책이었기 때문.
ㆍ일부일처제 vs. 동거
→ 일부일처제: 높은 배타성, 높은 퇴출장벽, 신뢰에 입각한 강도 높
은 확실한 연대(full commitment).
→ 동거: 높은 배타성, 낮은 퇴출장벽, 불확실성에 기인한 연대를 위
한 인센티브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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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일처제가 가지는 확실한 연대의 담보가 생애주기를 전제로
한 공동이익 극대화를 위한 최선의 방책으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
기에 동거 등의 퇴출 가능성이 가진 편익에도 불구하고 이보다는 일
부일처제 결혼을 선호.
ㆍ일부일처제 vs. 축첩(일부다처제)
→ 일부일처제: 높은 배타성, 낮은 퇴출장벽, 신뢰에 입각한 강도 높
은 확실한 연대
→ 축첩(일부다처제): 높은 배타성, 높은 퇴출장벽, 신뢰의 파괴에 기
인한 확실한 연대 실현 불가능, 기회주의적ㆍ대립적 관계로
인한 비용증가
→ 축첩은 성관계의 측면에서 일부일처제와 유사한 만족을 줄 수 있
으나 공동이익극대화에 배치되는 높은 비용발생으로 인한
부담이 가중되어 현실적으로 보편적인 남여결합의 형태가
되지 못함.
- 왜 성매매는 일부일처제 결혼을 통한 섹스 서비스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축첩, 동거 등의 여타 대체적인 섹스 서비스보다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모
든 사회에 보편적으로 우월하게 선호되는 사회현상으로 존재하는가?
ㆍ일부일처제 vs. 성매매 vs. 축첩 또는 정부
→ 성매매는 일부일처제에 비해서 열등한 섹스 서비스. 왜냐하면 금전
적인 보상을 통해서 육체적인 성욕만을 만족시키고 감정적인 교감을
가질 수 없기 때문.
→ 축첩이나 정부는 성매매에 비해서 우월한 섹스 서비스. 왜냐하면 배
타적 관계에 입각하여 육체적 성욕 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교감도 가
능하기 때문. 그러나 축첩이나 정부는 성매매에 비해서 배타적 성격
이 강하고 장기계약적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과 기회주의적 행태로 인해서 그 비용이 월등하게 비쌈.
→ 일부일처제가 성적인 욕구를 완전히 만족시키지 못하는 성격의 것
이라면 보완적으로 성매매, 축첩, 정부 형태의 섹스 서비스가 거래되
는 것이 가능하게 됨.
→ 보완재적 수단들 가운데 성매매가 축첩이나 정부보다 선호되는 이
유는 성매매가 열등하기는 하지만 축첩과 정부 형태의 섹스 서비스
제공에 비해서 그 가격이 대단히 저렴하고 보완재적 성격에서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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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임.
- 만일 일부일처제적 결혼방식이 효율성 때문에 존속되어 온 것이라면 왜
사회는 윤리나 법을 통해서 이 방식을 제도적으로 합법화하고 이외의 결
혼방식이나 성매매를 통한 성행위들을 규제하는가?
ㆍ사회는 다수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채택하는 관행을 보호하는 것이
진화론적 관점에서 그 생존가능성을 가장 높이기 때문에 일부일처제
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대신 축첩, 동거 성매매를 비롯한 유사한
성적 만족을 주는 여타 행위들에 대해서 제재나 비판을 가함.
ㆍ사회 구성원의 다수가 일부일처제를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
하는 경우 이를 훼손하는 유사한 섹스 서비스 제공수단들에 대해서
법적 제재와 도덕적 비난을 가하여 일부일처제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보편적인 사회현상임.
(3) 성매매의 규제
- 성행위 자체는 재화(goods)이나 성매매는 불법적이거나 비도덕적인 방식
으로 성적 만족을 제공하는 사회적인 ‘나쁜 것(bads)' 또는 '좋지않은 것
(not goods)'.
- 성매매가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여전히 존재하고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나
름대로 그 존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의미함.
- 그러나 살아남은 모든 것이 ‘좋은 것’은 아니며, 살아남았기에 그것은 ‘나
쁜 것’이 아니라든지 설사 ‘나쁜 것’일지라도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임.
- 다만 설사 ‘나쁜 것’일지라도 그렇게 살아남은 것들은 그것을 없앨 수 있
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 사
회적 비용이 너무 커서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없거나, 그것이 사라지게 될
경우 더 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일
수 있음.
- 규제의 목표: 거래의 최소화와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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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의 도입 및 시행시 유의사항
ㆍ규제가 남성들의 도덕불감증을 비난하거나 그것이 문제의 핵심인 것
으로 보고 이에 대한 제재에 초점을 맞춰서 도입될 경우 규제실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유형 다양화, 신종업태 증가와 성매매 절대 수 증가는 남성들의 도
덕적 불감증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으로 인한 소득증대, 도시화의 진
전, 산업구조 변화에 기인한 여성 유휴 노동력의 3차 서비스 산업
진출 확대, 인터넷 등 정보의 생성과 제공을 신속히 해주는 기술적
진보, 성에 대한 개방풍조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음.
ㆍ규제 순응도(regulatory compliance)를 높이기 위해서 피규제 대상
인 성매매 종사자, 성매매 알선 등 거래과정 참가자 그리고 섹스 서
비스의 구매자들이 자발적으로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유리한 대안들을 모색하여야 함.
→ 알선업자 등 거래 중개자나 섹스 서비스 구매자에 대한 규제와 단
속에 급급할 경우 앞에서 발생한 다양한 원인들의 상호작용으로 인
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제거할 수 없어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임.
→ 성매매 종사자들을 도덕적 타락자로 규정하여 처벌하려 하거나 이
들 모두를 선도하여 다른 직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에 치중하
는 것도 결과에 비해서 비용이 너무나 큰 실효성 없는 규제와 지원
책이 될 가능성이 높음.
→ 규제 및 지원 보호책은 결국 보다 적발이 어려운 대안적 수단에 의
한 거래로의 전환을 초래하거나 지원과 보호에 따른 도덕적해이의
발생으로 문제의 복잡성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음.
→ 이러한 변화가 현실화될 경우 적발이 어려운 대안적 유통경로의 구
축은 지금까지 유지해 오던 규제조차 사실상 사문화하는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음.
ㆍ규제집행 능력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규제만 강화될 경우 성매매에
대한 관리는 어려운 반면, 이를 매개로 한 부패고리의 확대가 발생
할 가능성이 높음.
→ 정부의 규제집행 능력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실질적으로 확보되지
못한다면 처벌기준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축소는 사실상 불가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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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한 집행능력을 갖추고 있을지라도 현장에서 규제자와 피규제대
상 사이에 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규제기준 강화의 실효성
이 존재하지 않음.(현장실태조사를 포함한 각종 연구들은 다양한 비
공식 관계를 통해서 규제집행 담당기관 종사자들과 피규제대상인 성
매매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 관계들을 밝히거나 근절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상
황임을 보고하고 있음.126))
- 경제학적 규제의 방법: 가격을 올리고, 물량을 축소하는 방법.
ㆍ재화(goods)시장: 완전경쟁시장에서 가장 많은 물량을 가장 저렴한
가격에 공급.
ㆍ비재화(not goods or bads)시장: 독점시장에서 가장 적은 물량을 가
장 높은 가격에 공급.
ㆍ섹스 서비스는 비재화이므로 가급적이면 독점적인 형태를 가진 시장
에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함.(왜냐하면 거래량의 축소가 목표이기
때문.)

126)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2), 제5장 “성매매종사여성의 생활사
pp.286-346과 장필화 외(2001) 제IV장 “종합 및 제언,” pp.173-129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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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4. 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성매매처벌법과 그 집행
(1) 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성매매처벌법
- 금지주의적 입장의 대폭강화
ㆍ성매매는 '나쁜 것‘이며 이를 축소 내지 근절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전제하에 제정.
ㆍ법의 배경에는 성매매가 남성우월주의적,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을
일반적으로 희생하여 존재하는 것이라는 여성주의적 가치판단이 담
겨있음.
ㆍ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성매매 중개자, 알선자 등 유통경로 종사자
와 수요자에 대한 처벌 강화에 중점을 둔 반면, 성매매 종사여성들
은 피해자로 판단하여 보호하고 지원함.
- 성매매처벌법의 규제의 예상효과
ㆍ성매매의 유통경로에 종사하는 알선업자, 성매매 수요자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과 그 집행은 처벌 및 제재 위험을 높여서 공급비용
상승을 유발할 것이고, 이에 따라 지대축소가 나타나 성매매 축소에
기여할 수 있음.
ㆍ성매매 종사자의 퇴출비용 축소(채권ㆍ채무관계의 원천적인 무효, 종
사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도 성매매 공급측면에서 그 공급량을 축소
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성매매 축소에 기여할 수 있음.
- 성매매처벌법 규제와 그 집행이 가진 문제점
ㆍ규제집행이 특정지역에 밀집된 집창촌에 집중되고 산업형 성매매 업
소와 신종 성매매 유형들(인터넷 직거래 등)에 대한 규제는 상대적
으로 약한 경우, 집창촌 등 전통형 성매매 유통경로 종사자들과 성
매매 종사자들이 다양한 분화과정을 거쳐서 적발이 보다 어렵고 규
제집행이 비교적 완만한 유형으로 전업할 것임.
ㆍ이러한 분화가 이뤄질 경우 적발과 처벌에 상대적으로 그 위험이나
손실이 적은 과거의 범법자들이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비용이 상대적
으로 낮기 때문에 유통경로는 과거보다 범죄조직화될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성매매를 규제집행을 통해서 근절시키지 못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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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종사여성들에 대한 건강검진 등이 사실상 불가능해져서 성매매로
인한 성병과 AIDS등의 질병이 사회적으로 과거보다 무방비 상태에
서 확산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
. 집창촌 성매매 종사여성들이 집창촌을 떠나 다른 일자리에 종사하는
전환비용이 사실상 그 전환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크고 성매매에
종사함으로써 이들이 획득하는 지대는 여타 산업에 종사하는 것에
비해 대단히 높기 때문에 다시 성매매에 재진입할 가능성이 큼.
ㆍ성매매의 지대는 여타 산업에 비해서 월등히 크고 많은 자본이나 기
술없이도 이 산업에 종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산업에서 지대추구 행위를 할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
는 일반인이 이 산업에 함부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음.
→ 이렇게 진입장벽이 높은 이유는 폭력조직이나 범죄조직이 그 산업
의 공급경로를 장악하고 있고, 정부의 규제가 사실상 암묵적으로 이
러한 공급경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임.(물론 규제 본연
의 목적은 성매매의 축소이나 성매매의 단속과 불법화는 이 업태에
종사하는 기존 유통경로 종사자에게 보호벽 역할을 하여줌.)
- 집창촌을 위주로 한 규제의 집행과 법의 처벌조항 강화가 발생시킬 수 있
는 가장 나쁜 시나리오
ㆍ성매매가 특정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가를 포함한 모든
지역에 산재하게 되는 경우
→ 기존 집창촌 성매매 종사자들의 재진입과 과거 진입장벽 때문에 진
입하지 못하던 신규 유통업자들이 적발이 어려운 새로운 업태로 진
입하는 경우 현재의 규제집행능력으로는 이를 관리하는 것이 사실상
더욱 어렵게 될 것임.
→ 주택가를 포함한 다양한 지역에 성매매 공급자들이 산재하게 될 경
우 수요자들의 성매매에 대한 접근성이 더 용이하게 되고 이는 과거
보다 탐색비용 등 거래비용을 축소하여 결국 수용의 증가가 이뤄지
게 하고 이는 결국 성매매의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127)
ㆍ수요자에 대한 처벌강화도 지금까지 사실상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
문에 성매매에 가담해 온 수요자들의 성매매를 축소하는 긍정적 역
할을 하는 대신 성매매에 대한 기밀유지와 적발 가능성을 낮추는 다
127) 이러한 신종 성매매 업태의 출현과 신규 성매매 종사자의 참여는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
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박란희ㆍ안준호(2005.9.21)와 김석(2005.9.20)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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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신업태의 출현을 확대할 것임.128)
→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중개와 직거래 그리고 현재까지 성매매와 연
관을 가지지 않았던 다양한 업태의 겸업형 성매매가 급속히 번지고
있음129) .
→ 성매매 규제의 강화를 회피하기 위한 원정 성매매의 증가로 인한
문제의 발생130)
→ 처벌 가능성 때문에 수요자가

성매매시장 참여를 꺼리는 것은 근

원적인 수요의 축소가 아니므로 이런 위험이 완화되는 신업태가 등
장할 경우 재진입이 이뤄질 것이므로 성매매의 축소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될 것임.
→ 규제당국이 전국의 모든 지역을 상시 감시하는 것은 그 비용상 실
질적으로 불가능하고, 간헐적인 단속은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위험이 사실상 없는 것과 같으므로 효과가 없음.
→ 거래비용이 낮은 인터넷 중개와 직거래, 출장 서비스 제공 등이 성
행하게 되면 수요자가 과거보다 용이하게 익명으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고, 업태의 익명성 강화에 기인한 공급확대가 발생할 경우 가
격이 낮아져서 성매매는 증가할 가능성이 큼.
→ 이러한 섹스 서비스 구입가격의 하락은 낮은 구매력을 가졌으나 다
양한 형태의 인터넷 음란물과 영상매체를 통한 음란물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층의 시장진입 가능성을 높일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
임.
ㆍ집창촌 유통업자에 대한 제거는 전통형 성매매 경로에 따른 거래비
용 증가로 인해서 공급축소가 가능할 수 있으나 이 유통업자들이 시
장에 중개의 단계를 줄여서 진입하거나(인터넷 중개), 중개단계를 제
거한 채 진입할 경우 공급경로상의 거래비용 축소가 이뤄져서 오히
려 성매매의 증가로 귀결될 가능성도 있음.

128) 이러한 색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행위는 희생없는 범죄(victimless crimes)인 섹스, 술, 마
약 등의 거래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마약거래가 금지되지 않았던 때
는 마리화나나 아편이 주요 거래 품목이었는데 이것이 금지된 이후에는 그 무게나 부피가 아
주 작으면서 그 약효나 강도는 대단히 강한 헤로인이나 코케인이 사용되었다. 또한 술도 금주
법이 시행된 1920년대의 밀주나 밀수된 주류의 알콜농도는 금주법이 폐기된 1933년 이후에
공급된 스카치, 위스키, 보드카 등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Miller et al(2001) pp.32를 참조할 것.
129) 이동현(2005. 7.21), “전자상거래식 성매매 성행,” 문화일보.
130) 오윤희(2005. 7. 5), “비행기타는 성매매(하),”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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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규제 강화의 다른 부작용
ㆍ성매매 금지의 강화는 거래되는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할 수 없게 되
고 이는 직접적으로 그 수요자에게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사회적인 피해가 확산될 수 있음.131)
→ 섹스 서비스의 제재강화와 불법화로 인해서 성매매 종사자들이 주
택가를 포함한 다양한 익명의 장소에 산재할 경우 이들이 스스로 성
병이나 AIDS 등의 감염을 예방하는데 나설 가능성이 작고 이는 수
요자의 매개로 성매매를 시행하지 않은 많은 사회적인 피해자들을
양산할 가능성이 있음.(사회적 비용의 증대) 132)
- 규제의 유효성 확보를 위한 대안
ㆍ전업형 성매매 업소가 집결한 집창촌 등에 대해서는 일제단속을 통
한 폐쇄조치 보다는 선별적 제재와 처벌의 부과
→ 인신매매 등을 통해서 타의로 성매매에 가담한 성매매 피해자들이
집창촌을 원할 경우 자유의사에 의해서 떠날 수 있도록 통로를 마련
하는데 주력하고 청소년을 고용한 업소에 대해서는 폐쇄와 해당업자
에 대한 처벌 등의 강력한 제재를 선별적으로 행함.
131) 이렇게 품질을 보장할 수 없는 이유는 우선 성매매에 대한 금지를 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한
광고가 이뤄지지 않음은 물론 영업장소가 발각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영업장소를 은밀하게
하고 자주 옮기게 되며 또 반복적인 구매가 보장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대개는 구매
자가 어떤 업소나 섹스 서비스 공급자에게서 이를 구입하는 것이 최상의 품질을 가질 것인지
를 인지할 수 없는 것은 물론 공급자도 자신이 반복적인 판매를 염두에 두고 영업에 종사하
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 품질을 관리할 인센티브를 가지지 않게 된다. 실제로 이런 행태는 같
은 성격이라 할 수 있는 술이나 마약에 대한 제재가 가지는 효과에 대한 분석에서도 경험적
으로 입증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Miller et al.(2001) pp.33-35을 참조할 것.
132)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그러한 성병이나 AIDS에 감염될 가능성이 결국 수요자
의 성매매 참가를 막는 역할을 강화하여 수요축소를 유도하고 또 종사자들에게도 높은 위험
의 비용을 지불하게 하므로 성매매 종사를 축소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
다. 그러나 실제로 성매매에 대한 금지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집행을 철저히 시행한다고 하지
만 어느 나라에서도 이를 완벽하게 시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
구나 그 집행의 불완전성과 성매매 종사하는 여성들의 성병과 AIDS 전염 등은 사회적으로
이런 질병이 확산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미국 네바다(Nevada)
주의 일부 카운티의 경우 성매매를 등록하고 행하는 경우 제재를 가하지 않는 대신 성매매
종사자들이 1주 1회 성병검사를 받고 1개월에 1회 AIDS검사를 받도록 하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데 9000명의 등록된 성매매 종사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AIDS 보균자가 없으며 거의
모든 종사자가 성병에 노출되어 있지도 않다. 그런데 이를 금지하고 있는 네바다 주변의 주요
도시들에서는 거의 100%에 달하는 성매매 종사자들이 성병에 감염되어 있고, 플로리다
(Florida) 주의 마이애미(Miami)에서는 구속된 성매매 여성의 19%, 뉴저지(New Jersey)주의
뉴왁(Newark)에서는 52%, 워싱턴 디시(Washington D.C.)와 뉴욕시(New York City)에서는
거의 50%가 AIDS 감염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들 도시에서의 성매매도 그 금
지규제에 따른 법집행이 이뤄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성행중이라고 보고되고 있다. Miller et
al.(2001) p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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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전업형 성매매 업소를 제외한 여타 유형의 성매매에 종사하는 거래
중개자들에 대해서는 그 경로를 면밀히 파악하여 그 공급경로의 복
잡성을 강화하는 것은 그대로 방치하고(가격상승의 유도), 그 공급경
로를 단순화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과 제재를 강화.
→ 인터넷 직거래와 중개, 원조교제, 폰팅 등 다양한 신종 거래수단에
입각한 성매매의 색출과 제재를 위한 수단 강구
→ 보도방, 직업소개소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형 성매매 유통경로에
대한 효과적인 차단책의 강구.
→ 처벌의 강도에 대해서도 최적 억제기능을 가진 형량을 설정할 수
있도록 형량 적정성을 검토해야 함.
ㆍ공급의 축소를 위한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재교육을 위한 각
종 지원과 보조는 자발적인 의사를 가장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야 하고, 성매매 수요 축소를 위한 다양한 수단이 강구되어야 하는
바, 우선적으로 가족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수단이 강구되어야 할 것
이다.
→ 자발적인 의사와 관계없는 사회격리 차원의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재교육 그리고 지원이 이뤄진다면 사회적으로 비용을 부담할
뿐 실질적인 혜택이 피해자들에게 돌아가기 어려울 것임.
→ 수요축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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