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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국가와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은 한국의 개발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협력대상국의 여건에 맞춰 정책연구·자문·연수를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2004년부터 

기획재정부(당시 재정경제부)의 지원으로 실시되어 왔다.  

2013년에는 36개의 협력대상국을 대상으로 140여 개 주제에 대한 정책자문 및 역량강화사업을 실시하였다. 

올해 신규대상국은 협력대상국의 정책수요, 성장잠재력 및 한국과의 전략적 경제파트너십 등을 고려하여 

코스타리카, 벨리즈, 중국, 러시아, 헝가리, 이집트와 같은 국가들이 선정되었다. KDI는 KSP 총괄 기관으로서 

몽골,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브라질, 코스타리카, 벨리즈, 알제리, 에티오피아,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우즈베키스탄, 헝가리, UAE 15개국의 정책자문사업을 수행하였고, 그 외 21개국은 경쟁입찰을 

통하여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였다. 

본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제안한 ‘한국 공정거래 관련 정책 경험 공유’라는 주제 하에 KDI가 수행한 

연구결과를 담고 있다. 2013년에 처음 진행된 중국 정부와의 KSP 사업은 지식재산권과 행정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반독점법 집행역량 강화와 경쟁정책에 있어서 경제분석 등 세 가지 주제에 대한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중국의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연구하였다. 

본 보고서의 발간을 앞두고, KSP에 참여하여 한국 경제발전경험의 공유를 위해 연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각계의 연구진과, 또 모든 단계에서 협조하여 주신 대상국의 협력기관 및 현지 전문가분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아울러 보고서의 중간 및 완성 단계에서 값진 조언을 해주신 검토자와 자문위원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또한 KSP 사업을 위해 헌신적으로 사업을 기획·추진하며 실무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구성원들의 노력에도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사업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견해로서, KDI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4년 8월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김 준 경

Preface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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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개요1) 

제1절 사업 추진배경 및 경과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은 1982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개도국의 주요 인사를 초청하여 

한국의 개발경험을 전수하는 국제개발연찬사업(International Development Exchange Program: 

IDEP)의 착수와, 1987년 유상원조를 담당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과 1991년 무상원조를 담당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의 설립과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2) 

하지만 사업 간 상호 연계성이 부족하였고, 협력대상국의 경제·사회 환경이나 정책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더구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에 국한된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전략적인 측면에서 경제협력관계가 필요한 국가, 즉 전략

적 경협대상국(이하 협력대상국)을 대상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상호 간

의 국익을 도모하고 공동번영과 상생을 추구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필요

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협력대상국의 여건과 정책수요를 반영하고, 국

내 기관들의 사업 간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며, 협력국과의 동반자적 관계를 기반으로 한 공동번

영을 도모하면서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개발협력사업이 모색되었다. 이러

한 노력의 일환으로 KDI에서는 2004년부터 기획재정부(당시 재정경제부)의 후원으로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을 추진해 왔다.

1)	본	글의	내용은	2010	경제협력국가와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국문보고서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성과와	과제’
및	2011	경제협력국가와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국문보고서의	 ‘2011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개요’에	기초하고	
있다.

2)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한국은	30여	년	동안	수원국인	동시에	공여국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1963년	미국국제개발청(USAID)
의	원조자금으로	개도국	연수생의	초청사업을	시작했고,	 1965년부터는	우리	정부	자금으로	개도국	훈련생	초청사업을	
실시하였으며,	1967년에는	전문가	파견이	시작되었다.	지식공유,	유상원조,	무상원조	분야에서	각각	전문	조직체계가	갖춰진	
것은	1980년대	이후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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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KSP가 한국의 경제개발경험이라는 고유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협력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되어 학술적으로도 실제 개발경험에 기초하여 새로

운 개발 패러다임을 정립하려는 노력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3) 사회주의권의 몰락 이후 사유

화, 자유화, 안정화를 근간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
는 그 정책처방을 이행한 국가들의 성과 부진과 2008년에 발생한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와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4)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의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가 교육·보건 등 인간개발(human development)에 치중하고 기반

시설(infrastructure)이나 무역 및 산업화의 중요성은 간과하고 있으므로, 인간개발과 경제성장 간

의 선순환 관계에 초점을 맞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다.5)  

KSP는 한국의 발전경험을 토대로 협력대상국의 수요와 여건에 맞춰 정책연구·자문·연수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제도 구축(institution building)과 역량 배양(capacity building)을 지원함으

로써 협력대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지식집약적 경제협력사업이다. KSP는 한국의 

발전경험을 체계화·모듈화하고, 협력대상국과의 지식공유를 통해 정책자문을 수행하며, 개도국

을 대상으로 국제기구와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한국의 선진화된 시스템을 협력대상국에 전수하는 

시스템 컨설팅 등 네 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체계화·모듈화 사업은 한국의 발전경험을 사례연구(case study) 형태로 정리하는 사업으로

서, 경제개발 5개년계획, 새마을운동 등 대표적인 정책 사례를 ‘체계화’하여 정책의 형성과정과 

성과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협력대상국이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제도, 기구, 프로젝

트 사례를 ‘모듈화’하여 정책자문에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무역분야를 예로 들

자면 수출진흥정책을 체계화하고 수출입은행의 설립을 모듈화하는 것이다. 집필방식은 정책, 제

도, 기구, 프로젝트의 논의단계로 거슬러 올라가 도입·설립 배경, 추진 체계·방법, 세부 내용 

등에 대해 기술한 후,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국제비교적인 관점에서 시사점을 도출한다. 집필과

정에서는 문헌조사 및 연구와 함께 과거 업무에 관여했던 정책담당자 및 전문가와의 인터뷰가 이

뤄진다. 

정책자문사업은 한국과 협력대상국의 관련 부처와 기관의 전·현직 정책담당자 및 전문가들

을 매칭(matching)하여 양국을 번갈아 방문하며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형태로 진행된다.6) 협력대

상국이 중소득국 이하일 경우에는 한국에서 정책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부담하지만 고소

3)	제1세대	개발	패러다임은	정부	주도의	수입대체	공업화를	주창했으나,	제2세대	개발	패러다임은	시장	주도의	자유화	노선을	
지지했다.		Lindauer	and	Pritchett(2002)은	실제	개발경험에	기초하여	제3세대	개발	패러다임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4)	워싱턴	컨센서스를	수용한	중남미,	아프리카,	동유럽	국가들이	그리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한	반면,	한국,	싱가포르,	대만,	
홍콩,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시장경제의	기반	위에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적절히	활용하여	수출지향	공업화와	
인적자원개발을	추진함으로써	고속	동반성장(rapid,	shared	growth)을	달성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Rodrik(2006),	World	
Bank(1993)	참조.

5)	MDG는	1)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2)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3)	양성평등과	여성능력	고양,	4)	유아사망률	감축,	5)	산모건강의	
증진,	 6)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7)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장,	 8)	개발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	구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성장과	인간개발	간의	선순환	관계에	대해서는	Ranis,	Stewart,	and	Ramirez(2000)	참조.

6)	정책자문사업은	2004년부터	추진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부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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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국일 경우에는 비용을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7) 

한편,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은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등 개발은행 

및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개도국에 대한 정책자문을 수행한다. 지역 또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제비교적인 시각을 반영하고 정책자문의 파급효과를 제고

하고자 하는 것이다.8)

시스템 컨설팅은 한국의 선진화된 시스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수출입은행

의 주도하에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시스템을 선별하여 이를 협력대상국에 컨설팅하고 하드웨

어 수출 및 금융지원으로 직접 연계하는 사업으로 2013년에 새로이 도입되었다. 

지식집약적 국제개발협력사업, 더 나아가 KSP에 대한 관심은 1990년대 초 이래 급증하고 있

다. 개발을 논의함에 있어 과거에 비해 이념적 요소에 대한 고려가 약화되고 자본 등 생산요소의 

이동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지식, 특히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지식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

문이다. 개발에 성공한 나라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협력대상국과의 관계 강화를 기

대하고 있고, 협력대상국도 시혜성 원조나 틀에 박힌 기술지원보다는 자국의 개발문제를 진지하

게 함께 고민하며 정책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즉, 협력대상국이 필요

로 하는 정책대안을 함께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협력대상국의 국익 창출에 이바지함으로써 공동

번영을 추구할 수 있는 장(場)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과거 자국의 개발경험을 

일방적으로 전수하거나 천편일률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협력대상국의 현지 여건에 맞춰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 협력대상국의 호응을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국익 창출에 기여

할 수 있는 경제협력의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식집약적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식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진화하

는 것이고, 지식전파국에서 지식습득국으로 일방적인 전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유되는 

것이며, 국가 간 다양한 조합의 형태로 지식이 흘러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주요 

사례로서 독일이 멕시코에 성공적으로 전수한 폐기물 관리 경험이 남남협력의 방식으로 에콰도

르에 공유된 바 있는데, 이는 나아가 주변 중남미 국가들의 고체폐기물 방지 및 관리 역량 제고

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중남미 지역의 지식공유 네트워크인 GIRESOL 형성에까지 크게 기여하

였다.9) 또 다른 사례로서 브라질의 농업연구소인 Embrapa는 자국의 사바나 지역 개발경험에 기

초하여 아프리카의 건조 지역에 적합한 농업기술을 가나, 모잠비크 등과 공유하고 있다.10) 중국

7)	KSP	 정책자문사업의	경우	협력대상국이	중소득국	이하일	경우에도	사업	추진	재원을	협력대상국에	이관하지	않고	
한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공여국의	공공	부문(중앙	또는	지방	정부,	
정부기관	및	단체	등)이	개발도상국	또는	국제기구에	공여하는	자원흐름(resource	flows)	중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를	ODA로	정의한다.	 1)	공여목적:	재원흐름의	주목적이	개도국의	경제발전	및	복지증진일	것,	 2)	공여조건:	증여율
(Grant	Element)이	0.25	이상일	것,	3)	공여대상:	DAC	수원국	명단에	속해	있는	개도국	및	본	개도국을	주요	수혜대상으로	
하는	국제기구일	것	등이다(※	증여율	=	[차관	액면가액	-	원리금	상환액의	현가(할인율:	10%)]	/	차관	액면가액).	

8)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은	2011년부터	추진되었는데,	국제기구의	문제	접근	방식이	한국과	다를	수	있고,	자문에	대한	기여도	
평가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	진행되고	있다.

9)	독일이	 1995년	멕시코에	전수한	환경관리	및	고체폐기물	처리기술	경험이	주변국에	공무원	연수	형태로	전수되었으며	
이러한	성공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중남미	주변	4개국에	연수사업이	진행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정지원	외(2011)	참조.

10)	 브라질의	Embrapa는	자국의	Cerrado	지역을	농지로	전환시킨	경험과	지식을	아프리카와	공유하고	있다.	아프리카는	전	
세계에서	잠재적으로	가용하지만	현재	경작되고	있지	않은	토지의	60%에	해당되는	6억	헥타르를	보유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Morris	et	al.(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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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자국의 농촌개발경험을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국가들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방글라데시의 마이크로 파이낸스11)나 중남미의 조건부 현금이전(conditional cash transfer)12)은 개

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식이 파급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자국 스스로 개발문제를 고민해야 하는 신흥 강국이 다수 포함된 G20이 출범함에 따라 

기존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중심의 원조공여국 관

점에서 본 개발 논의에서 벗어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13) 특히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을 중심

으로 개발과 관련된 지식공유와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

므로 앞으로 KSP에 대한 수요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한국은 2010년 G20 정상

회의 의장국으로서 성장 중심의 개발의제 도입을 주도하고, 서울 G20 개발 컨센서스의 9대 핵

심요소(pillar) 중 하나를 지식공유(knowledge sharing)로 설정하여 광범위한 지지를 확보한 바 있

다.14)

11)	 미국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빈곤층에	대한	금융	접근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방안으로서	방글라데시	그라민은행
(Grameen	Bank)의	마이크로	파이낸스	사례를	소개한	바	있다.	그라민은행의	설립자인	유누스는	마이크로	파이낸스를	
통해	빈곤	감축에	기여한	공로로	2006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Yunus(2003)	참조.

12)	 뉴욕의	Opportunity	New	York	City	Family	Rewards	Program은	조건부	현금이전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Fiszbein	et	
al.(2009)	참조.

13)	 원조	중심의	G8과	성장	중심의	G20	개발의제의	차이에	대해서는	Kharas(2010)	참조.	1990년만	해도	전	세계	빈곤인구의	
93%가	저소득국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원조	중심의	빈곤	감축	논의가	진행된	측면도	있다.	 하지만	중국·인도	등	
후발개도국이	중소득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2007~08년에는	전	세계	빈곤인구의	72%가	중소득국에	거주하게	되었고,	이들	
나라에서는	원조보다는	지식공유,	무역,	투자	중심의	논의를	선호하고	있다.	Sumner(2010)	참조.

14)	 서울	컨센서스의	9대	핵심요소는	기반시설(infrastructure),	인적자원개발,	무역,	민간투자와	고용창출,	복원력	있는	성장
(growth	with	 resilience),	국내	재원	동원,	식량안보,	금융소외계층	포용,	지식공유이다.	G20	개발의제의	개념과	세부	
내용은	Winters,	Lim,	Hanmer,	and	Augustin(2010)	참조.

<표 1> KSP 국가정책자문사업 추진 실적

(단위:	억원)

연도 국가 수 신규 사업 계속·후속 사업 예산

2004 2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 10

2005 2 인도네시아,	터키 - 10

2006 4 알제리,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8

2007 5 쿠웨이트,	아제르바이잔,	가나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15

2008 8
오만,	도미니카(공),	
우크라이나,	모잠비크

베트남,	아제르바이잔,	알제리,	터키 25

2009 10 리비아,	카자흐스탄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도미니카(공),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알제리,	가나

50

2010 15 UAE,	사우디아라비아,	몽골,	
페루,	DR콩고,	라오스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쿠웨이트,	카자흐스탄,	가나,	아제르바이잔,
도미니카(공)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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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해 온 것처럼, KSP는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총 39개국 460여 개 세부 주제에 대한 자

문을 수행하였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0년부터는 KSP의 정책자문사업 협력대상국 수

가 15개국에서 26개국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2013년에는 36개국을 대상으로 140여 개 주제에 대

한 정책자문사업 및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는데, KDI가 총괄 기관으로서 15개국을 직접 담당하

고, 그 외 21개국을 대상으로 한 국가정책자문사업은 경쟁 입찰을 통해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였

다. 2013년 사업 입찰을 통해 선정된 외부기관이 수행 중인 사업의 협력대상국 및 사업수행기관

은 다음 <표 2>와 같다. 특히, 금년부터 도입된 정책자문관파견제도는 협력대상국의 요청에 따라 

주제 관련 전문가를 파견하여 현지의 수요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자문을 수행하는 것으로, 올해는 

가봉 및 베트남에서 진행되었다.   

<표 1>의 계속

(단위:	억원)

연도 국가 수 신규 사업 계속·후속 사업 예산

2011 26

가봉,	남아공,	미얀마,	
브라질,	볼리비아,	스리랑카,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온두라스,	적도기니,	
탄자니아,	파나마,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페루,	가나,	도미니카(공),	라오스,	알제리,	
카자흐스탄,	UAE,	사우디아라비아

100

2012 33
루마니아,	멕시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콜롬비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알제리,	
우즈베키스탄,	몽골,	사우디아라비아,
UAE,	오만,	터키,	베트남,	브라질,	가나,	에콰도르,	
페루,	리비아,	미얀마,	도미니카(공),	라오스,
에티오피아,	온두라스,	카자흐스탄,	
탄자니아,	파나마,	필리핀,	
남아공,	가봉,	적도기니,	스리랑카

170

2013 36
코스타리카,	중국,	이집트,	
벨리즈,	러시아,	헝가리

스리랑카,	몽골,	미얀마,	인도네시아,	알제리,	
에티오피아,	브라질,	온두라스,	사우디아라비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쿠웨이트,	DR	콩고,	
볼리비아,	가봉,	라오스,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가나,	멕시코,	에콰도르,	콜롬비아,	페루,	루마니아,	
카자흐스탄,	터키,	도미니카(공),	이집트,	탄자니아,	
UAE

168

주:	중점지원사업은	밑줄로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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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13년 KSP 정책자문사업 외부 사업수행기관

협력대상국 사업수행기관

스리랑카
(사)국제경제연구원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라오스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온두라스
㈜한국IT컨설팅
중소기업연구원

멕시코
한반도발전연구원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

도미니카공화국 (사)미래와세계

카자흐스탄
(사)한국개발전략연구소

신용보증기금

페루 산업연구원

에콰도르 산업연구원

가봉 산업연구원

방글라데시
(사)국제경제연구소
한국채권연구소㈜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볼리비아 한국행정연구원

가나
삼정KPMG	경제연구원㈜

신용보증기금

루마니아 한국전문가컨설팅그룹(유)

인도네시아
삼정KPMG	경제연구원㈜
글로벌개발연구원㈜

베트남 한국자산관리공사

DR콩고 (사)한국개발전략연구소

러시아 국민대학교	유라시아연구소

콜롬비아 (사)글로벌경영전략연구원

미얀마

한국은행
한국금융연구원
금융감독원

국토연구원

터키 (사)한국개발전략연구소

이집트
(사)한반도발전연구원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탄자니아 예금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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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P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한국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정책자문을 제공하여 협력대

상국의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관계를 심

화하는 데에 이바지하여 새로운 국익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공동번영을 추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경우 20세기 중반 제국주의의 지배에서 벗어나 비교적 최

근, 단기간 내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성과에 기초하여 정책자문을 함으로써 협력대상국의 신

뢰를 얻을 수 있다.15) 산업혁명과 정치발전이 100여 년 전에 이루어진 선진국이나 실제 성과를 이

룬 정책경험이 없이 자문을 제공하는 컨설팅회사와는 신뢰도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KSP는 기존의 ODA 사업과는 달리 OECD 및 G20 회원국, 자원부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식집약적 양자 간 경제협력사업이다.16) 상기 사업의 결과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인적자원 및 사회·보건 분야 개발은 KOICA와, 기반시설의 건설은 EDCF와 유기적으로 연결

하여 지원하는 것이 개발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된다. 

제2절 사업 목적과 특성

KSP는 국내외 민·관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협력대상국의 경제·사회 환경과 정책수요에 대

한 종합적인 연구와 자문 및 연수를 수행하여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

다. 첫째, 협력대상국 경제정책의 개발, 집행 및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지원하고 사업의 

결과를 유·무상 원조사업 등과 연계함으로써 협력대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체계적이고 지속

적으로 지원한다. 둘째, 정부의 대외정책, 기업의 세계화 전략 그리고 국내 기관의 국제협력사업

과 연계시켜서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제고한다. 셋째,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협력대상국

과의 관계를 심화함으로써 새로운 국익 창출의 기회를 마련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공동번영에 기

여한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개발협력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KSP처럼 새로운 형태의 ‘경

제협력사업’으로 실제 경험에 기초한 맞춤형 정책연구·자문·연수를 통해 제도 구축과 역량 배

양을 체계적으로 추구하는 사업은 드물다. 대다수의 국가나 국제기구에서 추진하는 지식집약적 

개발협력사업은 크게 전문가 파견, 초청 연수, 정책대화로 나뉜다. 전문가 파견을 통해 일정 기

간 개도국 현지에서 실태 조사를 실시한 후 권고안을 도출하여 현지 정부에 자문 보고서를 제출

하는 것으로 사업을 종료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식으로는 정책 권고안에 대한 현지 정부의 주

인의식(ownership)을 함양하고 권고안을 실제로 이행할 역량을 배양하는 데 한계가 있다. 개도국

의 사절단을 선진국으로 초청하여 산업시찰과 유관 기관 방문을 실시하는 경우 개도국의 정책 담

당자와 전문가의 인식을 전환하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이들이 자국으로 귀국하여 구체적

인 행동을 취하지 않는 한 제도 구축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미미하다. 양자 또는 다자간 정책대화

의 경우 정책담당자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와 네트워크 구축을 원활하게 하지만, 실질적인 성과

15)	 한국의	발전경험에	대해서는	SaKong	and	Koh(2010)	참조.
16)	 ODA	통계	작성을	목적으로	OECD-DAC의	정의에	따라,	KSP의	일부	사업을	ODA에	계상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다.	
그러나	KSP는	ODA	대상국	이외	협력대상국과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여율이라는	측면에서도	앞서	언급한	일부	
국가에	대해	비용분담원칙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KSP	전체를	놓고	볼	때	‘원조’라고	정의하는	것보다는	‘경제협력’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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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여전히 중장기적 과제로 남는다는 한계가 있다.17) 즉, 세 방법 모두 일회성 사업의 한계를 벗

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반면, KSP의 경우 ‘제도 구축’과 ‘역량 배양’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한 후 한국과 협력대상

국의 정책담당자와 전문가가 매칭되어 수차례 양국을 오가며 실태를 파악하고, 상호 발표 및 의

견 교환을 통해 자문 보고서를 공동 집필하기 때문에 정책 권고안이 실제로 이행될 가능성이 훨

씬 높다. KSP가 유·무상 원조사업과 연계될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또한 KSP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협력대상국의 요청에 따라 기획·구성된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문 주제가 중소기업정책이라면 이에 관련된 정책지식과 법·제도를 공유하고 중소

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 클러스터를, 에너지 효율 제고라면 에너지관리공단을, 혁신정책이라면 

한국과학기술원(KIST)과 대덕 연구개발특구(이노폴리스) 등을 사절단이 방문하도록 함으로써 

사절단 스스로 자국의 제도 구축과 역량 배양의 중요성을 느끼고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도

록 지원하고 있다. 이는 한국과 협력대상국에서 해당 주제와 관련된 부처 및 기관의 정책담당자

와 전문가들이 KSP 사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게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KSP 사업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협력대상국의 개발문제를 해

결하기 위하여 한국의 개발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현지 여건에 맞춰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

하는 ‘정책 중심의 자문사업’이라는 점이다. 이를 위해 과거에 정책을 입안했던 고위 정책담당자

와 이를 자문한 경험이 있는 연구자, 그리고 공공 및 민간 기관의 전문가들이 사업에 참여한다. 

둘째, KSP 사업은 협력대상국의 개발전략, 고위 정책담당자의 주요 관심사 등 협력대상국의 정

책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요 중심의 맞춤형 사업’이다. 자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실

질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협력대상국의 고위 정책담당자와 현지 전문가들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수요를 반영하고 실질적인 지식의 공유가 이뤄지도록 한다. 셋째, 분야별 연구, 자

문, 연수 등을 통해 협력대상국의 정책 수립 및 이행 능력을 제고하는 ‘역량 배양 사업’이다. 특히 

협력대상국의 정책담당자 및 전문가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정책권고안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부

처 및 기관을 방문하게 함으로써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고 중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넷째, 

협력대상국의 정책과제에 대한 권고안을 도출한 후 다양한 협력수단을 동원하여 이의 실현을 모

색하는 ‘종합적인 개발협력사업’이다. 단순히 정책의 기본방향이나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대안을 권고하고 여타 개발협력사업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자 한다. 

다섯째, 대상국의 요청에 따른 계속사업을 적극 수용하고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며, ODA 대상국 

외에 대외정책상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를 협력대상국으로 포함하는 ‘유연한 사업’이다.

이와 같은 사업 특성을 감안하여 KSP는 크게 다섯 가지의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진행된다. 첫

째, 협력대상국의 경제사회개발계획 또는 빈곤감축전략문서(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PRSP)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고위 인사 및 전문가의 현지조사를 통해 수요 중심의 맞춤형 사

업(demand-oriented customized project)을 기획한다. 둘째, 협력대상국의 관련 정책과 여타 개

발협력사업과의 연관성을 고려한 통합적 접근법(integrated approach)을 따른다. 셋째, 대상국

의 정치·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기획, 집행, 사후관리까지 지원하는 종합적 프로그램

17)	 OECD처럼	일정한	목표에	동의하는	기구의	경우	회원국들	간	동료	검토(peer	review)나	상호	평가(mutual	assessment)를	
실시한	후	그	결과물을	제도개혁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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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rehensive program)을 구성한다. 넷째, 정부 및 민간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과 연

계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한다. 마지막

으로 민·관·학의 다양한 전문가들을 활용하고, 사업 결과가 현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노력을 기울이며, 연구활동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고위급 채널을 포함한 개도

국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처럼 KSP는 정책자문을 중심으로 한 지식집약적 개발협력사업으로서, 단순한 정책 권고를 

넘어 협력대상국의 정책 수립과 법·제도 구축 및 기관 설립을 지원함으로써 협력대상국의 개발

역량 배양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KSP 실시과정에서 발굴된 사업을 여타 

개발협력사업과 연계하여 정책자문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베트남의 경우 2009년과 2010년에 공항 및 항만 현대화 전략을 정책자문하였고,  

‘베트남 2020 경제사회발전전략’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되었다. 또한 2004년 KSP 사업으로 수출

금융정책과 베트남 수출입은행 설립방안에 대한 정책연구와 자문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2006년 

5월 ‘베트남개발은행(Vietnam Development Bank)’이 설립되었다. 

또한 도미니카공화국의 경우 2009년 KSP 자문주제였던 수출진흥 기반시설과 전력체계 개

선이 EDCF를 통해 도미니카공화국의 통합세관업무시스템 구축 지원으로 연계된 사례가 있

다. 2013년 미얀마 KSP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던 미얀마개발연구원(Myanmanr Development 
Institute: MDI) 설립을 위한 정책자문은 KOICA 무상협력의 자금 지원 하에 MDI 설립으로 연

계될 예정이다. 

이처럼 KSP는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인 경제협력의 기회를 제공함에 따라 협력대상국과의 

공동번영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단순히 정책 권고안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

고, EDCF 차관이나 KOICA 무상협력 및 기술협력 등 여타 국제개발협력사업과의 연계를 강화

함으로써 협력대상국의 개발과 관련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것을 추구한다. 다만, 협력대

상국 정부와 신뢰가 미처 쌓이기 전에 상업성이 짙은 경협사업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KSP의 효과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제3절 사업 추진체계와 주체 및 역할

기획재정부는 KSP 사업의 주무부처로 사업 운용·관리 및 감독을 수행하며, 사업 총괄집행

기관인 KDI는 국가정책자문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사업 총괄 및 사업 관련 집행업무 전반, 예산

집행 보고 및 사후 결과 보고서 제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기획재정부와 KDI는 대외정책과의 

부합성, 경제협력의 잠재력, 현지의 협력도 등을 고려하여 협력대상국을 선정하고 사업 진행을 

감독한다. 그 외에 한국수출입은행, KDI 국제정책대학원은 국제기구와의 공동사업, KSP 모듈

화 사업, 시스템 컨설팅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KDI는 2004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국가정책자문사업의 총괄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

며, KDI 국제정책대학원과 수출입은행이 2011년부터 KSP 모듈화 사업, 국제기구 공동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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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수주하여 진행 중에 있다. 2013년부터 새로이 도입된 시스템 컨설팅 사업 역시 수출입은행

이 시행하고 있다. 

정책자문사업의 경우 총괄기관인 KDI 국제개발협력센터와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협

의하여 KSP 연구·자문·연수 사업을 기획하고 세부 지침 등을 마련한다. 또한 정책자문사업 

중 상당 부분은 직접 담당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입찰 등을 통해 외주 기관을 선정

한다. KDI와 외주 기관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별 각 1명의 기획·조정 책임자

(Program Manager: 원내 PM)와 사업관리자(Program Officer: PO)를 배정하여 정책자문팀을 조

직·운영한다. 기획·조정 책임자(원내 PM)는 사업수행기관을 대표하여 국별 정책자문 주제 확

정, 정책자문팀 선정, 세부 연구·자문·연수 프로그램 조정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사업

관리자는 한국과 협력대상국의 정책담당자 및 전문가와 긴밀히 협의하여 정책자문사업이 원활하

게 진행되도록 관리한다. 

국별 정책자문팀은 기획조정자와 사업관리자 외에 연구책임자(Project Manager: PM)를 

포함한 연구진, 정책 입안 또는 자문 경험이 있는 고위 인사(수석 고문), 현지 전문가(Local 
Consultant)로 구성된다. PM을 포함한 연구진은 정책자문의 세부주제 수에 맞춰 통상 3∼6인으

로 구성된다. 현지 전문가도 기본적으로 세부주제 수에 맞춰 선정된다.

연구책임자(PM)는 본인이 맡은 세부주제에 관한 연구·자문을 수행하면서 연구진의 업무를 

조정·관리하고, 협력대상국의 정책담당자와 사업내용을 조율하고 최종적으로 정책권고안을 설

명하는 역할을 맡는다. PM은 연구·자문 사업을 이끌며 협력대상국의 고위 정책담당자와 정책

대화가 가능하도록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 그리고 국제적 감각을 갖춘 인사가 맡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KDI 등 사업수행기관은 국별 정책자문팀을 구성함에 있어 1) 전문성, 2) 성실성, 3) 
대내외 위상 등을 고려하여 PM을 선정한다. PM의 자격요건은 개발협력, 국제협력, 대상국 또

는 자문주제와 관련된 분야의 박사급 학위 소지자로서, 15년 이상 연구, 자문 또는 업무 경험이 

있고 연구·자문에 필요한 영어 또는 기타 언어를 구사하며 국제적인 활동 경험, 책임감, 추진력 

등을 갖춘 인사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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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은 국별 사업과 관련된 세부실태조사, 정책자문보고서 작성, 자문활동 등을 맡고, 세미

나와 워크숍 등에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여한다. 기본적으로 연구진은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연구·자문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연구진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연구·자문을 이끄

는 PM의 의견을 기본적으로 존중하되 기획재정부와 KDI가 의견을 조율한다.

KSP 정책자문사업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정절차에 입각하여 고위 인사를 수석 고문으로 영

입하여 정책자문 내용의 신뢰성과 협력대상국 고위 정책담당자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을 

<표 3> KSP 사업 추진체계

연도 사업요소 사업 수주 및 추진 주체

2004 정책자문(베트남,	우즈베키스탄) KDI	(※	IDEP에서	담당)

2005 정책자문(터키,	인도네시아)
KDI	국제정책대학원	 (※	KDI의	조직	개편으로	 IDEP를	
대학원으로	이관)

2006

정책자문(알제리,	캄보디아) KDI	국제정책대학원	

자문·연수(베트남,	인도네시아)
수출입은행,	인도네시아는	KDI	국제정책대학원,	기재부,	
한국거래소	자체	예산	사용

2007

경제발전경험	체계화
정책자문(쿠웨이트,	아제르바이잔,	가나)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일괄	수주	후	
KDI로	이관

타당성	조사(우즈베키스탄) KIEP

자문·연수(베트남)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2008

경제발전경험	체계화
정책자문(아프리카	지역	외)

KDI

정책자문(아프리카	지역) KDS

자문·연수(베트남)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2009

경제발전경험	체계화
정책자문(아프리카	지역	외)

KDI	(※	국제개발협력센터	출범)

정책자문(아프리카	지역) KDS

2010
~11

경제발전경험	모듈화
정책자문	

KDI에서	일괄	수주	후	정책자문사업	일부에	대해	외주
입찰	실시

2011
~12

경제발전경험	모듈화 KDI	국제정책대학원	(※	교재	개발	등	고려)	

정책자문 KDI에서	수주	후	일부	외주	입찰	실시

국제기구와의	공동	컨설팅 수출입은행	(※	국제기구	파견	등	고려)

2013

경제발전경험	모듈화 KDI	국제정책대학원	(※	교재	개발	등	고려)	

정책자문 KDI에서	수주	후	일부	외주	입찰	실시

국제기구와의	공동	컨설팅 수출입은행	(※	국제기구	파견	등	고려)

시스템	컨설팅 수출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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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으로 한다. 수석 고문은 전직 1급 이상 행정관료, 전직 대사, 전·현직 기관장, 국제기구 국

장급 이상 인사로서 그 역할은 크게 세 가지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첫째, 수석 고문이 국별 정

책자문팀의 PM을 겸임하는 경우 수석 고문은 일반적인 PM과 마찬가지로 세부주제에 관한 연

구·자문을 수행하면서 연구진의 업무를 조정·관리하고, 협력대상국의 정책담당자와 사업내용

을 조율하고 최종적으로 정책권고안을 설명하는 역할을 맡는다. 둘째, 수석 고문이 PM은 아니

지만 적극적인 고문 역할을 맡는 경우 수석 고문은 KSP 사업기간 중 고위급 정책대화에 참여하

고 연구진에 주기적으로 사업 관련 조언을 하며 최종 단계에서 수석고문 활동자문보고서를 제출

한다. 셋째, 정책자문팀의 협력대상국 현지 방문 시 수석 고문이 사절단의 단장 역할을 수행하며 

기조연설 등의 발표자료를 준비한다. KDI 등 사업수행기관이 국별 정책자문팀을 구성함에 있어 

수석 고문은 PM과 마찬가지로 1) 전문성, 2) 성실성, 3) 대내외 위상 등을 고려한다. 사업총괄기

관이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석 고문을 기획재정부에 추천하면, 기획재정부는 이를 

검토한 후 사업총괄기관과 협의하여 최종 확정한다. 

한편, 현지 전문가는 현지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자문보고서의 공저자로 집필에 참

여하기도 한다. KSP가 한국의 개발경험을 일방적으로 전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협력대상국의 

현지 여건에 맞춰 정책자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지 정책담당자 및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이

다. KSP 사업 초기에는 예산 제약으로 인해 현지 전문가의 참여가 제한적이었으나, 2008년부터

는 현지 전문가의 참여가 본격화되었고 2009년에 들어서는 그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다. 예를 들

어 국가 기술 및 국가 혁신모델 개발을 주제로 한 2008년 터키 KSP 사업에는 터키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한국의 연구진과 보고서를 공동 집필하였고, 2009년 베트남 중점지원사업의 경우에도 

다수의 베트남 전문가들이 공동 집필에 참여하였다. 현지 전문가의 참여 범위는 자문 주제와 현

지 전문가의 역량 및 협력 의지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관 기관들

과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수출입은행 및 KOTRA와 협력하여 국별 현황에 대한 기초조

사를 실시하고, 현지 사무소를 통해 현지 정보 및 활동의 지원을 확보한다. 세계은행, IMF 등 국

제기구의 현지 사무소와의 교류를 통해 KSP 사업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취득함과 동시에 국제적 

인지도를 제고함으로써 관련 인사의 참여를 유도한다. 해외공관과 KOICA의 현지 사무소를 통

해 현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기술협력사업과의 중복 및 연계 여부를 검토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그 밖에 국내 민간기관(기업, 단체, NGO)이 실시하거나 계획 중

인 사업과의 연계를 검토하고, 해외에 진출한 민간기업(지사, 상사 등)과도 협력하여 사업을 추

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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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사업 내용과 유형 및 진행단계

가. 사업 내용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연구(Policy Research)’에서는 

협력대상국의 종합적인 경제 현황과 정책과제 분석 및 연구와 사례조사, 정책권고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보고회 등을 수행한다. 둘째, ‘정책자문(Policy Consultation)’에서는 사업 결과의 적

극적인 활용 및 정책입안 가능성의 제고, 한국의 개발경험에 대한 현지 수요 충족 등을 위하여 

고위인사 및 관계기관 책임자들과 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 대안을 개발한다. 셋째, ‘정책

실무자들의 역량 배양(Capacity Building)’에서는 사업 결과의 활용도, 인적네트워크, 한국에 대한 

이해도 등을 제고하기 위해 협력대상국 정책담당자 및 전문가를 초청하여 연구 결과 논의 및 여

타 한국의 개발경험 강의, 관련 부처 및 기관 방문 등의 연수를 실시한다. 넷째, ‘사업 결과 전파

(Dissemination)’에서는 협력대상국, 국제기구 및 국내 관련 기관의 민·관 인사를 대상으로 정책

자문 결과를 공유하는 전파세미나를 협력대상국과 국내에서 개최한다.

나. 사업 유형

KSP 정책자문사업을 투입 예산 규모 및 전략적 중요성을 기준으로 분류할 때에는 중점지원

사업과 일반지원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점지원사업은 협력대상국의 경제정책 전반에 걸친 

포괄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구상되어 2009년에 최초로 도입되었다. 베트남 KSP는 2009년
에 ‘한국과 함께하는 경제발전’이라는 주제로 중점지원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국가브랜드위원회

에서 2009년 3월 베트남 KSP 사업을 10대 국가브랜드 과제 중 하나로 채택하였다. 

[그림 1] KSP 정책자문사업의 협력 체계도: KDI가 사업수행기관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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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지원사업은 ‘선택과 집중’에 의거하여 사업의 성과 및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전략국가

를 선별하여 이루어지며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컨설팅을 실시한다. 따라서 일반지원사

업의 경우 2~3개의 세부과제를 대상으로 3~4명의 연구진이 정책자문을 수행하는 반면, 중점지

원사업은 4~5개 정책분야에 대하여 5~7명의 연구진이 포괄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중점

지원사업에서는 협력대상국의 고위정책결정자를 대상으로 한국에서 실시하는 정책수요세미나가 

사업단계에 추가되어 정책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사업성과 제고를 도모한다.

결산은 해마다 실시하지만, 중점지원사업의 수행기간은 2+1년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 1차연

도에는 정책 연구 및 자문을 진행하고, 2차연도에는 1차연도에 제시한 권고안을 실현하기 위한 

법·제도의 도입 및 기관 설립, 정책담당자의 역량 배양, 추가 연구·자문에 주력한다. 1차연도

에 다루지 않은 새로운 주제에 대한 연구·자문도 가능하다. 사업 3차연도에는 2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후속 사업이나 KOICA, EDCF 등 연계사업의 추진 여부를 검토한다. 

중점지원사업을 통한 포괄적 컨설팅은 협력대상국의 여러 경제정책 분야를 다룬다는 점에

서 그 잠재적 영향력이 크지만, 수행기간 동안 정권 또는 정책담당자가 바뀔 경우 지속성에 문제

가 있을 수 있고, 자문 분야가 다방면으로 분산되어 초점이 결여될 수 있으며, 다수의 관련 부처 

및 기관 간의 조율 비용이 상당히 소요될 수 있다. 협력대상국의 정책분야별 수요가 명확하고 중

장기 경제발전계획과 연계 가능하며 현지 관련 부처 및 기관 간의 조율 역량이 상당히 있지 않는 

한,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성과가 제한적일 우려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협력대상국의 정책수요

가 불분명한 분야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정책자문보다는 협력대상국의 실제 수요를 확인하여 주

제를 선정하고, 조율 비용 대비 편익을 고려하여 정책자문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중점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현지 총괄 협력기관의 전문성과 조율능력이 중요하며, 중점

지원사업의 주목적은 현지 총괄 협력기관의 역량 배양보다는 협력대상국에 대한 정책자문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 

다. 사업 진행단계

KSP 정책자문사업은 사업 예산이 편성되기 전 해에 실시되는 협력대상 후보국 선정 작업과 

함께 시작된다. KDI에서는 2008년부터 협력대상 후보국의 (1) 발전잠재력, 정부의 사업역량, 동

반관계 등을 반영하는 정량적 변수로 구성된 국별·연도별 지수인 KSP index18)와 (2) 정책수요

와 협력의지 및 관심도, 사업의 연속성, 대외전략상의 중요성 등 정성적 평가를 함께 고려하여 

서면수요조사 대상국을 체계적으로 선정해 왔다. 

이와 같이 협력대상 후보국을 2배수로 선정한 후 외교 공관의 협조를 받아 약 1개월간 서면수

요조사를 실시한다. 후보국의 정부 부처가 제출한 서면수요조사서상에 KSP에 대한 수요 및 정책 

우선순위가 포함되며, 내용의 충실성과 해당국의 전략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협력대상국

을 선정한다. 이때 주제 선정에 있어 한국의 비교우위 분야를 강요하기보다는 협력대상국이 제시

18)	 KSP	index는	후보국	선정기준을	정하여	각	기준별로	개별	지표를	구하고,	일정한	분류체계에	맞추어	각	개별	지표에	대한	
표준화된	점수와	순위를	가중치로	합산한	국별·연도별	지수로,	지역별로	협력대상후보국의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정략적	
기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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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제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 KSP 주제 조율 작업과는 별도로 협력대

상국에 대한 배경지식 확보를 위한 문헌조사도 이뤄진다. 

이처럼 협력대상 후보국 선정, 서면수요조사, 협력대상국 선정, 사전수요조사(주제의 조율·

구체화 및 문헌조사) 단계가 완료되면 국별 정책자문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총괄기관은 중

점지원사업처럼 중요도가 높거나 정형화되기 어려운 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나머지 사업은 경쟁

입찰 등을 통해 외부에 위탁한다.

KSP 사업은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8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책수요세미나는 중점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협력대상국의 수요에 따라 필요시 실시한다.   

[그림 2]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의 추진 단계**

1. 사업 기획 및 
  준비

2. 수요조사 및 
   세부실태조사

3. 정책수요 세미나*

1차 점검회의

7. 최종보고회 및
   고위정책대화

8. 국내 전파세미나
   및 사업 평가

2차 점검회의

4. 추가세부실태조사
   및 현지보고회

5. 중간보고회 및
  정책실무자 연수

6. 역량강화연수

3차 점검회의

주:	 *	중점지원사업의	경우	협력대상국의	수요에	따라	‘정책수요세미나’를	추가	실시함.
	 **	 	단계는	국내,	 	단계는	협력대상국에서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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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의 진행 단계

단 계 진 행  절 차

KSP	중기운용계획	수립 ●	KSP	중기운용계획	수립
	 -					개선방향	및	비전·운용	방향	정립,	지역별·국가별	추진전략	수립	등



사업
준비

(전년도	
2/4분기
부터	기획
재정부·
KDI	추진)	

협력후보대상국	
선정

●	국가선정	체계화지표(KSP	 Index)를	통한	정량적	평가와	한국과의	
경제협력	수요,	정치·외교적	고려,	KSP를	통한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한	정성적	평가를	동시에	실시하여	협력후보대상국을	선정

●	KSP	 추진협의회에서	후보대상국의	적절성	등에	대해	관계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협력후보대상국	선정(약	2배수)

	 -			KSP	추진협의회	의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국별	현황조사

●	문헌조사를	통해	국가	일반사항,	정치·경제동향,	경제정책	등	협력	
대상후보국	현황	조사

	 -			문제	국가·타	부처	지원국가	등을	제외하고	정상외교·후속사업	
필요	국가를	추가하여	수요조사	대상	국가를	선정



서면	수요조사

●	외교	공관의	협조를	받아	후보대상국	경제	및	국제협력	담당	부처를	
통해	KSP에	대한	수요	및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	

●	 협력후보대상국	정부는	서면수요조사서	제출	시	 사업요청서한을	
동시에	제출하기도	함.



최종	협력대상국
선정

●	서면수요조사서를	기초로	한국의	발전경험	공유를	통해	대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대상국을	 국내	 관계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선정	후	해당	대사관에	통보



용역	계약
●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총괄기관	선정

●	사업총괄기관은	선정된	즉시	사업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준비	착수



사전협의
(필요시)

●	서면수요조사서(차년도	사업)를	바탕으로	잠재	협력대상기관과	정책	
우선순위,	협력방안	등	논의



연구주제	및	연구진	
선정,	계약	추진

●	국별	서면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잠정적인	연구	주제	및	한국	측	
정책자문팀(PM,	수석고문,	연구진,	소관부처)	등	선정/계약

●	협력대상국	현지	방문을	앞두고	질의서	송부,	현지	전문가	추천	요청,	
한국	측	전문가	간담회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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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의 계속

단 계 진 행  절 차



사업	
수행

수요	조사	및	
세부실태조사

●	협력대상국	고위인사	면담	등을	통하여	연구주제	확정,	연구주제	관련	
현지상황	조사,	공동연구를	위한	현지전문가	인터뷰	및	선정



MOU	체결 ●	사업의	목적,	주요	내용,	역할	분담	등을	명시하는	양국	간	MOU	체결

TOR	체결
●	선정된	현지	전문가와의	공동연구를	위해	해당	연구주제	내	역할	분담	
등을	명시하고	있는	TOR1)	체결



1차	점검회의
(추가세부실태조사	
이후	실시	가능)

●	세부실태조사	이후	연구진	선정,	주제	선정,	협력기관	선정,	연구의	
방향	등이	적절한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점검회의	실시



정책수요세미나
●	협력대상국의	 정책결정자와	 현지전문가가	 한국을	 방문하여,	
자문주제별로	협력대상국의	현황과	한국의	경험을	비교적	관점에서	
논의



추가	세부실태조사
및	현지보고회

●	연구진이	 현지를	 방문하여	 진행해온	 연구내용을	 발표하여	 현지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고,	추후	발전방향	등을	논의하며,	추가로	필요한	
현지	조사	실시



중간보고서	제출
●	주어진	기한까지	진행	현황,	중간	연구결과	및	사후	계획	등을	포함한	
국문	중간보고서	제출



2차	점검회의	및	
중간보고회	발표자료	

제출

●	2차	점검회의용으로	중간보고회용	발표자료	제출(필요시	중간보고서	
최신본	제출)	

●	중간보고회	실시	 2주	전,	중간보고회	계획	및	구성,	전체	일정	및	
보고회	시	발표할	내용	등을	발표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



중간보고회	
●	협력대상국의	관계자를	국내로	초청하여	연구	중간결과	및	정책	
권고안을	발표하고	토론

정책실무자연수
●	협력대상국	공무원이	주제	관련	주요	정부부처·연구소·기업	등을	
방문하여	관련	주제의	구체화된	실물	경험을	공유



역량강화연수2) ●	현지	공무원,	연구원	또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정책제안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노하우,	운영방안	등을	교육	또는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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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중점지원사업의	경우	협력대상국의	수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역량강화연수’를	추가	실시함.
	 2)			현지전문가	보고서의	경우	TOR에	명시된	계약기간	및	분량에	맞춰	현지전문가가	제출(통상	2회(중간	및	최종)	제출,	현지전문가의	최종보고

서는	중간보고회	이전	제출이	이상적),	기간	및	분량,	중간보고서의	제출일은	사업	운영에	따라	조정	가능함.

[그림 3]의 계속

단 계 진 행  절 차



	사업	

최종보고서	초안
(금차최종보고서)

●	 3차	점검회의용으로	국·영문	최종보고서	초안(계약서상	금차최종	
보고서)	제출

수행

●	3차	점검회의용으로	국·영문	최종보고서	초안	및	최종보고회용	발표	
자료	제출

●	필요시	2차	점검회의	후속조치	비교표	제출

●	최종보고회	실시	2주	전,	최종보고회	계획	및	구성,	전체	일정	및	2
차	점검회의	후속	조치	사항,	최종	연구	및	자문내용	등을	발표하고	
전문가의견	수렴



고위정책대화
●	한국의	수석고문을	단장으로	한	사절단이	협력대상국을	방문하여,	
현지	고위	인사(정책	결정자,	장·차관급)를	접견하여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정책자문

최종보고회	
●	현지에서	정책담당자,	연구소,	기업체	등	관련	인사를	초청하여	연구	
결과	및	정책권고안을	공유하고	전파,	현지	의견	수렴	후	보고서에	
반영



사업	
마무리	및	
평가

최종보고서	제출

●	사업수행기관은	주어진	기한까지	최종보고회	논의	내용	등을	반영한	
최종보고서	및	사업종료보고서를	사업총괄기관을	통해	기획재정부	
제출

●	필요시	3차	점검회의	후속조치	비교표	제출
●	수석고문	활동보고서	제출	



최종보고서	검토,	
출판	및	배포

●	 보고서의	 질적	 관리를	 위해	 주제별	 전문가를	 사업총괄기관에서	
섭외하여	익명의	검토	과정을	실시,	필요시	저자는	보고서	수정·보완

●	국·영문	보고서는	각각	전문가의	교정	및	에디팅을	거치고	저자가	
검토(필요시	현지어	번역)

●	최종	확정된	보고서를	출판사에	의뢰하여	출판
●	협력대상국에	최종보고서	및	정책권고서를	송부



국내전파세미나
(결과	공유)

●	사업	수행	결과를	국내외	관련	기관	전문가,	정부,	학계,	연구소,	언론	
등과	공유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세미나를	실시

●	 PM	혹은	연구진은	국별	사업	결과와	연구내용을	발표하고	참석자	
들과	토론



사업비	정산
●	회계감사기관을	지정하여	계약,	자료	제출	
●	주어진	기한까지	해당	사업	관련	비용	집행을	마무리하여	정산	자료	
구비	시	착오가	없도록	협조



사업	평가
●	종료평가	및	영향평가	등을	수행하여	성과를	명확히	파악하고,	향후	
개선사항	등을	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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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2004~13년 KSP 국가정책자문사업 연구주제 및 연구진

2013

중점지원사업

스리랑카
(중점,	
계속)

스리랑카의 지속적 개발을 위한 정책틀

박성훈(PM,	고려대)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산업정책:	식품가공산업을	
중심으로

송유철(동덕여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송백훈(성신여대)
유진수(숙명여대)

직업훈련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 강인수(숙명여대)

수출지향적	FDI	유치	확대	방안 박성훈(고려대)

기술창업	촉진	방안 이호생(명지대)

몽골
(중점,	
계속)

몽골의 주택, 물류 및 신용보증 부문 인프라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연구

이시욱(PM,	명지대)

몽골	주택	프로그램의	자금조달을	위한	전략	수립
손재영(건국대)
이시욱(명지대)

몽골의	물류관리	역량강화 박민영,	김용진(이상	인하대)

몽골	신용보증기금	제도	개선	방안 이종구(신용보증기금)

미얀마
(중점,	
계속)

미얀마 경제개발을 위한 정책분석 능력 강화

조동철(PM,	한국개발연구원)

미얀마개발연구원(MDI)	설립 조동철(한국개발연구원)

미얀마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정책:	한국의	경험과	
정책제언

송민규,	김동환,	박해식
(이상	금융연구원)

미얀마	농촌개발	정책	추진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의	경험과	정책제언

김태종(KDI	국제정책대학원)

미얀마	농촌지역	지도자	양성	방안:	미얀마	새마을운동	
교재개발

한도현(한국학중앙연구원)

미얀마 양곤 남서부 지역개발 예비계획 수립

왕광익(PM,	국토연구원)

국가계획체계	및	도시개발현황	검토
왕광익,	문정호,	조진철,	박은새
(이상	국토연구원)

미얀마	양곤	남서부권	지역발전전략	수립
왕광익,	정진규,	유선철,	노경식
(이상	국토연구원)

미얀마	양곤	남서부권	지역발전을	위한	제언
왕광익,	유재윤,	김승종,	김정화
(이상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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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의 계속

2013

인도네시아
(중점,	
계속)

인도네시아 행정개혁 및 장기발전전략을 위한 정책자문

권오규(PM.	前	경제부총리,	KAIST)

인도네시아	행정개혁의	평가와	전략적	방향:	공무원	
인사개혁의	실현을	중심으로

이창길(세종대)

조직	구조	개선,	법적	기반,	개발	시스템	관리,	보안	
강화,	데이타베이스	관리	등	효과적인	국고	딜링	룸
(Treasury	Dealing	Room)	설립	

강경훈(동국대)

인도네시아	국가중장기개발계획(MP3EI)	 달성을	위한	
PPP	제도	및	역량	배양

최진욱(고려대)
이정엽(신용보증기금)

자산부채	종합관리(ALM)를	통한	국고관리와	부채관리	
간	효율적	조정

배영수(서울시립대)

인도네시아	SPAN	구현	후	정보보안관리 곽진근(더존)

인도네시아	금융안정성	제고를	위한	거시건전성	감독	
개선	방안

임형준(금융연구원)

인도네시아	 보편적	 의료보장(UHC)	 달성을	 위한	
건강보험제도	발전방향

김태현(연세대)

[연수사업]	통합금융감독	시스템(특히	대기업에	대한	
은행	감독)

삼정KPMG&글로벌개발연구원
[연수사업]	중소기업	인적자원	개발	마스터플랜:	관리	
개발,	기술	지원,	훈련	센터	설립

[연수사업]	PCR(Public	Registry	Data)	데이터	품질	
향상(공공	CB와	민간	CB	간	정보	공유)

알제리
(중점,	계속)

알제리의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지원-비전 2030 수립을 위한 정책자문

전홍택(PM,	한국개발연구원)

비전

알제리	5개년계획(2015~2019년)	수립	지원

박명호,	오완근(이상	한국외대)

5개년	계획수립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ADI	
설립	방안

5개년계획:	고등교육	및	직업교육훈련 채재은(가천대)

5개년계획:	산업	분야 김종일(동국대)

PPP 알제리	 민간투자사업(PPP)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방안

박현(서울시립대)
김혜영,	고유은(이상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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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
(중점,	계속)

중소득 국가로의 경제성장 및 전환

이태희(PM,	한국개발연구원)

에티오피아의	농산물	수출촉진	방안 어명근(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업가정신의	고취와	확산:	 창업(start-up)	 촉진을	
중심으로

오성연,	백정희
(이상	중소기업진흥공단)

전자정부	실현을	위한	준비도	평가	및	로드맵	수립 한필순(한국IT컨설팅)

에티오피아	신발·피혁	분야의	역량강화 김원주(한국신발·피혁연구원)

브라질
(중점,	
계속)

브라질의 농업혁신을 위한 소규모 농가 육성 방안

김정호(PM,	농촌경제연구원)

소농의	조직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방안 김정호(농촌경제연구원)

시설재배와	 자동화를	 통한	 시설농업분야	 생산성	
제고방안

김완순(서울시립대)

수확	후	관리를	통한	소농	농산물시장의	차별화	방안 김종기(중앙대)

한-브라질	농산물	교역	확대를	위한	전략 임정빈(서울대)

온두라스
(중점,	
계속)

온두라스 중소기업 및 전자정부 경쟁력 강화 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자문

김산회(PM,		㈜한국IT컨설팅)

중소기업	통합시장정보시스템	구축	방안

이준호(중소기업연구원)통합시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시장	
접근성	강화

농촌지역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및	 경쟁력	 강화:	
농업협동조합	금융기관의	설립을	중심으로

심우일(중소기업연구원)

전자정부	보안	운영시스템	개발	방안 채규혁(㈜한국IT컨설팅)

GIDC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 김산회(㈜한국IT컨설팅)	

사우디
아라비아
(중점,	
계속)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경제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자문

김용성(PM,	한국개발연구원)

사우디아라비아	개발정책연구센터(SDRC)	설립방안에	
대한	2단계	제언

김용성(한국개발연구원)

사우디아라비아	민간투자제도(PPP)	개선방안 이호준(한국개발연구원)

사우디아라비아	경제위기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이진(이화여대)
이항용(한양대)

사우디아라비아	양식어업	관측시스템(AMOS)	 도입	
방안

홍현표(해양수산개발원)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대중교통시스템	활성화	방안:
한국의	경험과	정책제언

이상건(국토연구원)

사우디아라비아	국가교통	DB	구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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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
베키스탄
(중점,	계속)

우즈베키스탄의 농업 및 산업기술 혁신 전략

이태희(PM,	한국개발연구원)

우즈베키스탄	농산물	가공산업	클러스터	설립을	위한	
시범단지	연구

이광석(성균관대)

우즈베키스탄	 농·식품	 시범클러스터	 설립을	 위한	
생산	및	유통	연구

김경량(강원대)

기술혁신파크	조성	정책틀	구축 장승관(한국산업기술대)

산학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중소기업부문	경쟁력	향상	
전략

최웅세(한국산업기술대)

일반지원사업

베트남
(일반,	계속)

베트남 2011~20 경제사회 발전전략 제고 및 이행 지원

남상우(PM,	KDI	국제정책대학원)

글로벌	가치사슬:	한국의	경험과	베트남에	대한	시사점 김용택(한국농촌경제연구원)

베트남의	장기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연구 정태용(KDI	국제정책대학원)

베트남	공공주택	연구
조만(KDI	국제정책대학원)
황유순(LH공사)

베트남	환경보호법	개정	지원 전재경(한국법제연구원)

베트남 DATC의 국영기업 부실채권 정리 및 
구조조정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자문

장성수(PM,	한국자산관리공사)

베트남	부실채권	및	구조조정	현황
박정환,	임재욱
(이상	한국자산관리공사)

DATC	운영체계	현황 임재욱(한국자산관리공사)

DATC	운영체계	개선	및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제언
장성수,	신기현
(이상	한국자산관리공사)

DATC	역량	강화를	위한	로드맵
신기현,	김상민
(이상	한국자산관리공사)

코스타리카
(일반,	
신규)

코스타리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정책

정성철(PM,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코스타리카의	기술혁신체제	평가:	기회와	도전 정성철(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단기	혁신	정책	과제 김지홍(KDI	국제정책대학원)

기술혁신	체제의	구조적	고도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신태영(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술혁신	활성화를	위한	부문간	협력	촉진방안 박재민(건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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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봉
(일반,	
계속)

가봉 산업 다각화 세부 실행계획 수립

장윤종(PM,	산업연구원)

가봉의	산업발전전략	평가와	보완방향 장윤종(산업연구원)

가봉	중소기업	지원제도와	중소기업	진흥기관	설립	
방안

김계환(산업연구원)

가봉	ICT	Park	및	기금,	e-business	활성화	전략 우석균(산업연구원)

가봉의	농업협동조합과	영농	기초교육	발전	방안 신현탁(한남대)

경제분야	Think	Tank	설립 김수동(산업연구원)

가봉	에너지	자원의	다양화 전용준((유)이지엠	C&T)

리브르빌	관광개발	방안 최봉현(산업연구원)

쿠웨이트
(일반,	신규)

다각화되고 지속가능한 쿠웨이트 경제를 위한 재정관리 및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

이명헌(PM,	인천대)

재정개혁과	 지속가능한	 성장:	 한국의	 재정개혁이	
쿠웨이트에	주는	시사점

류덕현(중앙대)

쿠웨이트	개발계획	집행체계	개선방안 이명헌(인천대)

쿠웨이트	공무원	선발방식에	관한	소고 김상헌(서울대)

공공부문	개혁을	통한	개발계획	이행	촉진 김진영(건국대)

라오스
(일반,	계속)

라오스 재정·금융·산업 부문 제도개선을 위한 제언

박인원(PM,	고려대)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홍필기(서울디지털대)
이영수(한국항공대)

은행	조기경보체계	구축방안 이충열,	이선호(이상	고려대)

정부채권시장	발전방안
이영수(한국항공대)
홍필기(서울디지털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세입배분방안
노형규(한국방송통신대)
박인원(고려대)

산업통계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 이충열,	진서훈(이상	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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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일반,	계속)

캄보디아의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강문수(PM,	KDI	국제정책대학원)

캄보디아	경제	개관 강문수(KDI	국제정책대학원)

캄보디아	기술인력	부족	및	수급불일치	문제	분석과	
정책제언

정혁(KDI	국제정책대학원)

한국의	FDI와	캄보디아의	외국인	직접투자 김지홍(KDI	국제정책대학원)	

캄보디아	산업발전	및	다변화를	위한	거시경제정책 박원암(홍익대)

금융시스템을	통한	산업발전자금	조달	방안 최장봉(중앙대)

장기	경제성장을	위한	과학,	기술	및	혁신의	진흥 이원영(前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캄보디아의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	 및	 대한민국의	
경험에	기초한	정책제언

김종윤,	석순용
(이상	특허법인	신세기)

방글라데시
(일반,	계속)

방글라데시의 경제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자문

강인수(PM,	국제경제연구소)

방글라데시의	거시경제	분석	및	예측	역량	강화 모영규,	신석하(이상	숙명여대)

대외경제협력청(ERD)의	외채관리	능력	제고
강인수(국제경제연구소)
이태호(한국채권연구원)

중국
(일반,	신규)

공정거래 관련 정책 경험 공유

신광식(PM,	연세대)

IT산업에서	지적재산권	남용	방지를	위한	반독점법	
집행역량	강화

이황(고려대)

행정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역량	강화 윤미경(가톨릭대)

경쟁정책에	있어서	경제분석 이재형(한국개발연구원)

DR콩고
(일반,	계속)

조세행정과 시스템개혁

전승훈(PM,	한국개발전략연구소)

경제개발지원을	위한	조세제도와	조세행정의	개혁 박용만(건국대)

DR콩고의	관세행정의	선진화	방안 박진규(한국개발전략연구소)

비조세	징수행정의	개혁
김진영((사)무역관련	지식재산권
보호협회)

DR콩고의	조세행정	정보화	방안 류승열(SK	C&C)

가나
(일반,	계속)

전략적 기획과 역량 강화

공동성(PM,	성균관대)

민관협력(PPP)을	 통한	국가정책	시행을	위한	역량	
강화

최진욱(고려대)
고아름(삼정KPMG)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신용보증기금의	설립	지원 최헌철,	이태현(이상	신용보증기금)

보급종	벼	생산과	보급을	위한	클러스터	구상
이기환(경북대)
강환우(삼정KPMG경제연구원)

중앙지역	관광	활성화
김시범(안동대)
이광열(삼정KPMG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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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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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일반,	신규)

이집트 원자력 발전 및 ICT 분야의 역량강화

김영봉(PM,	한반도발전연구원)

[연수사업]	원자력발전	인력	양성	계획

한반도발전연구원&건국대

[연수사업]	ICT	분야의	혁신	및	기업가정신	함양

[연수사업]	ICT	산업의	기술	클러스터	육성

[연수사업]	ICT	산업단지

[연수사업]	기술역량강화	프로그램

[연수사업]	ICT	인력채용	

[연수사업]	IT	프로그램	육성

[연수사업]	IT	분야	해외투자유치

[연수사업]	해외시장	육성	및	브랜드화

멕시코
(일반,	계속)

멕시코 4개 주(州) 경제역량 강화

김영봉(PM,	한반도발전연구원)

께레따로주	자동차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CETAI의	
발전방안	수립

전만수(경상대)

치와와주	금속부품산업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디자인센터	및	제조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방안	수립

김수진(경상대)

멕시코주	 TESCo의	산학연계	교육시스템의	개선	및	
확대

임장희(한반도발전연구원)

이달고주	알티쁠라노	신(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정책자문

박영철(성결대)

벨리즈
(일반,	신규)

벨리즈 국가교통 마스터플랜 수립

김정욱(PM,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의	국가교통계획	수립	사례 김정욱(한국개발연구원)

교통현황	및	대안	선정 김설주(태조엔지니어링)

교통수요	추정 손의영(서울시립대)

대안	평가	및	국가교통계획	수립
손의영(서울시립대)
김설주(태조엔지니어링)

재원조달	방안 김정욱(한국개발연구원)

볼리비아
(일반,	계속)

볼리비아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핵심과제

권오성(PM,	한국행정연구원)

볼리비아	하이드로카본	직접세(IDH)	 조세수입	관련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주동헌(한양대)
오윤경(한국행정연구원)

볼리비아의	예산관리를	위한	재정준칙	개발
권오성,	김영록(이상	한국행정연구원)
신지호(건국대)

통합적	재정관리시스템	구축
최호진,	박상철(이상	한국행정연구원)
강인재(재정공학연구소)

에콰도르
(일반,	계속)

에콰도르의 경제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자문

김기환(PM,	산업연구원)

기술	이전	관점에서의	산업	및	가치사슬	확립 오영석(산업연구원)

에콰도르	석유화학	산업화	전략	수립 남장근(산업연구원)

산업화	과정을	위한	도농	지역	계획	수립 김선배(산업연구원)

민관	경영	모델	확립 김용열(홍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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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의 계속

2013

콜롬비아
(일반,	계속)

콜롬비아 경쟁력 강화 및 사회안정화 정책자문

김원호(PM,	한국외대)

콜롬비아	공공임대주택	정책 채천석(글로벌경영전략연구원)

콜롬비아의	수출진흥정책	개선방안과	對韓수출	및	
한국투자유치	확대	방안

김원호(한국외대)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한국의	경험이	Bancoldex	
및	콜롬비아	정부에	주는	시사점

조병선(숭실대)

페루
(일반,	계속)

페루의 지식경제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자문

하병기(PM,	산업연구원)

페루의	중장기	경제전망	모델	수립	지원
하병기,	송병준,	신윤성
(이상	산업연구원)

바이오테크놀로지	R&D	계획	수립 신윤성(산업연구원)

전략기획을	위한	페루	지식관리시스템의	개발 이상현,	빙현지(이상	산업연구원)

페루의	선진화된	산업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제언: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민웅(산업연구원)

러시아
(일반,	신규)

러시아 연해주 주정부의 투자유치기관에 대한 교육, 능력개발 평가시스템 구축/ 
러시아 경제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자문

강윤희(PM,	국민대)

러시아	연해주	투자유치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시스템	
개편

김상원,	박재신(이상	국민대)

러시아	연해주	투자유치청의	역량	강화
최공필(한국금융연구원)
이상준(국민대)	

러시아	연해주	 2013~17	 사회경제발전	프로그램의	
검토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

류혜정(법무법인	지평)
조진철(국토연구원)

루마니아
(일반,	계속)

루마니아의 과학기술 혁신 시스템 구축 

임덕순(PM,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루마니아	민간	R&D	진흥	방안
송치웅,	임덕순
(이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전략	산업에서의	기술혁신 안기돈,	오덕성(이상	충남대)

과학기술단지와	다국적기업을	연계한	산업	클러스터	
진흥

강병주(한남대)
오덕성(충남대)

카자흐스탄
(일반,	계속)

카자흐 혁신산업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정부정책 방안

이영세(PM,	한국개발전략연구소),	Salamat	Onalbekov(카자흐스탄	경제예산기획부)

OECD	규범에	맞는	카자흐스탄	외국인투자의	투자정책	
활성화	방안

이영세(한국개발전략연구소)

카자흐스탄의	민간투자사업(PPP)	활성화	방안
곽성철,	오영권(이상	신용보증기금)
Kairat	Seitov(카자흐스탄	
경제예산기획부)

지역거점의	중점산업	개발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배성일(한국개발전략연구소)
Ardak	Dossanov(카자흐스탄	
지역개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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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일반,	신규)

중부유럽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헝가리 경제발전계획 수립

손욱(PM,	KDI	국제정책대학원)

경제위기관리	방식	개선 손욱(KDI	국제정책대학원)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강성진(고려대)

한국의	경험에	기초한	경제특구	형성
Sherzod	Shadikhodjaev	
(KDI	국제정책대학원)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	R&D	역량	강화 백지선(KDI	국제정책대학원)

터키
(일반,	계속)

터키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한-터키 FTA 활성화 및 녹색성장 추진 전략 자문

이병화(PM,	한국개발전략연구소)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정책권고
이병화(한국개발전략연구소)
정인교(인하대)

한국	경험	및	우수사례를	통한	터키	중소기업의	녹색성장	
활성화

나도성(한성대)
안중우(성신여대)

도미니카
공화국

(일반,	계속)

도미니카공화국 산업의 수출역량 강화

이선인(PM,	미래와세계)

수출금융기구	설립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한재준(인하대)

도미니카공화국	식품연구소	설립을	통한	도미니카	
품질시스템	지원

박현진(고려대)

무역센터의	개발	및	출범 이홍식(고려대)

아랍에미
레이트

(일반,	계속)

아랍에미레이트 경제개발전략과정 연수

이태희(PM,	한국개발연구원)

[연수사업]	한국의	경제개발경험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연수사업]	경제	연구와	개발:	KDI의	역할

[연수사업]	한국의	경제계획과	정책조정

[연수사업]	중소기업	육성정책

[연수사업]	한국의	인적자원개발과	직업교육

[연수사업]	수출과	투자활동

[연수사업]	산업의	다각화	전략

탄자니아
(일반,	계속)

탄자니아 독립 예금보험기구 설립 및 
예금보험제도 운영에 대한 정책실무자 연수

이태희(PM,	한국개발연구원)

[연수사업]	예금보험기구의	조직	운영	및	예산	수립,	
인사	관리

예금보험공사

[연수사업]	부실은행	정리

[연수사업]	예금보험제도	운영을	위한	 IT	시스템	운영	
및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

[연수사업]	부보금융회사	임점	검사	실무

[연수사업]	부보금융회사	상시	감시

[연수사업]	대국민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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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 2013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온두라스

2012

중점지원사업

캄보디아*
(중점, 계속)

캄보디아의기술인력, 산업단지그리고농산물가공산업R&D 육성을위한정책과제

강문수(PM, 前 금융통화위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캄보디아 경제 개관 강문수(KDI 국제정책대학원)

캄보디아의 산업기술 배양 정인수(KDI 국제정책대학원)

캄보디아의 노동수요 예측을 통한 기술인력 수요 평가 정혁(KDI 국제정책대학원)

캄보디아 산업단지/클러스터 개발전략 최창용(KDI 국제정책대학원)

캄보디아 전기산업단지 조성 관련 연구 박병일(한국전기산업진흥회)

캄보디아 농산물가공산업 연구개발체계 설립 장재봉(영남대)

[연수사업] 수출역량 강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연수사업] 중소기업정책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
(중점, 계속)

인도네시아의 경제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자문

권오규(PM, 前 경제부총리, KAIST 금융대학원)

인도네시아 재정성과관리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의 경험과 정책제언

박노욱(조세연구원)

발달된조달시스템을통한국가예산지출의효율성제고 김대인(이화여대)

예산 및 국고 완전 전산화(SPAN) 및 이행기의
주요 과제

윤정원, 서운석, Gregory Pokorny
(이상 한국정보화진흥원)

인도네시아 민관협력(PPP)사업 활성화 김정욱, 서원아(이상한국개발연구원)

인도네시아 통합금융감독정보시스템 구축방안 제시 김종용((주)낙스넷)

신용평가 등록 데이터의 품질 개선방안
이욱재, 전성준
(이상 코리아크레딧뷰로)

하천유역 통합수자원 관리를 위한 규제체계의
비교 연구

고익환((주)유신)
최동진(국토환경연구소)

인도네시아 중소기업의 HRD 시스템 개혁방안:
한국의 경험과 정책제언

강순희(경기대)
이규용(한국노동연구원)

우즈베키스탄*
(중점, 
계속)

중점지원사업

우즈베키스탄의 산업혁신전략

정선양(PM, 건국대학교 밀러 MOT 스쿨 원장)

재생에너지 분야 개발을 위한 제도 구축
강태구, 임도연
(이상 에너지관리공단)

우즈베키스탄 에너지효율 향상 전략
김회철, 전영재
(이상 에너지관리공단) 

태양에너지 개발, 표준화 및 보급활성화 방안
심창호, 백길남
(이상 에너지관리공단)

우즈베키스탄 농업 및 유통분야 육성 김경량(강원대)

우즈베키스탄의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이광석(성균관대)

우즈베키스탄 국가혁신체제 내의 과학기술정보 확산
방안

정선양(건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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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아라비아
*/**
(중점, 
계속)

사우디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과제 (Ⅱ)

김동석(PM, 한국개발연구원)

사우디아라비아 경제발전을 지원할 씽크탱크 설립 김동석(한국개발연구원)

국토 및 지역 발전정책 문정호(국토연구원)

사우디아라비아의 자국인 노동생산성 제고 및
노동시장 효율화

김응진(Al Yamamah University)

사우디 직업훈련을 위한 이러닝 솔루션 및 KEM 모델 최완식(충남대)

몽골*
(중점, 계속)

몽골의지속가능성장기조정착을위한정책제언:  무역, 거시및공공정책부문

이시욱(PM, 명지대)

몽골 수출촉진 지원체계의 정비 이시욱(명지대)

몽골 개발금융의 효율적 사용과 위험관리를 위한
제도 연구

우석진(명지대)

몽골 예금보험법의 실현 윤홍규(예금보험공사)

몽골경제의 외환위기에 대한 조기경보모형 개발 이항용(한양대)

몽골의 공공조달 부문 역량 강화를 위한 조달공무원
교육제도 개선방안

강승현(목포대)

몽골의 민간투자사업과 위험관리 최석준(서울시립대)

알제리*/**
(중점, 계속)

알제리의 국가비전 2030 수립

전홍택(PM, 한국개발연구원)

알제리 국가비전 2030 수립 지원 박명호, 오완근(이상 한국외대)

지식기반 경제로의 전환: 알제리 산업전망과 이를 실
현하기 위한 정책방향

김종일(동국대)

알제리 교육발전계획 수립: 직업교육훈련과 고등교육
을 중심으로

채재은(가천대)

보건개발계획 2030 권순만(서울대)

알제리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와 제도의 강화
방안: 정부의 역할과 집행능력의 향상을 중심으로

박헌주(KDI 국제정책대학원)

알제리 국토개발구상
이현주, 최민아(이상토지주택연구원)
김형태(한국개발연구원)

가나
(중점, 계속)

국가발전과 정부역량강화

공동성(PM, 성균관대)

가나 중소기업의 활성화 방안 김홍기, 김종운(이상 한남대)

가나 민관협력(PPP) 국가정책 시행을 위한 역량 강화
최진욱(고려대)
이광열(삼정KPMG)

신용보증기금제도의 도입
박용평, 황인국
(이상 신용보증기금)

정책 개발 및 시행 과정에서의 혁신 및 기술, 
행동지향적 접근법에 기반한 리더십 배양 훈련

윤지웅(경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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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

(중점, 
계속)

스리랑카의 수출 및 외국인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유진수(PM, 국제경제연구소, 숙명여대)

산업정책 프레임워크: 한국 사례로부터의 교훈 신혁승(숙명여대)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무역부문 전략산업의 육성 이시욱(명지대)

스리랑카의 중소기업 수출촉진전략 유진수(국제경제연구소,숙명여대)

스리랑카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정책

박성훈(고려대)

수요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직업기술교육 육성방안
송유철(국제경제연구소, 동덕여대),
이호생(국제경제연구소, 명지대)

에콰도르(*)
(중점, 계속)

에콰도르의산업구조고도화

한홍렬(PM, 한양대)

석유화학산업의 육성방안
유재원(건국대)
한홍렬(한양대)

에콰도르 생명공학산업 육성방안
송유철(동덕여대)
이호생(명지대)

에콰도르의 기술혁신 촉진방안: 산학연 협력 및 기술혁
신 유인제도를 중심으로

이호생(명지대)
송유철(동덕여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인적자원개발정책
강인수(숙명여대)
Fausto Perez(MCCTH)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자원조달방안
한홍렬(한양대)
유재원(건국대)

페루
(중점, 계속)

중소기업지원과 R&BD의제도화를통한페루남부회랑중소기업의경쟁력강화

이재훈(PM, 한국개발전략연구소)

알파카 산업 육성방안 김문겸(숭실대)

커피산업 지원 및 R&BD 제고방안 이재훈(한국개발전략연구소)

자동차 부품 재제조산업 육성 이재천(계명대)

농공단지형 협동화 클러스터의 설치 및 중소기업
육성 전략

오성연((주)피엔제이컨설팅)

산업정보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알파카 및 커피
산업에의 적용

이희진(연세대) 
장승관(한국산업기술대)

마스터플랜사업

리비아
(마스터플랜,
신규)

리비아 중장기 정책방향 제시 및 고용정보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

전승훈(PM, 한국개발전략연구소)

리비아의 비전 및 발전전략 백웅기(상명대)

중점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발전정책 한충민(한양대)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개발정책 손찬준(한국개발전략연구소)

리비아 국가재정 최적화 방안 류덕현(중앙대)

전자정부 중장기 로드맵 - 한국의 경험과 시사점 황주성(서울과기대)

인적자원 개발 및 고용정보시스템 구축
어수봉(한국기술교육대)
강순희(경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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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원사업

아랍
에미레이트**
(일반, 계속)

아부다비의 주요 ICT 및 전자정부 정책과제

오광석(PM, 한국정보화진흥원)

전자정부서비스 이용 활성화 오광석(한국정보화진흥원)

온라인 시민참여 연구
오광석, 박원재

(이상한국정보화진흥원)

아부다비 ICT 협력과 정책적 시사점 이태희(한국개발연구원)

가봉
(일반, 계속)

가봉 경제의 다각화

송재호(PM, 제주대)

관광 진흥을 위한 관광거버넌스 체계 구축:
‘가봉 방문의 해’사업을 중심으로

송재호(제주대)

가봉의 식량자급을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와 농업 인
력 육성 및 농촌지도사업체계 구축방안

오현석(지역아카데미)

가봉의 중소기업 육성과 중소기업 육성기구의 설립 오성연((주)피앤제이컨설팅)

가봉 경제의혁신을 위한 IT Park 조성방안 전홍민(한국개발전략연구소)

도미니카
공화국

(일반, 계속)

도미니카공화국의 수출산업 육성 지원

장영훈(PM, 한국수출입은행)

도미니카공화국 농식품 혁신기술센터 설립방안 박현진(고려대)

도미니카공화국 국립혁신과학기술대학 설립방안 김원준(KAIST)

도미니카공화국 콘텐츠 산업 육성방안 최세경(성균관대)

라오스
(일반, 계속)

라오스네덜란드병현상과국가자원운영방안수립및금융분야능력개발을위한계획수립

박인원(PM, 고려대)

라오스 경제개관 박인원(고려대)

라오스의 산업화 과정에서의 네덜란드병 현상과
국제경쟁력

박인원(고려대)

라오스의 산업화 전략과 국가자원 운영방안
홍필기(서울디지털대)
이영수(한국항공대학교)

라오스 금융제도 및 금융시장의 현황
이충열(고려대)
정기헌(고려대)

금융서비스 자유화 이충열(고려대)

자본계정 자유화 Shinji Takagi(日 오사카대)

멕시코**/(*)
(일반, 신규)

멕시코이달고주기계부품산업개발과기술인력개발및산학연계강화정책자문

임장희(PM, 한반도발전연구원)

Hidalgo 주 기계부품산업의 진흥
전만수(경상대)
이강락(KR컨설팅)

Hidalgo 주 기술인력개발 및 산학연계 증진
조은상(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영수(모라비안프라트룸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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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일반, 계속)

미얀마 개발 전략

구본진(PM, 前 기재부 차관보)

미얀마 금융통합방안
최공필(한국금융연구원)
이장우(부산대)
배근호(동의대)

미얀마 관세행정 발전을 위한 세관 자동화
김종호, 방동원, 차승현
(이상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연합)

방글라데시
(*)

(일반, 신규)

방글라데시 정책분야 자문: 기존 공항 개선 및 신공항 개발, 외채관리능력 개발

유재선(PM, 인천국제공항공사)

HSIA 기존 공항 개선 및 BSMIA 신공항 개발
서재택(포스코엔지니어링)
고종필(포스코엔지니어링)

방글라데시재무부대외경제협력청의외채관리역량강화
이태호(숙명여대/한국채권연구원)
허은지(한국채권연구원)

베트남
(일반, 계속)

베트남 중·장기 사회경제발전정책 제고 및 이행 지원

남상우(PM, KDI 국제정책대학원)

베트남 공공투자 효율성 제고 김형태(한국개발연구원)

신도시개발 재원조달 메커니즘의 모색 홍성웅(영남대)

KIST 모델의 베트남 과학기술연구소 설립방안 이정협(과학기술정책연구원)

베트남의 노동수요 전망(2012~2020)과
고용정보 서비스 구축

정인수(KDI 국제정책대학원)

비시장경제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중복 부과
문제 분석 및 시사점 연구

안덕근(서울대)

브라질
(일반, 계속)

브라질수출가공특구(EPZ) 개발및운영방안: 한국의경제특구개발경험과시사점

곽노성(PM, 동국대)

브라질 일반 및 수출가공특구 EPZ 현황 및 모델 윤택동(한국외대)

한국의 경제특구 변천 및 성과 곽노성(동국대)

한국의 산업육성정책과 브라질 EPZ 발전방안 박재곤(산업연구원)

브라질 수출가공특구 내 중소기업 육성방안 정남기(동아대)

에티오피아
(일반, 계속)

에티오피아의핵심정책분야지원: 전자정부도입전략, 신발/피혁산업발전및육성부문

한필순(PM, (주)한국IT감리컨설팅)

에티오피아 전자정부 및 IT기술 도입전략 수립 한필순((주)한국IT감리컨설팅)

에티오피아 신발/피혁 R&D 기능 강화를 통한
산업육성방안 수립

김원주(한국신발피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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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
(일반, 신규)

오만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한 공공재정시스템 개선방안

이명헌(PM, 인천대)

재정성과 관리방안
이명헌(인천대)
류덕현(중앙대)

예산제도와 예산과정에 관한 연구 류덕현(중앙대)

정부수입의기획및관리현황과개선방안연구 송호신(이화여대)

온두라스
(일반, 계속)

온두라스의 핵심 정책분야 지원: 
ICT 마스터플랜 시행에 대한 타당성 조사/연구 부문

김산회(PM, 한국IT감리컨설팅)

상호운용성 기반의 정부대표 포탈 방안 김산회(PM, 한국IT감리컨설팅)

전자조달을 위한 정책방향 한용호(삼성SDS) 

싱글윈도우를 위한 정책방향
임종원(삼성SDS)
김용문(삼성SDS)

적도기니
(일반, 계속)

적도기니의 핵심 정책분야 지원: 농업, 수산업, 관광, 금융

허장(PM,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적도기니 농업분야 허장(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적도기니 수산분야 홍현표(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적도기니 관광분야 장병권(호원대)

적도기니 금융분야 남재현(국민대)

카자흐스탄
(일반, 계속)

카자흐스탄 중소기업 육성 활성화와 혁신산업개발계획 수립 준비

곽성철(PM, 신용보증기금)

카자흐스탄의 창업 활성화(혁신형 창업 중심) 
혁신형 창업 활성화 정책

곽성철, 이종구(이상신용보증기금)

카자흐스탄 산업기반 신용보증제도 도입 제언 양희웅(신용보증기금)

지속적인 기업육성을 위한 혁신산업개발계획 수립
전승훈, 김혜진
(이상 한국개발전략연구소)

콜롬비아
(일반, 계속)

콜롬비아의 지역 발전 및 과학기술단지 개발을 위한 정책과제

임덕순(PM, 국제이노폴리스연구소)

콜롬비아 지역경제개발 전략과 정책 우제량(前 외교통상부 연구위원)

각 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개발 전략과 정책 김원호(한국외국어대)

지역경제 인적자원 개발 전략과 정책: 한국의 새마을
지도자 교육 사례

김원호(한국외국어대)

콜롬비아 과학기술전략과 정책 김정흠(과학기술연합대학원)

콜롬비아 과학기술단지 구축방안
임덕순(국제이노폴리스연구소)
최봉문(목원대), 이경찬(원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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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탄자니아
(일반, 계속)

탄자니아예금보험제도의현대화를위한독립예금보험기구의설립및역량강화지원

김경호(PM, 예금보험공사)

탄자니아 거시경제 및 금융산업 현황 오승곤(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기구의 지배구조와 역할 오승곤(예금보험공사)

DIB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추진 방안

김택동, 정진훈(이상예금보험공사)탄자니아 예금보험위원회 업무 체계 정비

효과적인 예금보험제도 운영을 위한 IT 시스템 구축

터키
(일반, 신규)

터키의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생산성, 청정생산, 혁신클러스터 분야의 한국의 경험 공유

김동수(PM, 산업연구원)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한국과 터키의 전략적 정책 비교
김영수(산업연구원)
김진웅(동아대)

집적경제를 위한 혁신클러스터 정책: 한국의 지역
산업정책 경험 공유

김동수, 김영수(이상 산업연구원)

터키 청정생산센터 설립 및 운영 방안 김진호(한국생산기술연구원)

파나마
(일반, 계속)

파나마의 핵심 정책분야 지원: 
공공투자계획과 분야별 발전전략과의 연계, 

정부의 업무 중복성 제거를 위한 분야별 코디네이션

이원희(PM, 한경대)

파나마의 국가 개황 곽재성(경희대)

파나마 경제의 특징 이원희(한경대)

파나마의 국가 및 부처별 계획 수립의 특징 금재덕(서울시립대)

한국의 경험 이원희(한경대)

계획 간 연계성 확보와 부처 간 조율 기능 강화 방안 우윤석(숭실대)

결론 및 정책제언 이원희(한경대)

필리핀
(일반, 계속)

필리핀의 핵심 정책분야 지원:
재정 및 금융 정책 개혁, 오로라 경제자유구역 개발

박진규(PM, 한국개발전략연구소)

지속가능한 포괄적 경제성장을 위한 금융정책 방향 박진규(한국개발전략연구소)

지속가능한 포괄적 경제성장을 위한 재정정책 방향 박화수(국제개발협력연구원)

오로라경제자유구역 개발전략 및 운영 방안
박인철(한밭대)
임덕순(국제이노폴리스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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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
(일반, 신규)

루마니아의 경제위기 후 인적자원관리

윤정열(PM, 이화여대)

루마니아 청년 및 장기실업자 고용 증대를 위한 노동
시장 유연성 증대 정책

윤정열(이화여대)

루마니아실업률감소를위한고용및훈련정책방안 최민식(이화여대)

루마니아 청년층 및 고학력 노동력 유출현상에
대한 연구

강창희(중앙대)

파키스탄(*)
(일반, 신규)

파키스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4개 핵심 분야 정책자문

이경구(PM, 한국개발전략연구소)

도심 소규모 업체에 대한 공간 창출
최장호(한국유통연구소)
엄부영(중소기업연구원)

산업부의 모니터링 및 평가 셀 강화 이창길(세종대)

파키스탄 섬유산업에 대한 에너지 효율성 제고 조수복((주)국제산업부설연구소)

고등교육의 질과 접근성 향상 반상진(전북대)

남아공
(일반, 계속)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공공부문 인프라시설 투자활동에 대한
프로젝트 선정 및 효율성 등의 질적 향상

왕세종(PM, 건설산업연구원)

남아공의 공공투자사업 자본예산시스템 개선방안: 
사업평가제도를 중심으로

정건호, 김영대(이상공공투자연구소)
박용석(한국건설산업연구원)

공공부문 인프라 프로그램을 이용한 고용 창출
왕세종, 박용석
(이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화 경험을 참고한 남아공
신재생에너지산업화 방안

이철용(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이승우(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1

중점지원사업

베트남

베트남의 2011~20 경제사회발전전략과 한국의 발전경험

남상우(PM, KDI 국제정책대학원)

베트남의 세입 분석 및 전망
남상우(KDI 국제정책대학원)
Pham Van Ha (베트남 국가금융연
구소)

베트남과 한국의 국영기업 평가시스템: 비교연구

이원희(한경대)
Ngyuen Thai Lan Huong,To
Hai Long, Ngyuen Phuong Lan
(이상 DSI)

베트남의 장기 거시경제 예측모델 구축 지원 김종일(동국대)

베트남의 공항 현대화 전략: 한국의 경험 공유 이영혁(항공대)

베트남의 항만 현대화 전략: 한국의 경험 공유
김범중, 전형모(이상 한국해양수산

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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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캄보디아

캄보디아의 중소기업, 산업 및 수출 부문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강문수(PM, 前 금융통화위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중소기업전담은행을통한중소기업금융지원방안 최재령(IBK 경제연구소)

중소기업의 역량 배양 오성연((주)피앤제이)

캄보디아 전자산업 육성전략 정진하(정보통신정책연구원)

캄보디아 농산물가공산업 육성 장재봉(영남대)

캄보디아의수출다변화방안: 아시아시장을중심으로 나윤수(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핵심 정책분야 지원: 공공 재정, 신용인프라, 수자원 관리

권오규(PM, 前 경제부총리, KAIST 금융대학원)

인도네시아 국고관리 및 예산집행 시스템 개혁방안
- 한국의 경험과 정책 제언

강경훈(동국대)

인도네시아 정부의 회계 및 결산 제도에 관한 KSP 배득종(연세대학교)

인도네시아재정정보시스템분석및정보전략기획 최용락(숭실대)

PCR 시스템 기반의 신용평가 인프라 개선방안 이욱재,전성준(이상코리아크레딧뷰로)

수자원 계획과 재원조달에 관한 지식 교류
고익환((주)유신)
최동진(국토환경연구소)

우즈베키

스탄

우즈베키스탄 국가혁신시스템의 강화전략

정선양(PM, 건국대)

우즈베키스탄의 과학기술정책 정선양(건국대)

과학기술인력 양성정책 김왕동(과학기술정책대학원)

우즈베키스탄의 기술이전·사업화 및 기술혁신활동
촉진방안

이종일(남서울대)

우즈베키스탄 지역혁신시스템의 구축방안 연구 임덕순(CEWIT KOREA)

수출지향적 중소기업의 육성 김정흠(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몽골

몽골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거시경제정책

조동철(PM, KDI 국제정책대학원)

자본유출입 급변동하에서의 거시경제 정책조합 조동철(KDI 국제정책대학원)

자본유입과 외환정책 이항용(한양대)

예산절차 개선을 통한 재정개혁 이명헌(인천대)

몽골의 부실자산 정리체제 구축방안 신인석(중앙대)

수익형(BTO) 도로 민간투자사업 재무모델 개발 김강수, 고유은(이상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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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페루

지역특화사업을통한페루남부경제회랑지역중소기업발전방안:
커피, 알파카, 자동차, 부품산업을중심으로

이재훈(PM, 한국개발전략연구소)

지역특화산업 육성 사례: 알파카 산업 김문겸(숭실대)

지역특화산업 육성 사례: 커피 산업 김선우(중소기업연구원)

지역특화산업 육성 사례: 자동차 부품 산업
김주미(중소기업연구원)
김창대(동서대)

지역특화전략 개발 계획: 중소기업을 위한 협동화사업
및 농공단지 개발 사업

오성연(피앤제이)

가나

가나 국가 차원의 행정평가 및 모니터링 시스템 역량강화 과제

공동성(PM, 성균관대) 

가나 공화국의 경제·사회에 대한 이해
이광열
(삼정KPMG 경제연구원)

대한민국의 정부업무 평가 공동성(성균관대)

가나 M & E의 현황 및 도전과제 윤지웅(경희대)

가나 M & E 발전방향
공동성, 윤지웅, 박영호
(이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반지원사업

도미니카
공화국

도미니카공화국 수출신용 역량강화 및 수출산업 육성 경험전수 사업

[연수사업]
정계룡, 김영석, 이기수
(이상 한국수출입은행)

라오스

라오스 민자 인프라 사업 촉진을 위한 정책제언

반기로(PM, 피닉스 자산운용)
송경순(PM, 한국전문가컨설팅그룹)

라오스의 인프라와 경제개발 장형수(한양대)

라오스 인프라 개발을 위한 민자 유치 제도
반기로(피닉스자산운용)
송경순(한국전문가컨설팅그룹)

한국 및 주요 주변국의 민자 인프라 촉진제도 비교 및
시사점

반기로(피닉스자산운용)
안우진(법무법인 율촌)

라오스 민자 인프라 사업 촉진을 위한 정책제안
반기로(피닉스자산운영)
송경순(한국전문가컨설팅그룹)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신용보증 및 신용평가 시스템 구축

권의종(PM, 신용보증기금)

카자흐스탄 산업구조와 중소기업 현황 유명호(한국개발전략연구소)

한국 신용보증제도의 발전과정과 성과 박용평(신용보증기금)

카자흐스탄 신용보증제도 현황 및 분석 이종구(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제도 및 신용평가시스템 운용 제언 권의종(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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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브라질 수출가공지역 개발정책과 실제: 한국 사례와 지식전수의 시사점

최대원(PM, 한국외대 브라질 연구센터 소장)

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및 수출증진 정책과
대브라질 정책 제언

권기수(대외경제정책연구원)
마재신(이화여대)

브라질의 EPZ 개발 정책 이미정, 최대원(이상 한국외대)

한국의수출가공구개발과브라질에대한시사점 마재신(이화여대)

가봉

가봉 경제의 다각화: 한국의 시사점

강정모(PM, 경희대)

가봉 산업 다각화 및 중소기업 육성방안 강정모(경희대)

식량자급 및 농업생산 다각화를 위한 가봉 농업의
성장전략

오현석(지역아카데미)

가봉 관광산업 발전방안 송재호(제주대) 

가봉 ICT 분야 발전방안 전홍민(한국개발전략연구소)

남아공

남아공 통합인프라 및 지역개발 정책제언

강창환(PM, 아랍아프리카센터)

남아공의 통합인프라계획 및 인간거주분야 정책 김창환(아랍아프리카센터)

농촌발전을 중심으로 한 지역개발 윤호섭(한국개발전략연구소)

인프라(에너지/수자원과 위생) 홍준희(가천대)

인프라(ICT) 배준석(한국개발전략연구소)

인프라(교통 및 운송) 유명호(한국개발전략연구소)

미얀마

미얀마의 경제개발을 위한 우선과제

조동호(PM, 이화여대)

미얀마의 인적자본 개발을 위한 공공부문 역량 강화 조동호(이화여대)

농업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한 미얀마 농촌개발계획 김경량(강원대)

경제발전전략으로서 미얀마의 바람직한 경제특구정책 최용석(경희대)

볼리비아

볼리비아 중기 재정안정화 방안

조성익(PM, 시장경제연구원)

중기 재정안정화 방안 류덕현(중앙대)

공기업 합리화 방안 정연호(시장경제연구원)

탄력적인 예산을 위한 산업 발전 정책 이재훈(시장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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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스리랑카의 성장과 금융, 산업 및 수출을 위한 정책 제언

송유철(PM, 동덕여대) 

스리랑카의 수출진흥정책
한홍렬(한양대)
이시욱(명지대)

스리랑카의 외국인직접투자 촉진 전략 강문성(고려대)

스리랑카의 중소기업정책 유진수(국제경제연구소, 숙명여대)

스리랑카의 직업훈련정책
송유철(국제경제연구소, 동덕여자대)
이호생(국제경제연구소, 명지대)

에콰도르

전략산업의 수출촉진정책 수립 및 역량강화

한홍렬(PM, 한양대)

글로벌 시장수요 및 에콰도르 산업 잠재력에 기반한
전략산업의 선정

한홍렬(한양대)
이시욱(명지대)

에콰도르 수출촉진정책의 현황 및 평가
이호생(국제경제연구소, 명지대)
송유철(국제경제연구소, 동덕여대)

전략산업의 수출촉진을 위한 정책제안
한홍렬(국제경제연구소, 한양대)
강인수(국제경제연구소, 숙명여대)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소규모 기업의 육성방안 및 아디스아바바 교통시스템 개선

장형수(PM, 한양대학교)

에티오피아 소규모 기업의 육성방안 원용걸(서울시립대)

아디스아바바 교통시설 개선 박동주(서울시립대)

온두라스

ICT 마스터플랜

장승관(PM, 한국산업기술대)

온두라스 현황 분석과 한국 ICT 발전경험 시사점 장승관(한국산업기술대) 외전연구진

온두라스 ICT발전방안 수립 윤창원(한국산업기술대) 외전연구진

정책권고 윤원창(한전KDN)

적도기니

Horizon 2020의 적도기니 국가경제개발

송재호(PM, 제주대)

적도기니 관광산업 개발 송재호(제주대)

적도기니 농업 개발 오현석(지역아카데미)

적도기니 수산업 개발 이주(국립수산과학원)

적도기니 금융 개발 전홍민(한국개발전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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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자니아

탄자니아 예금보험제도의 현대화를 위한
독립 예금보험기구의 설립 및 역량강화 지원

김경호(PM, 예금보험공사)

탄자니아 거시경제 및 금융산업 현황 오승곤(예금보험공사)

금융위기 이후 세계의 예금보험제도 변화 추이 오승곤(예금보험공사)

탄자니아 예금보험제도 현황 및 문제점
오승곤, 김택동(이상 예금보험공사)

탄자니아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탄자니아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로드맵 수립 김경호, 김택동(이상 예금보험공사)

필리핀

필리핀의 국가재정정보 시스템 강화 전략

최용락(PM, 숭실대)

필리핀의 재정관리제도의 개혁 배득종(연세대)

한국과 필리핀의 발생주의 회계시스템 강인재(한국정부회계학회)

국가재정관리정보시스템 분석
최용락(숭실대)
하회신(한국정부회계학회, 메타빌드)

알제리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지원

전홍택(PM, 한국개발연구원)

세계 속의 알제리

전홍택(한국개발연구원)
박명호, 오완근(이상 한국외국어대)

알제리의 현황과 과제

알제리 비전과 한국의 역할

한국 및 주요 선진국의 비전 연구

정책과제별 주요 전략

아랍
에미리트

아부다비 주요 ICT 정책과제 자문

오광석(PM,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의 e-Literacy 발전 경험과 시사점
오광석, 박원재
(이상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의 국가 GIS경험과 양국 협력 방안 정문섭(국토연구원)

한국의 그린 ICT 발전 경험과 정책적 시사점 신재식(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의 정보보호 역량개발 경험과 시사점
김정덕(중앙대)
김영준(한국인터넷진흥원)

사우디
아라비아

사우디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

서중해(PM,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의 지식경제 전환 과정과 교훈 서중해(한국개발연구원)

국가 경제발전에 있어서 과학기술단지의 비전 및
역할: 한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임덕순(국제이노폴리스연구소)

한-사우디 기술협력과 중소기업 육성방안 이상목(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사우디아라비아 공교육 및 평생교육 향상: 
한국의 EBS모델 적용

정현숙(한국교육방송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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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의 농산품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

우제량(PM, 시장경제연구원)

파나마

파나마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 임정빈(서울대)

수출 물류 김성훈(충남대)

수출 농산물 식물 검역 정연호(시장경제연구원)

제도 및 프로그램 김성훈(충남대)

파나마 정부를 위한 정책 건의 우제량(시장경제연구원)

2010

중점지원사업

우즈베키스탄: 혁신기반 및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이덕훈(PM, 서강대)

혁신기반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

한국의 국가혁신체제와 우즈베키스탄에의 시사점 정선양(섹터 PM, 건국대)

민간부문의 혁신활동 증진기제: 한국의 기술이전 경험
및 우즈베키스탄에 주는 시사점

이종일(남서울대)

수출진흥
및

산업개발
전략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과 산학연 연계 활성화 임덕순(경기개발연구원)

수출촉진정책과 수출금융: 한국의 경험이 주는 교훈
박정수(섹터 PM, 서강대)
허정옥(한국수출입은행)

수출 중심 산업의 인적자원 개발정책 허정(서강대)

거시경제
안정 및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전자통관시스템의 도입: 나보이 경제특구를 Pilot
Program으로

김종호(국가세관종합정보망운영연
합회)

통화정책 운용체계: 한국 경험으로부터의 교훈 조동철(섹터 PM, KDI 국제정책대학원)

중기 재정운영계획에 대한 한국의 경험 김홍균(서강대)

우즈베키스탄 경제전망 및 통계역량 개선 이항용(한양대)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중기 개발계획을 위한 핵심과제

권오규(총괄 PM, 前 경제부총리, 카이스트 금융전문대)

금융자본
시장

인도네시아의 외환시장 안정성과 민간외채 관리 개선 박대근(한양대)

회계 및 감사 시스템 발전방안 및 회계 인적자원 개발 김진태(삼정 KPMG)

소비자 금융 선진화를 위한 개인신용평가 인프라
구축방안

전성준(코리아크레딧뷰로)

중소기업 신용정보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류중현(한국기업데이터(주))

에너지
관리 및
환경적
지속
가능성

인도네시아의 에너지절약 정책 방향 강승진(섹터 PM, 한국산업기술대)

인도네시아 신재생에너지 정책 김수덕(아주대)

인도네시아의 물관리정책 방안
최동진(국토환경연구소)
고익환(K-water)

무역·투자

인도네시아의 FDI 촉진전략 최병일(이화여대)

싱글윈도우를 통한 인도네시아 무역 활성화
김종호(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
합회)

인도네시아 SME 발전을 위한 지원정책 송정석(중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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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캄보디아: 캄보디아의 성장과 금융, 산업 및 무역 부문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강문수(PM, 前 금융통화위원, 한국개발연구원)

거시성장
캄보디아 경제성장의 평가 및 중장기 성장전망 한진희(한국개발연구원)

성장궤도상의 주요 과제: 구조전환과 정부의 역할 김종일(동국대)

금융

중소기업과 정미업 육성을 위한 대출 활성화 손욱(KDI 국제정책대학원)

캄보디아 신용보증제도 도입 방안 진용주, 김효의(이상 신용보증기금)

캄보디아 소액보험의 발전방안 유경원(상명대/보험연구원)

산업기술
개발

공장 설립 인허가제도 최영락(고려대)

캄보디아의표준화및적합성평가체계향상 류경임(기술표준원)

무역
캄보디아 수출 현황과 향후 진흥 전략 분석 차문중(섹터 PM, 한국개발연구원)

수출 진흥절차의 역량 배양 나윤수(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베트남: 베트남의 2011~20 경제사회발전전략과 한국의 발전 경험

남상우(PM, KDI 국제정책대학원)

개발전략 및
국가의 역할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경제구조조정 전략 김종일(동국대)

베트남의 공공부문의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전략 김동욱(서울대)

베트남 공기업집단의 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남일총(섹터PM, KDI 국제정책대학원)

거시경제
운영 및
금융정책

베트남 금융시장의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김명직(한양대)
이항용(한양대)

베트남 중소기업금융 활성화 방안 김동환(금융연구원)

베트남의 협동조합 법률체계 개선방안 김준경(KDI 국제정책대학원)

기업효율
제고를 위한
정부지원
강화

기업 혁신역량 강화 서중해(섹터 PM, 한국개발연구원)

베트남 기업의 경쟁력과 HRD 전략 진미석(한국직업능력개발원)

특별 경제구역 발전을 위한 재평가 정형곤(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규 및 계속 사업

아랍
에미리트

한국의 8대 ICT 발전경험과 아부다비의 3대 ICT 정책과제

이태희(PM,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정보통신산업의 변천 박성욱(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산업의 혁신과 기업가 정신 지경용(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의 정보통신기술 법·제도
권헌영(광운대)
오광석, 고윤석(이상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의 정보통신기술 인적자원 개발 고상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

유관산업의 경제성장과 정보통신기술의 역할 김창완(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 사회 고윤석(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의 녹색 정보통신기술 이효은(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의 정보보호활동 윤재석(한국인터넷진흥원)

아부다비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립지원 윤재석(한국인터넷진흥원)

에미리트 무선 브로드밴드 구축지원 김창완(정보통신정책연구원)

아부다비 정보통신기술 R&D 센터 구축지원 지경용(한국전자통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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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아라비아
(정규)

사우디 정부의 경제 우선분야 개발을 위한 정책자문

이형구(PM, 前 노동부 장관)

경제개발계획 집행의 효율성 제고
이형구(前노동부장관)
김동석(한국개발연구원)

사우디아라비아의 초등교육 개선방안
김창환(한국교육개발원)
차문중(한국개발연구원)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자력 추진을 위한 기반요소 조사
연구

하재주(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의 스마트그리드 정책 이니셔티브 김창섭(경원대)

몽골
(정규)

경제성장을 위한 인프라 개발전략과 예금보험제도

김강수(PM, 한국개발연구원)

몽골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운용 절
차적 개선방안

김형태(한국개발연구원)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및 절차적 개선방안 김강수, 고유은(이상 한국개발연구원)

몽골에서의 부분예금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 연구
이재연(금융연구원)
오승곤(예금보험공사)

쿠웨이트
(계속)

5개년개발계획의 성공적 실행을 위한 정책자문

임영재(PM, 한국개발연구원)

5개년 개발계획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SCPD 시스템
개혁

임영재(한국개발연구원)

거시예측모형 개발 자문 백웅기(상명대)

교육시스템 개혁 및 정책제언 정기오(한국교원대)

전략기획 국가기구의 개혁을 위한 정책제언 박헌주(KDI 국제정책대학원)

가나
(계속)

외주 사업

가나의 국가재정운용 혁신방안-국가예산회계시스템을 중심으로

박용만(건국대)

예산·회계 제도의 의의 및 관리의 중요성 박용만(건국대)

예산·회계 시스템
최용락(숭실대)
임동진(대원 C&S)

가나의 예산·회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제안

박용만(건국대)
최용락(숭실대)
임동진(대원 C&S)

예산·회계 제도 박용만(건국대)

아제르
바이잔
(계속)

아제르바이잔 원조조정 역량강화를 위한 디지털정보체제
구축 및 기업가 정신제고

송경순(PM, 한국전문가컨설팅그룹)  

원조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 정보체제 구축 남기찬(한국전문가컨설팅그룹)

기업가정신 제고 및 e-러닝 백낙기(한국산업기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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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계속)

카자흐스탄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중심의 기업발전 전략

전승훈(PM, 한국개발전략연구소)

카자흐스탄의 기업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체제 신상협(경희대)

카자흐스탄의 기업발전을 위한 혁신 전략 정연승(한국개발전략연구소)

카자흐스탄의 종합적 기업발전을 위한 전략 로드맵
전승훈(PM, 한국개발전략연구소)
이은경(한국개발전략연구소)

라오스
(정규)

라오스의 위기시 거시경제 안정화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역량 강화

장형수(PM, 한양대) 

라오스경제의 구조와 특징: 거시경제에 대한 시사점 장형수(한양대)

라오스의 위기 시 거시경제 안정화정책 수행경험 장형수(한양대)

한국의 거시경제 안정화정책 내용이 라오스에 주는
시사점

윤대희(경원대, 법무법인 율촌)
방만기(연세대)

라오스의 거시경제정책 수행 매커니즘과 국가경제연
구소의 역할

장형수(한양대)

한국의 국책연구기관들의 위기관리 역할에 대한 평가
및 라오스에 주는 시사점

원용걸(서울시립대)

교훈과 정책 권고 장형수(한양대)

DR콩고
(정규

혁신적인 국가개발체제 및 신발전전략수립 방안

정재호(PM, S&R 경영경제연구원)

DR 콩고의 혁신적 국가개발계획 수립 전략 정재호(S&R 경제연구원)

국가 전략기획기관 설립·운영 방안 모색 이경구(한국개발전략연구소)

인프라 개발전략 손의영(서울시립대)

페루
(정규)

CEPLAN과 통합정보시스템

이재훈 (PM, 시장경제연구원)

CEPLAN, 국가전략기획시스템(SINAPLAN) 그리고
통합정보시스템(IIS)

주재훈(동국대)
이재훈(시장경제연구원)

IIS의 개념적 모델의 개선
추현우(프런티어 솔류션스)
이재훈(시장경제연구원)

도미니카공
화국
(계속)

도미니카공화국 수출진흥을 위한 수출신용기구 설립 지원

[연수사업] 김영석, 이기수(이상한국수출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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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지원사업

베트남의 2011~20 경제·사회 발전전략 수립에 대한 정책자문

남상우(PM, KDI 국제정책대학원)

개발전략과
성장잠재력

장기 성장동력 확보 및 성장 경로상의 주요 과제 한진희(한국개발연구원)

금융정책

베트남 조기경보모형 개발 김명직(한양대), 이항용(한양대)

베트남의 자본자유화 정책 신인석(중앙대)

자립적 협동조합금융기관 발전방안: 베트남의 인민신
용기금을 중심으로

김준경(KDI 국제정책대학원)

신용보증기금 기능 강화 및 수출금융 지원 신인석(중앙대)

국토이용
전략

공간계획체계 김현식(국토연구원)

도시개발정책 박은관(국토연구원)

토지이용정책 서순탁(서울시립대)

산업기술
개발전략

포싸이트 가이드라인: 한국의 과학기술 포싸이트의
모범사례

신태영(과학기술정책연구원)

R&D와 기술이전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서중해(한국개발연구원)

베트남의 산업기술능력 제고를 위한 산학연 협력 및 혁
신클러스터 육성정책

임덕순(경기개발연구원)

기업정책

베트남 공기업집단의 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남일총(KDI 국제정책대학원)
김우찬(KDI 국제정책대학원)

베트남 국영기업의 기술인력 개발 최영락(고려대)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간의 관계 강화 김현종(중소기업연구원)

정규 및 계속 사업

우즈베키
스탄
(정규)

나보이 자유산업경제구역(FIEZ) 설립 정책자문

정형곤(PM,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나보이 FIEZ 업종 유치전략 연구 이시욱(한국개발연구원)

투자 유치전략 및 투자유치 시스템 구축 박두규(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나보이 자유산업경제구역(FIEZ)의 성공을 위한 운영체
제와 정책

정형곤(대외경제정책연구원)

나보이 FIEZ의 법적 분석
Sherzod Shadikhodjaev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인도
네시아
(정규)

인도네시아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위한 과제

권오규(PM, 한국과학기술원)

인도네시아 경쟁정책역량의 발전방안: 한국경험의 교훈 신광식(김앤장)

인도네시아 금융감독 강화방안 송준혁(한국개발연구원)

인도네시아 자산유동화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구축
방안

김필규(자본시장연구원)

중기재정계획과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수립 박노욱(한국조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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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캄보디아
(정규)

마이크로파이낸스와 민간투자사업 개발

캄보디아의 마이크로파이낸스와 민간투자사업 강문수(PM, 한국개발연구원)

캄보디아마이크로파이낸스부문의안정적자금흐름확보 박창균(중앙대)

농촌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마이크로파이낸스의 역할 연태훈(한국개발연구원)

캄보디아의 PPP 사업을 위한 법적·절차적 개선방안 김강수(한국개발연구원)

캄보디아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재원조달 개선방안 허석균(한국개발연구원)

카자
흐스탄
(정규)

카자흐스탄의 산업혁신개발계획

임원혁(PM, 한국개발연구원)

카자흐스탄의 경제 및 개발전략 개관 임원혁(한국개발연구원)

국제비교를 통해 본 카자흐스탄 경제현황과 성장전략 김종일(동국대)

카자흐스탄 건축자재산업 및 농기계산업의 육성전략 송병준(산업연구원)

카자흐스탄 상용차산업 육성 방안
장하원(고려대)
박준경(前 한국개발연구원)
모세준(하나대투증권)

카자흐스탄 농업발전
윤호섭(연세대)

산업별 분석 III: 농업

도미니카
공화국
(계속)

도미니카공화국의 수출기반시설과 전력체계 개선

임원혁(PM, 한국개발연구원)

도미니카공화국 수출인프라 개발을 위한 EDCF 국가지
원전략

최성규(한국수출입은행)

도미니카공화국의 전력체계 개선
임원혁(한국개발연구원)
유갑준(수에즈 에너지)
박중신(위덕대)

배전부문의 문제점과 해법 박종신(한국전력공사)

EDCF와 연계된 수출기반시설과 확충 최성규(한국수출입은행)

우크
라이나
(계속)

우크라이나 에너지효율 항상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전략

박희천(인하대)

우크라이나 에너지효율 향상 전략 박희천(인하대)

우크라이나 석탄산업의 개선 전략 김재호(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우크라이나 풍력 RD&D 전략 개발 김현구(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우크라이나 바이오연료 개발 전략 오유관(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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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가나
(정규)

가나의 예산과 국가발전계획의 연계방안
-한국의 경험과 가나에의 정책적 시사점

가나의 국가발전계획과 예산
박화수(한국개발전략연구소)
김진영(건국대)

가나의 재정정책 박용만(건국대)

한국의 경제개발계획과 예산편성에 관한 경험 이원희(한경대)

가나와 한국의 재정운영의 비교
박화수(한국개발전략연구)
김진영(건국대)

예산과 국가발전계획과의 연계를 위한 정책권고 연구진 공동

알제리
(계속)

알제리의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알제리 개발은행의 역량 제고 방안

알제리의 경제상황과 FNI-BAD 추진배경 한재준(인하대)

한국산업은행 사례 강석인(한영회계법인)

FNI-BAD 역량 제고 방안
한재준(인하대)
유명호(한국개발전략연구소)
박용수(산업은행)

정책제언 연구진 공동

리비아
(정규)

리비아의 공공부문 개혁과 고용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중심의
직업교육 훈련 시스템 구축방안

리비아의 기술 수요 예측 전홍민(한국개발전략연구소)

중소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정책 장자순(국무총리실)

직업교육훈련 체계 및 운영 엄준철(한국폴리텍)

2008
도미니카
공화국
(정규)

수출진흥 및 수출역량 배양

임원혁(PM, 한국개발연구원)

도미니카 공화국의 전략적 입지 재설정
임원혁(한국개발연구원)
김종일(동국대)

도미니카 공화국의 경제성장 패턴
임원혁(한국개발연구원)
김종일(동국대)

산업·무역 구조 분석
임원혁(한국개발연구원)
김종일(동국대)

교육 및 직업훈련 이병훈(중앙대)

도미니카공화국의수출금융현황및중장기활성화대책:
도미니카공화국수출펀드조성및수출입은행설립제언

최성규(한국수출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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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오만
(정규)

전략사업 육성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이재훈(PM, 시장경제연구원)

오만 경제의 현황과 미래
이태희(한국개발연구원)
이재훈(시장경제연구원)

전략산업, 제도, 그리고 오만의 국가발전전략
최성호(경기대)
이재훈(시장경제연구원)

기술이전 및 정착
박천홍(한국기계연구원)
이재훈(시장경제연구원)

기술이전과 정착화 방안 박천홍(한국기계연구원)

우크
라이나
(정규)

중장기 경제개발전략

조동호(PM, 이화여대)

우크라이나의 중기 경제개발전략에 대한 검토와 제언 조동호(이화여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방안 -한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허석균(한국개발연구원)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 활성화 함준호(연세대)

WTO 가입국가로서 우크라이나의 수출진흥정책 최용석(경희대)

아제르
바이잔
(후속)

WTO체제 수용과 이행을 위한 후속 이슈

성극제(PM, 경희대)

서비스협상 이슈와 협상기법 성극제(경희대)

WTO 체제하의 수입 정책 및 관세체계의 발전 안덕근(서울대)

아제르바이잔의 WTO 가입 관련 농업부문 협상 전략 임정빈(서울대)

아제르바이잔의 수출구조 분석 및 관련 시사점 이시욱(한국개발연구원)

터키
(후속)

국가기술 및 혁신능력 개발 모델

서중해(PM, 한국개발연구원)

한국 혁신시스템의 변화와 발전전략 서중해(한국개발연구원)

산학협력 강화방안 양준모(연세대)

기술, 기업가 정신, 그리고 인큐베이터 강병수(충남대)

클러스터 접근을 통한 산업고도화 전략 임채성(건국대)

모잠비크
(정규)

모잠비크의 농업생산성 혁신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모잠비크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접근전략 김석동(공주대)

농업기술의 혁신과 그 전파방안 김석동(공주대)

농업생산성 혁신을 위한 농지이용의 효율화 방안 김정부(친환경농업연구원)

농업생산 및 분배의 지원을 위한 농산물 유통의 개선 윤호섭(연세대)

농업금융 접근성 강화 방안 김진우(한국개발전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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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알제리
(정규)

알제리 전자결제시스템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카드 거래를 중심으로

알제리 전자결제시스템의 현황 및 주요 이슈 이장혁(고려대)

전자결제와 경제발전 이장혁(고려대)

국내외 전자결제시스템 사례 분석
나준모(BC카드)
전홍민(한국개발전략연구소)
정대성(금융결제원)

알제리전자결제시스템개선및활성화를위한정책제언 연구진 공동

베트남
(계속)

수출금융 관련 운영지원 및 신용보증제도 자문

수출신용기구 운영지원/수출보험제도 도입 자문 손승호(한국수출입은행)

국내 개발금융 운영지원 손승호(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제도 구축자문 박찬기(신용보증기금)

2007

쿠웨이트
(정규)

국가발전계획 수립 및 집행자문

임영재(PM, 한국개발연구원)

전략적 대응을 위한 주요 고려사항 및 SWOT 분석 임영재(한국개발연구원)

이해관계자 관리 및 실행전략 구상 우천식(한국개발연구원)

노동시장 개혁 박헌주(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육 및 인적자원 제도의 개혁 이종훈(명지대)

재정 및 예산제도 개혁 현진권(아주대)

쿠웨이트 5개년 국가발전계획을 위한 정책제언

가나
(정규)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발전기반 구축

전승훈(PM, 한국개발전략연구소)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전략적 접근 전승훈(한국개발전략연구소)

가나의 법·규제 환경 개선 이재훈(시장경제연구원)

중소기업의 자본과 기술 접근성 향상
송치승(중소기업연구원)
박재필(군산대)

가나의 인력개발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강기원(서원대)

아제르바
이잔
(정규)

WTO 가입전략

성극제(PM, 경희대)

WTO 가입협상의 서비스분야 이슈 성극제(경희대)

WTO 체제에서 개발도상국의 지위 분석 안덕근(서울대)

WTO 가입과 무역구제제도의 운영 이재민(한양대)

수출진흥을 통한 산업다각화 방안 이시욱(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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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우즈베
키스탄
(계속)

우즈베키스탄 경제특구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한국의 경제특구 경험과 시사점 이상철(성공회대)

우즈베키스탄 주요 특구 후보지 평가
이정협(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복영(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특구 설립을 위한 제도적 마련 정형곤(대외경제정책연구원)

특구정책과 국제규범과의 조화
Sherzod Shadikhodjaev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우즈베키스탄 경제환경과 경제성장 전망
Akhmedov, Sadikov, 
Said Akhmedov, Talipova
(CSER)

경제특구 설립을 위한 우즈베키스탄의 환경
Akhmedov, Sadikov, 
Said Akhmedov, Talipova
(CSER)

베트남
(계속)

베트남 개발은행 운영 자문 및 신용보증기금 설립방안

베트남 개발은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실무지식 전수 손승호(한국수출입은행)

베트남 신용보증기금 설립방안 제시 박찬기(신용보증기금)

2006

캄보디아
(정규)

캄보디아 재정적자 보전 및 생명보험 도입방안

유일호(PM, KDI 국제정책대학원)

캄보디아 재정수지 예측 2007~2011 유일호(KDI 국제정책대학원)

정부채 발행을 중심으로 한 정부 재정적자 보전 방안
박종태((주)메인스트림 대표)
김성호((주)메인스트림 부장)

생명보험업 도입에 따른 정책 및 구조 김석영(보험개발원)

알제리
(정규)

알제리 소비자 금융시장 활성화 방안: 신용카드 시장을 중심으로

박창균(PM, 중앙대)

신용카드시장 활성화의 필요성
박창균(중앙대)
나준모(BC카드)

알제리 신용카드 결제망 구축방안 나준모(BC카드)

알제리 개인 신용정보 시스템 구축 방안 신인석(중앙대)

알제리 신용카드업의 감독 및 규제 방안 강동수(한국개발연구원)

신용카드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허석균(한국개발연구원)
이장혁(고려대)

베트남
(계속)

베트남 수출신용기구 설립 및 운영지원

[연수사업] 손승호(한국수출입은행)

인도네시아
(계속)

인도네시아 채권시장 개발관리 자문 및 연수

[연수사업]
기재부, KDI 국제정책대학원,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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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터키
(정규)

한국의 경험을 통해서 본 터키 경제의 발전전략

좌승희(PM, 서울대)

민간부문 발전을 위한 공공정책
좌승희(서울대)
윤용(Chulalongkorn University)

기술개발과 혁신시스템 이원영(서울대)

산업화와 인적자원개발: 한국의 경험 김관영(한양대)

공공부문 혁신을 위한 행정개혁 과제 박진(KDI 국제정책대학원)

재정운용시스템의 개혁 고영선(한국개발연구원)

인도네시아
(정규)

인도네시아 주요 경제기관의 개혁

양수길(PM,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인도네시아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지원 오창석(국제금융센터)

인도네시아 채권시장 개발 방안 연구 박종태((주)메인스트림)

인도네시아국세, 관세, 예산공무원교육제도개선방안 유일호(KDI 국제정책대학원)

한국의 수출 및 외국인투자 촉진 경험과 인도네시아를 위
한 시사점

김도훈(산업연구원)

인도네시아 수출중소기업 지원방안 연구 이재민(한국수출입은행)

2004

베트남
(정규)

베트남의 개방경제체제하에서의 주요 정책과제

송희연(PM, 인천대)

베트남 공기업 개혁과제 강신일(한성대)

세계무역체제로의 통합: WTO 가입을 위한 베트남의
준비 현황 및 현안 과제안

이재민(한양대)

베트남의 인적자원개발 전략 이종훈(명지대)

베트남의 거시경제 안정화 백웅기(상명대)

베트남의 외자조달방안-FDI 중심으로 손승호(한국수출입은행)

수출지원금융정책 및 베트남 수출입 은행 설립방안 안응호(한국수출입은행)

우즈
베키스탄
(정규)

우즈베키스탄의 제조업 육성 및 수출촉진방안

이영기(PM, KDI 국제정책대학원)

우즈베키스탄의 개발모델과 한국의 개발경험 김도훈(산업연구원)

우즈베키스탄의 산업개발과 수출진흥 정책의 모색 고일동(한국개발연구원)

우즈베키스탄 산업화 과정에서의 거시금융정책: 한국
경험의 교훈

박원암(홍익대)

한국의 사례로 분석한 우즈베키스탄의 재정 개혁 유일호(KDI 국제정책대학원)

산업정책과 무역자유화정책의 조화전략 안덕근(서울대)

주: 1) * 국별연수 및 정책 자문관 파견 포함, ** 비용분담국가, (*) 사전협의 실시국가 등을 각각 의미함.
2) 사업대상국 아래의 (  )안의 내용은 지원형태 및 연속성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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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부

중국은 1978년 시장경제 도입 이후 글로벌 경제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지난 2007년 

8월 중화인민공화국반독점법을 제정하고 2008년 8월 시행한 이래 경쟁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추세이지만 공정거래 분야의 정책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상황이다. 2012년 9월에 제11회 

한중경제장관회의가 중국 북경에서 열렸으며 공정거래 경쟁정책 분야에서의 지식공유가 주요 

의제로 논의되었다. 이후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NDRC)가 공식적으로 사업을 요청함에 따라 2013년 중국 KSP가 신규 사업으로 

발족하였다. 

■ 제 1 부

중국 KSP 사업의 진행과정

송 대 현 (한국개발연구원)

<표	1>	2013년	중국	KSP	세부주제

현지협조기관 세부 주제명 (국·영문)

국가발전개혁위원회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NDRC) 

IT산업에서 지적재산권 남용 방지를 위한 반독점법 집행역량 강화 
(Enhancing Enforcement Capacity of Competition Law to Prevent Abuse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IT Industry)

행정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역량 강화
(Regulating Abuse of Administrative Power: The Experience of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경제정책에 있어서 경제 분석
(Economic Analysis for Competi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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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과 8월에 중국 북경에서 NDRC와 KSP 사전협의 및 실무협의를 실시하였으며 

KSP의 사업 내용과 절차를 설명하고, 올해 협력주제인 공정거래 관련 정책 경험 공유에 관한 

세부협력 논의를 토대로 사업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양국 간 합의에 따라 3개 주제를 선정하였다. 

2013년 중국 KSP는 신광식 연세대학교 겸임교수가 연구책임을 맡고 김원준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전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사무처장(직대))를 수석고문으로 하여 진행되었다. NDRC의 

공식적인 서면 수요조사서, 사전협의 및 실무협의를 통해 파악한 중국의 정책적 수요를 고려하여 

주제을 선정한 후, <표 2>와 같이 주제에 대해 정통한 지식과 실무 경험을 갖춘 한국 학자로 

전문가 팀을 구성하였다.

중국의 NDRC와 한국 공정위와의 협력협정(Cooperative Arrangement)을 통하여 세부적인 

사업추진절차 및 내용, 연수사업규모, 양국 간 비용분담 등을 구체화하였다. 이후 연구진은 3번의 

연구진 회의와 한국공정거래위원회 실무진과의 점검회의를 통하여 연구의 방향과 목적을 

구체화하였다. 

2014년 5월 12~16일 일정으로 중국 NDRC 가격감독조사 및 반독점국 국장인 Xu Kunlin을 

단장으로 한 6명의 중국 실무진과 학자를 초청하였다. 이 기간 한국 연구진과 중국 실무진 및 

학자는 중간보고회를 통해 중간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연구계획을 구체화하였으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공정거래위원회 등 주제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국내 

전문가들의 발표, 면담, 및 질의응답을 통해 연구주제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최종보고회는 2014년 6월 25일~27일 일정으로 중국 북경 현지에서 실시하였다. Xu Kunlin 

가격감독조사 및 반독점국 국장, Wang Xiaoye 국무원 반독점위원회 자문위원, Liu Chunqian 

인민대학교 지식재산권대학원 원장 등 정부관계자 및 학자들을 초청하여 2013년 중국 KSP 

사업의 3개 주제에 관한 연구 및 자문내용을 발표 토론하고 중국 KSP 사업 경과 및 결과를 

공유하였다.

<표	2>	중국	KSP	국내연구진	소개

자문과제 성명 소속·직책

①  IT산업에서 지적재산권 남용 방지를 위한 
반독점법 집행역량 강화 

이황 고려대학교 교수

②  행정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역량 강화 윤미경 카톨릭대학교 교수

③ 경제정책에 있어서 경제 분석 이재형 한국개발연구원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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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부

한국은 30년 이상의 경쟁법 집행경험을 축적한 나라이다. 1980년 말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이래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과 제도를 개발하고 법집행 경험을 축적하였으며, 

이를 통해 세계 주요 경쟁당국의 하나로 성장하였다. 반면, 중국은 반독점법을 제정하고, 

2008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신생 경쟁당국으로서 합리적인 

반독점정책을 개발하고 법집행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큰 과제를 안고 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경쟁규범을 확립하고 법집행 역량을 강화함에 있어서 한국의 

경험은 유용한 가이드를 제공한다. 본 사업은 한국 공정위의 경쟁법 집행 경험과 노하우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 반독점당국은 반독점법 집행 및 

법집행역량 강화에 긴요한 정책적 아이디어와 시사점들을 얻을 수 있다. 본 사업에서 다루고 있는 

세 주제, 즉 지적재산권 남용 규제, 행정권한 남용 규제 및 경제분석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들이다.

중국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 후 고속성장을 거듭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다. 

오늘날 반독점법은 국제적으로 집행되며, 기업활동 전반에 적용된다. 이미 중국 당국의 

반독점법의 집행은 중국진출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 및 주요 교역상대국들에게 실제적 및 

잠재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향후 중국 당국이 법집행을 강화함에 따라 그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반독점법 집행은 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교역과 투자를 증진한다. 그러나 반독점법이 부적절하고 자의적으로 집행된다면, 이 법은 

기업활동을 불필요하게 통제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어 창의적 경제활동을 억압하게 될 것이다. 

또한 자국 산업이나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집행된다면 교역과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다. 

중국 KSP 사업의
시사점 및 기대효과

신 광 식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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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중국의 반독점법 집행이 합리적인 경쟁법 원칙과 경제분석에 의거해 이루어지는 것은 

해당 국가만이 아니라 세계경제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정당하고 합리적인 반독점법 집행은 

중국시장 참여 기업들에게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쟁의 환경을 기회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이다.

오늘날의 디지털 경제에서 지적재산권은 중요한 경쟁 무기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지적재산권 남용에 대한 반독점법 규율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지적재산권 남용의 규제는 

어렵고도 복잡한 이슈들을 내포한 반독점법 영역이다. 따라서 충분한 조사·분석역량이 있어야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 공정위의 지적재산권 남용의 규율 및 

경제분석의 경험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경쟁규범 확립과 경제분석 역량 강화에 중요한 

참고가 된다.

중국시장이 더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시장이 되는 데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 

행정권한의 남용이다. 중국 반독점당국이 효과적으로 행정권한 남용을 규율할 수 있다면, 모든 

시장 참여자들에게 보다 공정하고 경쟁적인 시장환경이 제공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쟁당국이 경쟁주창의 역할을 수행하는 역량이 필수적이다. 한국 공정위의 경쟁주창 경험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행정권한 남용의 통제를 위한 정책적 노력에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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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07년에 반독점법을 제정했고, 2008년 8월부터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반독점법의 

집행권은 세 기관에 배분되어 있는데, 이중 국가발전개혁위원회(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NDRC)는 가격관련 독점행위를 규율할 책임을 지고 있다. NDRC는 신생 

경쟁당국으로서 효율적인 법집행에 필요한 경쟁정책의 틀과 법집행 역량을 발전시켜야 하는 

도전적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달성함에 있어서, 경쟁법·정책의 경험이 풍부한 나라의 경험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은 1980년 말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제 한국은 30년 

이상의 경쟁법·정책 경험을 축적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준사법적 권한을 가진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양한 시장에서의 복잡한 경쟁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정교한 법 원칙들과 

분석의 틀을 발전시켰다.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적정한 경쟁의 규범을 정립하고 집행역량을 강화함에 있어서, 

한국의 경쟁법·정책의 경험에 관한 지식은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다. 이런 공통 인식 하에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는 반독점법 관련 KSP를 통해 한국의 경험과 지식을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 합의를 통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세 주제, 

즉 지적재산권 남용, 행정권한 남용 및 경제분석이 대상 분야로 선정되었다.

오늘날의 글로벌 경제에서 경쟁법·정책은 국내 문제를 다루는 국내 법·정책이 아니다. 중국 

경쟁법의 국제적 집행은 글로벌 기업들 및 주요 교역상대국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주요국의 

경쟁법 집행이 합리적인 경쟁법 원칙과 경제분석에 의거해 이루어지는 것은 당해 국가만이 

아니라 세계경제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디지털 경제의 도래에 따라 경쟁의 성격과 

방식이 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적재산권 남용에 대한 합리적인 경쟁법 적용이 중요한 

총 론

신 광 식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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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정책 과제가 되고 있다.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국제적 법집행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공정위의 지적재산권 남용 규율 및 경제분석의 경험은 중국 

국가개발개혁위원회의 경쟁규범 확립과 경제분석 역량 강화에 매우 유용한 가이드가 될 것이다.

행정권한의 남용은 중국경제가 보다 개방된 경쟁적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국 공정위의 경쟁주창 경험은 행정권한 남용의 통제를 위한 중국 

국가개발개혁위원회의 정책적 노력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행정권한 남용의 규제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보다 공정하고 경쟁적인 시장환경을 제공한다.

선정된 세 분야에서의 한국의 경험에 대한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IT산업에서의 지적재산권 남용 방지를 위한 집행역량 
강화

디지털 경제의 발전과 세계화는 시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경쟁의 성격과 본질이 

변하고 있으며, 혁신과 지적재산권이 경쟁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변화들로 인해 

경쟁당국들은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 새로운 복잡한 문제들에 직면해있다.

디지털 경제에서 지석재산권의 경쟁상 중요성 및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들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흔히 지적재산권은 중요한 경쟁 무기가 된다. 이에 따라, 지적재산권 행사와 관련한 경쟁상 

이슈들이 생기며, 경쟁당국은 지적재산권 남용을 규제해야만 한다. 한편, 경쟁법과 

지적재산권법은 충돌의 여지가 있다. 최근 스마트폰 관련 특허전쟁이 벌어지면서 경쟁법과 

지적재산권 간의 접면에 대해 큰 관심이 쏠렸다. 이런 지적재산권 관련 이슈들은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에서도 생기고 있다.

한국의 경우,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 및 경쟁법 집행의 강도는 경제발전 단계에 맞춰 

변화해왔다. 2000년대 후반 이전까지는 지적재산권 보호에 초점이 있었으며, 이런 노력은 혁신을 

촉진하여 IT 산업 등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공정거래법이 지적재산권 관련 행위들에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이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재산권 남용에 대한 법집행 활동은 지적재산 관련 경쟁의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역량 강화와 더불어 이루어졌다. 공정위는 특허청을 위시한 타 정부기관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했고, 외국경쟁당국 및 국제기구들과의 협력 채널을 강화하였다. 또한 

공정위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세 가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적재산권 남용에 대한 분석 틀을 

제시하였으며, 2010년과 2011년에는 제약, IT, 화학, 기계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공정거래법은 지적재산권의 정당한 행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본 보고서는 2014년 

대법원의 GSK 사건 판결을 통해 지적재산권의 정당한 사용의 의미를 논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세 가이드라인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한국의 중요한 

지적재산권 남용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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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의 적절한 보호는 경제발전에 매우 긴요하다. 지적재산권의 남용 금지되어야 

하는데, 지적재산권 관련 경쟁 이슈들은 매우 복잡하여 분석이 쉽지 않다. 그래서 한국의 

경험처럼 경쟁법 집행에 앞서 지적재산권 남용을 올바로 식별해낼 수 있는 분석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2. 행정권한 남용의 규율

행정권한 남용은 중대한 경쟁저해 요소이다. 국가 주도 경제에서 시장 주도 경제로 

이행하려는 나라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법 및 행정권한에 의한 장애물들이 많다면, 경쟁법의 

범위와 효능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경쟁적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경쟁의 

장벽들을 줄이는 것이 긴요하다. 일차적인 과제는 규제개혁과 민영화를 통해 정부의 개입을 

줄이면서 동시에 국가기업들에 대해서도 경쟁법을 적용하여 경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행정권한 남용에 대응하려면 체계적인 경쟁주창 노력이 필요하다. 경쟁당국은 특정 

이익집단과 관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쟁주창 역할을 하기에 적합하다.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주창의 법적 임무를 갖고 있다. 원래 공정거래법은 

정부기관들에게 경쟁제한적 법령 제정 등을 하기 전에 공정위와 협의하도록 하였고, 공정위는 이 

조항에 의거해 부당하게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의 도입을 반대해왔다. 1998년부터 공정위는 

규제개혁위원회에 경쟁평가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경쟁주창 기능을 수행하였다. 또한 1997년부터 

공정거래법은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을 위해서 공정위에게 시장구조를 조사·공표하고 

독과점적 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시장에 대해 경쟁촉진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쟁의 도입 기타 시장구조의 개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매년 시장구조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1980년대 한국 정부는 정부 주도의 경제에서 시장 주도의 경제로 이행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였다. 1990년대에는 본격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였고, 외환위기 이후 민영화와 구조개혁을 

추진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공정위의 경쟁주창 역할은 더 확대되었다. 공정위는 경쟁제한적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를 제한하고 기존의 경쟁제한적 법령·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정부 내에서 경쟁주창 역할을 수행하여 공적 경쟁제한의 확산을 막고 경쟁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러한 활동의 대표적인 성과로서 1999년 2월에 「카르텔일괄정리법」을 

제정하여 18개 개별 법률에서 인정되던 20개 카르텔 제도를 철폐한 것을 들 수 있다.

한국의 경험은 규제개혁, 국가기업들에 대한 경쟁법 집행 등 적극적인 경쟁주창 활동이 

행정권한 남용을 억제하는 데 유효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물론 경쟁당국이 경쟁제한적 

정부조치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규명할 능력이 있어야 성공적인 경쟁주창이 가능하다. 

행정권한 남용에 대한 포괄적 분석은 그런 남용이 경제에 가하는 비용과 해악을 널리 알림으로써 

경쟁적 시장경제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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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경쟁정책을 위한 경제분석

경쟁법·정책의 목적은 전반적인 경제적 효율성 혹은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국민후생의 수준은 가용 자원이 사람들의 욕구충족의 측면에서 얼마나 잘 배분·활용되는지, 즉 

자원 배분·활용의 효율성에 달려 있다. 기업행위가 국민후생에 미치는 영향은 배분적 효율성과 

생산적 효율성의 두 관점에서 파악될 수 있다. 배분적 효율성(allocative efficiency)은 소비자 

후생의 관점에서 가용 자원들의 산업 간 배분이 적정한지의 문제이고, 생산적 효율성 

(productive efficiency)은 생산활동에서 자원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조직·활용되는지의 

문제이다.

시장지배력을 창출·강화하는 기업행위는 배분적 비효율성을 초래함으로써 소비자후생을 

저해하며, 생산적 효율성을 창출하는 기업행위는 재화의 생산비용을 낮추거나 재화의 가치를 

높임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이익을 제공한다. 많은 경우에 배분적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기업행위는 

동시에 생산적 효율성의 증대도 가져온다. 다시 말해서, 표면적으로 반경쟁적인 것으로 보이는 

행위가 사실은 효율적인 행위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수평 기업결합은 관련시장에서 경쟁자 

수를 줄이지만 흔히 결합기업에게 다양한 형태의 효율성을 달성하게 할 수 있다. 수직적 

제한들도 브랜드 내 경쟁을 제한하지만, 유통의 효율성을 실현해 브랜드 간 경쟁을 강화할 수 

있다.

따라서 경쟁당국이 기업행위의 경쟁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올바른 위법성 판단에 

필수적이다. 행위의 경쟁효과 분석은 불가피하게 경제이론에 의거해야만 한다. 그래서 경쟁당국의 

경제분석 역량은 효과적이고 올바른 경쟁법·정책 집행의 필요조건이다. 이 때문에 선진 

경쟁당국들이 다수 경제학자들로 이루어진 경제분석팀을 갖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는 지속적으로 경제분석 역량을 강화해왔다. 이 과정에서 한국개발연구원은 

산업조직과 시장집중 자료를 생산·분석하고 주요 경쟁의 문제들을 분석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공정위를 지원해왔다. 경쟁 이슈가 점점 더 복잡해짐에 따라 공정위는 분석역량 강화를 위해 

자체 경제분석팀 설치, 외부 전문가 자문 확대, 전문가 채용, 직원 교육훈련 프로그램 강화, 

경제분석 가이드라인 채택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점점 더 많은 

사건에 대한 경제분석을 하고 있으며, 위법성 판단에 있어 경제적 증거를 중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매년 산업집중과 시장구조에 관한 통계를 공표하는데, 이 정보는 한국의 산업조직 

변화와 경쟁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또한 공정위는 외부 전문가들에 의뢰해 특정 산업 

또는 기업행위에 대한 심층 연구를 수행하는데, 이는 공정위의 법집행 및 경쟁주창에 유용한 

기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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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국의 경제발전은 1980년대 이후 지식재산권의 창출과 보호에 크게 힘입었다. 경제발전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초기의 요소투입 증가 중심의 경제성장전략이 한계에 부딪치고 창의력과 

생산성 향상이 핵심과제가 되며 이 때 지식재산권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지식재산권이 강조되다 

보면 권리남용과 과잉보호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는 지식재산권의 남용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규제 문제를 촉발하게 된다. 최근 지식재산권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규제 문제는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이른바 특허전쟁을 통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러한 법적 

문제들은 단순히 선진경제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식재산권의 역할을 중시하는 모든 

경제모델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은 경제발전에서 공정거래법 못지않게 

지식재산권의 역할에도 의존해왔고, 양자 간의 균형을 통해 제도를 형성하고 법을 집행하여 

성공적으로 경제발전에 기여해왔다. 이러한 경험은 많은 개발도상국들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관련된 한국의 법제도와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의 분석체계 

및 한국의 주요 사례들을 정리하고 한국의 경험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제시한다.

■ 제 1 부

제1장
IT산업에서 지식재산권 남용 방지를 
위한 반독점법 집행역량 강화

이 황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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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서론

1.  경제발전을 위한 지식재산권의 중심적 역할 및 
지식재산권 남용 억제를 위한 경쟁법의 역할 

최근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이른바 특허전쟁을 배경으로 공정거래법과 지식재산권 

사이의 관계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FRAND (Fair, Reasonable and Non-

Discriminatory) 약정의 적용을 받는 표준필수특허권자의 금지청구나 배제명령 신청행위,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전략적인 특허취득행위, 그리고 특허관리전문회사(non-practicing 

entities)의 소송남용행위나 특허우회주장(privateering) 등 새로운 이슈가 등장하였다. 이는 

특허 매복(patent ambush)이나 로열티 누적(royalty stacking) 등 기존 이슈와 함께 특허권자의 

권리행사의 한계 및 특허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경쟁법의 역할에 대한 치열한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이러한 법적 문제들은 단순히 선진경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식재산권의 역할을 중시하는 

모든 경제모델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지식재산권은 전환기에 있는 

경제들의 성공적인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특히 생산요소 증가 모델에서 생산성 증가 

모델로 전환하는 데 긴요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쟁법은 지식재산권자가 지식재산권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시키거나 지식재산권의 보호취지에 반하여 소비자후생과 혁신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은 경제발전에 있어서 경쟁정책 집행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드문 사례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경쟁정책 못지않게 지식재산정책도 경제발전의 핵심요소의 하나임을 보여주는 

국가이다. 이러한 한국의 경험은 많은 개발도상국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2. 지식재산권 남용 규제의 국제적 동향

대부분의 경쟁당국들은 경쟁법이 지식재산권 남용 규제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혁신을 저해할 수 있는 과도한 정부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 한다. 최근 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 

남용규제에 대한 논의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이루어진 컨센서스를 바탕하고 있다. 첫째, 

공정거래법과 지식재산권은 서로 혁신과 소비자후생 증대라는 목적을 공유하고 조화로운 집행이 

가능하다. 둘째, 지식재산권 행사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혁신 등 친경쟁적 효과와 

반경쟁적 효과를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셋째, 지식재산권 자체만으로는 시장지배력이 추정되지 

않는다. 넷째, 기술이전을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일정한 안전항(safe harbor)이 인정된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지식재산권 분야에서의 경쟁법 집행은 큰 변화를 겪어 왔다. 1930년부터 

1970년까지 미국 경쟁당국은 지식재산권이 창출하는 시장지배력에 대하여 적대적 태도를 

취하였으며, 이는 이른바 ‘Nine-No-Nos’ 원칙으로 구현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미국 

경쟁당국은 특허는 적법한 재산권이며, 그로부터 시장지배력이 추정될 수 없고, 동태적 효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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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합리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관대한 입장을 취하기 시작하였다. 유럽과 일본의 

경쟁당국도 비록 약간의 시차는 있지만 형식주의적이고 개입주의적인 접근법에서 경제적이고 

효과주의적인 접근법으로 입장을 변경하여 왔다. 최근 미국에서는 특허의 강도나 질을 고려하여 

특허권 행사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 다수가 되는 경향이 있다.1) 역지불합의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FTC. Actavis 사건은 이러한 사법적 경향을 확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2) 이와 

같은 반성에도 불구하고, 법학 및 경제학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식재산권 행사의 

적법성을 존중하는 원칙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한국을 비록한 주요 경쟁당국의 법집행도 

이러한 글로벌 컨센서스에 부합한다. 

3. 경제발전단계에 따른 적절한 규제의 모색

이러한 국제적인 경향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들은 각각의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지식재산권과 경쟁법의 관계에 대해 차별화된 접근법을 필요로 한다. 개발도상국은 혁신유인을 

이용할 수 있는 혁신동력이 부족할 수 있으며 특허시스템이 부여하는 혁신유인을 내부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정도와 경제발전단계는 U자 모양의 

관계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즉 경제발전 초기단계에는 기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선진국의 기술도입을 도입하는 데 치중하고 이에 따라 자국 내 지식재산권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일정수준에 이르면 오히려 모방효과보다 혁신효과가 더욱 커져서 지식재산권을 

적극 보호하고 혁신능력을 제고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식재산권의 역할을 강조하다 

보면 권리남용과 과잉보호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이는 지식재산권의 남용 등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규제 문제를 촉발하게 된다. 

4. 개발도상국에 대한 참고사례로서의 한국의 경험

한국의 경쟁법과 지식재산정책의 발전과정은 개발도상국에 중요한 참고사례가 될 수 있다. 

한국은 단기간에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가난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산업국가로 도약한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사회 및 경제제도나 문화적 측면에서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이행한 

경험을 온전히 간직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제발전은 많은 부분 지식재산권에 기반한 생산성 

향상과 적극적인 경쟁정책으로 인한 것이다. 한국은 경제발전과 지식재산권 그리고 경쟁정책의 

생산적인 조화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생산요소 투입 모델을 넘어서 혁신지향적 

경제를 육성하려는 개별 경제에 있어서 한국의 경험은 기존의 체제와 서로 다른 경제발전 단계에 

있는 고도성장경제가 필요로 하는 체제 간의 간극을 메우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1)  Alden F. Abbott, “The Evolving IP-Antitrust Interface in the USA-the Recent Gradual Weakening of Patent Rights,” Journal of 

Antitrust Enforcement, forthcoming (2014).

2) FTC v Actavis Inc., 133 S. Ct. 222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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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한국의 경제발전과 공정거래/지식재산권 정책

1.  경제발전 단계에 따른 경쟁정책과 지식재산정책의 
발전3)

한국의 경제발전은 1960년대 정부주도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시기부터 지식재산권 제도가 확립되고 공정거래법 제정논의가 진행된 1970년대까지를 

공정거래법과 지식재산권 정책의 ‘도입기’라 할 수 있다. 이후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시기를 공정거래법과 지식재산권의 ‘정착기’,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를 각 정책과 법집행의 ‘발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를 

선진경제를 이루기 위한 현대적인 공정거래정책과 지식재산권 정책의 ‘확산기’로 부르기로 한다.

도입기에 한국 정부는 발명친화적 분위기를 촉진하기 위하여 실용신안제도와 직무발명 

제도를 도입하고 지식재산제도의 안정을 위해 변리사협회 및 특허청을 설립하였다. 이 시기에 

한국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은 선진기술의 모방 및 개량을 통한 독자적인 기술개발역량 

확보를 위해 낮게 설정되었다. 도입기에 정부주도의 개발경제정책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정책은 주로 물가안정수단으로 인식되었다. 

정착기에는 한국기업들이 외국기업으로부터의 기술이전에 의존한 성장에 한계를 느끼고 

독자적 R&D 기반을 확충하기 시작하면서 국제경쟁시대에 걸맞는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선진 지식재산제도의 확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한국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회원이 되고 각종 IP 조약에 가입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의 지식재산제도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되었다. 한편 경제규모가 커지고 경제성장에 

따른 폐해가 나타나면서 경제개발정책에 따른 정치적·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1980년에 공정거래법이 제정되었다. 다만 이 시기에 공정거래법은 시장경쟁촉진 중심의 

본격적인 경쟁법의 취지보다는 공정한 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산업정책의 부작용을 치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발전기에는 이미 한국기업의 기술혁신역량이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으며 국내외 특허출원이 

급증하였다. 이 시기의 지식재산정책은 특허의 질을 높이고 특허출원절차를 간소화하고 

특허심사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한편 1997년 경제위기는 한국의 공정거래정책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한국은 위기 극복을 위해 국제기준을 채택하고 자유시장경제적 

요소를 수용하여야 했다. 또한 한국이 OECD와 WTO 등 국제기구에 가입하면서 효율성과 

소비자후생에 기반한 본격적인 경쟁법 집행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00년대 들어 사적 분쟁의 성격을 지닌 사건에 대한 개입을 지양하고 한정된 

3)  이하는 Jeeyoun Shin, Juyeon Lee, Korea'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ystem and Its Application to The Phases of Industrial 

Development: Focusing on The Patent System, KSP Modularization Series 25-30 (2011) 및 Hwang Lee, Korea's Developmental 

Experiences in Operating Competition Policies for Lasting Economic Development, 2013 Modularization of Korea's Development 

Experience (Apr. 2014).를 요약하고 최소한의 수정을 가한 것이다. Keun Lee, Intellectual Property and Economic Development in 

the Republic of Korea: An Introduction, in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e Economics of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Republic of Korea, Pub. No. 1031(e), 2012도 참조.



074 · 2013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중국

■ 제 1 부

집행자원을 파급효과가 큰 사건에 집중하기 시작하였으며, 선진적인 법이론 및 경제분석에 기초한 

법집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 대표적 성과가 2006년 마이크로소프트 사건이다. 이 사건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국적 기업의 복잡한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집행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이는 인텔이나 퀄컴 등 다국적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사건으로 이어졌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저성장 국면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른바 중진국의 

함정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경제성장모델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더 이상 제조업에만 집중해서는 

경제성장이나 국제경쟁력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식재산 집약적 산업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2011년에 지식재산기본법이 제정되고 

지식재산위원회가 설립되었다. 한국에서도 경제가 발전하면서 앞에서 보았던 U자 모양의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의 변천이 시현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일부 한국기업들이 지식재산권을 

강조하는 글로벌 IT기업으로 발전하고 외국의 다국적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하면서 

지식재산권 남용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2. 경제발전과정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논자마다 견해의 대립이 있고 

경험적 증거도 종종 엇갈리게 제시된다. 그러나 한국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지식재산권 보호는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1980년대 경제발전이 일정한 단계에 

도달한 후 독자적 기술개발역량이 향상되고 기술이전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적극적인 R&D 투자 및 

독자적 연구개발 능력의 확보는 1980년대 중반에 이루어진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 즉, 한국에서 지식재산권은 생산요소 투입모델에서 생산성 

증가모델로 전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따른 폐해를 해결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남용규제의 발전과정 

지식재산권의 역할을 강조하다 보면 권리남용과 과잉보호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이는 

지식재산권의 남용 등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규제 문제를 촉발하게 된다. 현 시점에도 한국에서는 

특허무효율이 높고 법원에 의해 인정되는 손해배상금액이 미미한 등을 들어 지식재산보호수준이 

아직 국제수준에 비해 높지 않다. 이로 인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은 시기상조라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을 적용한다고 해서 지식재산권자의 권리행사가 위축되는 것은 

아니며, 지식재산권의 기본적 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특허범위 확대나 후속혁신에 대한 부당한 

제한을 규제함으로써 오히려 혁신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비판은 

타당하지 않다. 

2000년대 후반들어 한국 경제가 지식기반경제로 탈바꿈하고 지식재산이 기업경쟁력의 

핵심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지식재산권 남용의 폐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지식재산권과 

공정거래법의 관계는 가장 논란이 많은 주제 중 하나로 부각되었다. 다국적 기업에 의한 F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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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 위반이 문제된 2009년 퀄컴 사건이 이러한 현상을 잘 보여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경부터 지식재산권 분야를 중점 감시대상으로 선정하고 2010년에는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관한 심사지침”을 개정하는 등 규제원칙을 확립하고 위법행위를 

감시하는 노력을 본격화하였다. 2010년과 2011년에는 제약, IT, 화학, 기계 분야의 특허권 남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중요한 사건을 발굴하였고, 2012년 특허 라이선스 계약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2011년 공정거래법 자율준수를 위한 표준화기구의 모범운영기준을 제정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제3절 지식재산권 남용에 대한 규제체계

1. 공정거래위원회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집행을 책임지는 중앙행정기관이며 지식재산권 남용의 

규제에 있어서도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동시에 준사법적·준입법적 기능도 수행하는 대표적 

독립규제위원회이다.

공정거래법과 지식재산권과의 접점은 매우 복잡할 뿐 아니라 부적절하게 규제할 경우 

경제발전의 핵심인 혁신 노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남용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균형감을 갖춘 제도와 충분한 기관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보여주는 지식재산권 규제노력은 과거부터 

축적되어 온 공정거래법 집행경험과 능력이 바탕이 된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2. 다른 기관 및 외국과의 협력

공정거래법과 지식재산권법과의 접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분야를 주관하는 정부기관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한국 특허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지식재산권 주무기관으로,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반도체칩 설계 등의 심사와 등록 등을 

책임지고 있다. 그 외에 특허심판원을 설치하여 지식재산권의 등록과 효력 등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도록 하기 위하여 2011년에 국가지식재산기본법이 

제정되고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위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식재산정책이나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특허청,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그러나 사건의 조사나 심사에 관해서까지 공식적으로 협력 또는 

협의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특정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이론, 국제적 동향이나 특허당국의 입장에 대해 의견을 구할 수 있지만, 사건의 사실관계나 

위법성 그리고 제재수단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독립행정기관으로서 독자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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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한다. 

3. 법령 체계

「공정거래법」 제59조는 “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라는 제목 하에 “이 법의 규정은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의 ‘정당한 행사’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 

공정거래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이것이 ‘정당한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4)은 해당 

지식재산권 행사가 (1) 새로운 발명 등을 보호·장려하고 관련 기술의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산업발전을 촉진하고자 한 지식재산권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2) 관련 시장의 

경쟁상황과 공정한 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학계에서는 지식재산권 행사의 정당성을 지식재산권법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는지 

공정거래법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는지를 놓고 종래부터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 

2014년 2월 27일에 선고된 대법원의 GSK 판결은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행위의 외형상 특허권의 행사로 보이더라도 그 실질이 특허제도의 취지를 

벗어나 제도의 본질적 목적에 반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특허법의 목적과 

취지, 당해 특허권의 내용과 아울러 당해 행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5) 이 판결은 특허법과 공정거래법의 

대립을 소비자후생의 관점에서 종합하고자 한 것이다. 즉 원칙적으로는 공정거래법 특별법인 

특허법의 관점에서 적용제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지만 특허권의 행사가 정상적이지 않아 

본래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 즉 공정거래법이 도저히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소비자후생을 저해할 우려가 명백한 특허권 행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 제32조는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이라는 제목으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적 협정이나 계약(이하 ‘국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국제계약의 내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과거 한국이 외국에서 경제개발에 필요한 선진기술을 

도입하면서 국내기업이 외국기업으로부터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마련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 규정은 1997년 이후에는 활용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2004년 이후에는 

공정거래법에 역외적용 규정이 도입되면서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계약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없어졌다. 그에 따라 현재 관련 규정의 폐지를 위한 

4)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80호. (2010. 3. 31. 개정).

5) 대법원 2014.02.27. 선고 2012두244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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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2015년 상반기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4. 지식재산권 관련 가이드라인의 제정 및 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을 집행하기 위하여 3개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일반원칙은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으로 

2000년에 제정되고 2010년에 개정되었다. 이 가이드라인은 로열티, 특허풀과 크로스 라이센싱, 

표준특허의 행사, 지식재산권 위반소송의 남용, 그리고 특허분쟁에서 불공정한 화해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는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를 망라하여 구체적인 심사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그 외에 2011년에는 “공정거래법 자율준수를 위한 표준화기구의 

모범운영기준”을, 2012년에는 “특허 라이선스 계약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각각 

제정하였다. 

5. 산업별 실태조사의 실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식재산권 남용이 우려되는 산업분야에 대하여 2010년 광범위한 산업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는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잠재적인 

법위반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능동적 조사방법이다. 제약, IT, 화학 및 기계산업과 같이 

지식재산권이 중요하면서도 남용의 여지가 많은 분야에서 실시된 이 조사의 결과, GSK와 

동아제약 간의 역지불합의 사건 및 SK텔레콤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사건이 적발, 시정조치되는 

성과를 낳았다.

제4절 지식재산권 심사지침의 남용행위 분석체계

1.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공정거래위원회는 2000년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규제 필요성에 대한 컨센서스가 형성되지 않고 집행역량도 

충분하지 않은데다 내용도 부족한 점이 많아 이 심사지침이 널리 이용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국내외 경제계에서 규제필요성이 부각되면서 2010년 심사지침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심사지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 모든 지식재산권의 행사에 적용될 

수 있으나, 기술의 편의를 위해 특허권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나머지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추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심사지침은 지식재산권의 행사가 기술혁신의 유인을 제공하는 한편 관련시장의 질서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을 

남용하여 관련기술의 이용과 새로운 기술혁신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행위는 지식재산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 행사가 공정거래저해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양 

효과의 비교형량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심사하는 합리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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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 증대효과의 입증수준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효과의 발생이 막연하게 기대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되며, 해당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분명하게 입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사지침은 지식재산권 행사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제외 여부를 판단하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 각 규정별 심사지침 적용단계로 넘어가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6) 이를 위해 각 세부유형별로 (1) 기본특성 및 주요 고려사항, (2) 적용 

가능성이 높은 공정거래법 규정, (3) 남용행위 유형, (4) 남용행위의 구체적 사례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지식재산권 심사지침에서는 먼저 실시허락 일반과 관련하여 실시허락의 대가, 실시허락의 

거절, 실시범위의 제한, 실시허락 시 부당한 조건의 부과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남용행위유형을 열거하고 있으며, 기술표준 관련 특허권의 행사, 특허소송의 남용, 특허분쟁 

과정의 부당한 행위 및 주요 영업부분에 해당하는 특허권의 양도 등의 위법성 판단기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특허 라이센스 계약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7)

2012년 1월 17일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특허 라이센스 계약 과정의 불공정행위 예방을 위해 법 

위반 사례, 권장 계약 방안 등을 알기 쉽게 해설한 “특허 라이센스 계약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이미 지식재산권 심사지침이 제정되어 있었지만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합리의 원칙에 따라 효과주의적 분석을 하여야 하므로 법적 지식이 부족한 계약당사자가 

바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특히 법적 역량 및 교섭능력이 불충분한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계약서를 중심으로 기술료 등에 대한 제한적인 

협상만을 거칠 뿐, 다른 조항들의 경쟁제한성이나 불공정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하지 못하거나, 

해당 조항의 문제를 인식한 경우에도 공정한 계약조항에 대해 협상을 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러한 배경 하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권고적 성격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중소기업들의 

불공정 라이센스 계약 조항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주고자 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을 이해하기 쉬운 

참고자료나 모범사례로 활용함으로써 계약 당사자들이 특정 조항이 불공정한지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표준계약조항으로 활용함으로써 잠재적인 공정거래법 위반의 

위험을 회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6)  김준범. 고인혜,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의 주요 쟁점, -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의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경쟁저널』 제150호, 2010.5.

7)  2014년 5월 21일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가이드라인을 9월말까지 폐지하고 관련된 부분을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관한 

심사기준에 통합시킬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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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정거래법 자율준수를 위한 표준화기구의 
모범운영기준8)

2011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화 활동을 추진하는 표준화기구 운영주체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인 “공정거래법 자율준수를 위한 

표준화기구의 모범운영기준”을 제정하였다. 모범운영기준은 권고적 성격의 가이드라인으로,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표준화기구가 사적 당사자와의 분쟁에 있어서 특별한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범거래기준은 

표준특허의 남용을 방지하는 데 있어서 표준화기구의 역할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9) 

모범거래기준은 표준화 과정에 발생하는 사업자 간 합의, 지식재산권 행사행위에 주로 

적용되며, 가격 등 거래조건 담합, 표준화 기구 참여 제한을 통한 경쟁사업자 배제, 표준의 

이용가능성 제한 등 주요 법 위반 유형을 사례와 함께 해설하고 있고, ① 표준화 과정의 

참여가능성, ② 표준화 절차운영의 투명성, ③ 선정된 표준의 공정한 이용가능성 등 

표준화기구의 공정거래법 자율준수를 위한 3대 기본원칙과 함께 지식재산권 및 라이선스 정책 

관련 세부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5절 주요 사건
이 절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집행사례들을 

소개한다. 그 동안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식재산권 남용행위가 갖는 배제적 

효과에 중점을 두어 공정거래법을 집행하였으며, 온전한 합리의 원칙에 기초하여 위법성을 

판단하였다. 대부분의 사례에서 높은 가격 그 자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행위와 관련된 규제범위가 매우 좁을 뿐 아니라 

가격규제에 관한 경제적·법적 근거도 미약하기 때문이다. 

1. 초기 사건

2000년대 중반까지의 초기 지식재산권 남용 사건들은 해당 특허와 관계없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는 사건과 특정 특허기술이 필수요건이 된 공공건설입찰에 있어서 특허기술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는 사건이 주류를 이루었다.

2005년 레인보우 스케이프 사건10)에서 레인보우 스케이프사는 자신이 보유한 특허공법을 

8)  2014년 5월 21일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가이드라인을 9월말까지 폐지하고 관련된 부분을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관한 

심사기준에 통합시킬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9)   Kai-Uwe Kühn·Fiona Scott Morton·Howard Shelanski, “Standard Setting Organizations Can Help Solve the Standard 

Essential Patents Licensing Problem”, Antitrust Chronicle,(March. 2013).

10)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2005-151호. 2005.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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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도록 되어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분수 설치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과 특허공법 

사용협약을 체결하면서, 특허기술과 관계없는 다른 공사까지 자신에게 하도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특허기술로 인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된 레인보우 스케이프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하여 시정조치하였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2006년 코백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사건,11) 2005년 (주)인성산업의 부당한 거래거절행위 사건,12) 2006년 (주)스페이스의 

거래거절행위 사건13) 등 3건 더 있었다.

2006년 로열정보기술 사건14)에서는 로열정보기술이 스위스 회사로부터 독점수입하는 제품이 

특정 공공공사의 설계에 반영되어 이를 공급받지 못하면 설비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이에 

해당 경쟁입찰에서 낙찰받은 자가 로열기술정보로부터 해당 상품을 공급받지 못하여 해당 공사 

수행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다. 이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로열정보기술의 거래거절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중 사업활동방해행위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퀄컴의 FRAND 확약 위반에 의한 표준필수특허 남용 
사건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으로 시장경쟁의 관점에서 본격적인 

법집행을 한 것은 2009년 퀄컴 사건15)이었다. 이 사건은 한국내 CDMA 모뎀칩 시장의 독점사업자인 

퀄컴이 휴대폰 제조사들에게 모뎀칩 등을 판매하거나 CDMA 기술을 라이센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퀄컴사가 1) 경쟁사의 모뎀칩을 사용하는 경우에 차별적으로 높은 

로열티를 부과하는 행위와 2) CDMA 모뎀칩/RF칩을 판매하면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수준의 

자사모뎀칩/RF칩 구매를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행위, 3) 부당하게 특허기간이 소멸하거나 

효력이 없어진 이후에도 기술로열티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732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 중 첫 번째와 세 번째 쟁점이 지식재산권 라이센싱과 

관련된 것이었다. 

3. GSK-동아제약의 역지불합의 사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9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제약산업 실태조사의 영향을 받아 

2010년 6월 제약산업 분야 지식재산권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동아제약과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하 ‘GSK’)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여 한국 최초의 역지불합의 사례로 

과징금을 부과하였다.16) 

이 사건은 동아제약이 다른 제법으로 자페개발하였다는 온단세트론 성분을 포함하는 

11)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2006-266호. 2006. 11.23.

12)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2005-174호. 2006. 9.9.

13)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2006-166호. 2006.7.26. 

14)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2005-221호. 2006.10.10.

15)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2009-281호. 2009.12.30.

16)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2011-300호. 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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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구토제 ‘온다론’을 시판하면서 시작되었다. 항구토물질 온단세트론을 주요 성분으로 하는 

조프란의 특허권을 가진 GSK와 동아제약 사이의 특허분쟁이 발생하고 이후 화해계약을 

체결하면서, GSK는 동아제약에 상당한 현금과 혜택을 부여하고 동아제약은 조프란과 비슷한 

약품을 판매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이 합의는 온단세트론의 특허만료기간(2005년 1월 25일)을 

넘어서까지 유효한 것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SK와 동아제약의 합의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 및 총 53억 4천 3백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다. GSK와 

동아제약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하는 

소를 각각 제기하였다.17) 최근 대법원은 GSK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에서 이 사건은 

“특허권자인 원고들이 이 사건 합의를 통하여 자신의 독점적 이익의 일부를 동아제약에게 

제공하는 대신 자신들의 독점력을 유지함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는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판시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대부분 인용하였다.18)  

4.  SK텔레콤의 중소기업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사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11월 11일 SK텔레콤이 자사에 중계기를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에게 

SKT 중계기 납품에 필요한 특허 기술을 이전하면서, 해당 특허가 무효, 취소, 미등록 되는 

경우에도 기술료 납부 등의 의무가 지속되도록 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중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19) 이 사건은 2010년 

8월에 행해진 IT분야의 특허권 남용행위 서면 실태조사에서 인지된 것이다. 

5. 삼성전자의 애플에 대한 표준필수특허 남용 사건

2014년 2월 25일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3세대 이동통신 기술과 

관련한 표준특허의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20)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4개의 표준특허 각각의 개별 기술시장에서 독점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이동통신기기 시장에서 그 지배력을 행사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애플이 협상을 진행하는 도중에 특허소송을 제기하고 삼성의 특허가치를 

종전 인정했던 것보다 저평가하는 실시조건을 제안을 하는 등 성실히 협상에 임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소송 종결 시까지 삼성전자에게 어떠한 실시료도 지불할 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이른바 

‘성실한 특허실시자’(willing licensee)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특허억류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특허는 FRAND 조건에 따라 실시허락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필수요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독점적 통제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삼성전자가 표준화과정에서 특허정보의 공개를 고의로 지연함으로써 적시공개의무를 위반했다고 

17) 서울고등법원 2012.10.11. 선고 2012누302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10.31. 선고 2012누3035 판결.

18)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24498 판결; 2014. 2. 27. 선고 2012두27795 판결.

19) 공정거래위원회 2011.12.13 의결 2011-300호. 

20)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삼성전자의 사업활동 방해행위 심의 결과에 대한 건, 2014.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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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도 없다고 하였다. 

제6절 결론 및 시사점

1.  경제발전과정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식재산권 
진흥의 필요성 

현재의 국제 경제는 과거 한국이 기적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던 때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나라마다 경제발전전략은 다를 수 있고 수출주도형 경제성장모델이 언제나 성공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 간에도 기술혁신역량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의 성공사례를 성급하게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의 

집행과 지식재산권의 활용 및 남용규제 등에 관한 한국의 경험은 혁신증진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식재산전략을 적절히 활용한 성공적인 사례로 참고할 가치가 있다. 국토가 좁고 자원이 부족한 

한국이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던 국가에서 IT, 조선, 자동차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한 것은 지식재산권의 성장에 힘입은 바가 크기 때문이다.

2.  일정한 경제발전단계에 이른 후 지식재산권남용 규제의 
필요성

경제발전단계와 지식재산권 남용규제의 필요성을 연관시켜서 일반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그러나 한국의 공정거래법 집행 시계열 추세는 중요한 사례이다. 즉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발전 초기에는 정책적으로 국제적인 기술이전계약 감시에 중점을 두다가, 경제발전이 

진행됨에 따라 (비록 전통적인 경쟁법적 문제는 아니지만) 신기술에 대한 접근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쪽으로 그 중심을 옮겼으며, 이후 21세기 들어 특허보호가 국제적인 

수준에 이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충분한 집행역량을 축적하게 되자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공정거래법이 적극적으로 집행하기 시작하였다.

3.  지식재산권 남용 규제의 복잡성을 고려한 신중한 
법집행 필요성

지식재산권 남용규제는 경쟁법 분야 중에서도 까다롭고 복잡하기로 유명하다. 기술 정보에 

대한 고도의 이해가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 과잉집행이 장기적인 투자와 혁신 및 기업의 

위험부담 유인 등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효과까지 모두 고려하여야 하며, 잠재적인 경쟁우려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경쟁당국은 합리적인 법과 경제이론에 

바탕하여 특정 라이센싱 관행에 대한 정당화사유 및 동태적 효율성 등을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기술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반경쟁효과만 제거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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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집행오류 방지를 위한 사건처리절차 개선 필요성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와 관련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온전한 합리의 

원칙을 채택하여 경쟁제한적 효과가 효율성 증대효과를 능가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 

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렇게 절차적으로 신중을 기해 온 것은 각 사건이 매우 복잡한 

사실관계에 좌우되는 측면이 있고, 특정 행위가 시장경쟁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가 어려우며, 

기술시장이 매우 역동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중함을 볼 수 있는 사례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끼워팔기 사건이 있다. 비록 이 사건이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규제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첨단기술을 대상으로 한 사실관계의 

복잡성이나 경쟁효과 분석의 어려움이라는 측면에서는 지재권 남용행위 규제와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는 사건이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전담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4년간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가 완료된 후 위원회 심의단계에서도 수개월 

동안 7번에 걸쳐 오랜 심의를 하였다. 구두변론기일에는 당사자 및 이해 관계자들이 선임한 

다수의 대형 로펌을 중심으로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이 증언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등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지식재산권 남용과 관련한 최근 사례로는 퀄컴 사건이 있다. 이 사건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담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최종 결정에 이르기까지 3년 이상의 심도 깊은 조사를 진행하였다. 

위원회 심의에 있어서도 구두변론 및 항변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면서 전원회의를 6회 

개최하였으며, 위법성 입증을 위해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서를 제출받아 분석·반영하였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전원회의에서 전문가들의 증언을 직접 청취하였다. 

한국에서 행해진 위와 같은 신중한 조치들은 피심인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일반원칙 외에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규제에 있어서는 특히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한 데 

따른 것이었다. 이와 같은 고려사항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통된 것이므로, 위의 사례들은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5. 경쟁당국의 역량 강화

지식재산권 분야에 경쟁법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임무이다. 특히 빠르게 진화하는 

IT산업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반면 경쟁당국의 집행자원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경쟁당국은 

결국 역량 강화와 파급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경쟁당국은 내부적으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교육하는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외부적으로는 지식재산권 관할당국이나 외국 

경쟁당국과의 긴밀한 협조 및 정보교환 관계를 유지하여 전문성과 집행경험의 부족을 보완하고 

적절하고 일관적인 법집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6. 한국에서의 지식재산권 남용규제 전망

지식재산권의 행사에 대한 규제는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고 경쟁법 집행의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발전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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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특허관리전문회사(non-practicing entities)의 특허남용행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제조경쟁에서 탈락한 글로벌 기업들이 

특허관리전문회사로 전환하여 기보유한 특허의 독점력을 과다하게 행사하거나 특허관리전문회사가 

표준필수특허를 취득하여 그 권리를 과도하게 행사하는 행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제약분야의 특허남용에 대해서도 향후 면밀한 감시와 함께 관련 제도들의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2015년부터 미국의 해치-왁스맨 

(Hatch-Waxman)법을 모델로 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강화 방침은 제약산업이 건강보험 재정과 소비자후생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감안한 조치이다.

비록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삼성-애플 사건은 FRAND 약정의 

적용을 받는 표준필수특허권자의 금지청구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중요한 규제선례를 남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국가들에서의 법 발전에 발맞추어 표준필수특허권자의 금지청구에 대한 

위법성 판단기준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기준은 기존에 누적된 규제수요를 반영하고 

새로운 규제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조만간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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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정부주도 경제성장 체제에서 시장위주의 경제체제로 이행하는 국가에서는 반경쟁적 상황을 

초래하는 행정권한 남용이 매우 중요한 경쟁정책 현안이 될 수 있다. 합법적인 반경쟁적 규제가 

만연한 경우 경쟁법의 정상적인 집행이 매우 어려워진다. 또한 행정권한을 영위하는 다른 독립적인 

정부기관에 대해 직접 경쟁법을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불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체제이행국의 경우 경쟁법 자체의 운영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규제개혁과 민영화 등을 통하여 

경제에 대한 정부개입의 유산을 청산하고 공기업에 대한 경쟁법 집행을 강화하는 등 경쟁중립성을 

확립하여 경제에서 민간의 영역을 확대하여 나가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쟁당국의 경쟁주창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경쟁주창이란 경쟁법 집행 

이외에 다른 정부기관이나 일반을 대상으로 경쟁의 중요성과 혜택을 일깨우고 친경쟁적 여론과 

환경을 조성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말한다. 이러한 경쟁당국의 활동에는 공적부문 및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경쟁친화적 시장구조를 조성하는 일, 타 정부기관의 정책이나 입법 또는 규제 

도입 시 경쟁제한적 측면을 견제하는 기능, 산업별 규제당국의 기능 수행 및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경쟁을 촉진하는 역할 등도 포함된다. 특정한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법령을 관장하는 다른 행정기관에 대해 경쟁당국이 경쟁법을 직접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행정권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반경쟁 효과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설득, 협의, 권고 등과 

같은 경쟁주창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제 1 부

제2장
행정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역량 강화

윤 미 경 (가톨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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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서 론
경쟁법상 행정권한 남용으로 인한 경쟁제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는 나라마다 정부의 구조, 

법체계 및 역사적 배경 등에 따라 각기 다르다.  본 장에서는 행정권한 남용에 대한 한국 

경쟁당국의 경험을 살펴보고 이에 근거하여 중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본다. 한국은 

정부주도형 경제성장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부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각종 경제 및 사회적 규제를 

도입하고 민간의 경영 역량이 부족한 분야에서는 공기업을 설립하여 해당 분야의 발전을 주도하여 

온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유치산업 보호 정책은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관련 제도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대부분의 개도국에서 미성숙한 민간부문을 해외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원하여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데 기여한다. 하지만 경제가 어느 정도 

발전하여 규모가 커지고 구조도 다양화된 상황에서는 오히려 기득권 세력을 보호·유지하는 데 

남용되는 등 경제적 비효율성을 유발하고 창의적인 경제구조를 조성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 이에 

한국 정부는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장자율화와 시장개방을 추구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으며 

199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경쟁제한적 규제의 혁파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공기업에 대한 

경쟁법의 집행도 강화하여 왔으며 특히 1990년대 말 금융위기로 촉발된 민영화 등을 통해 

공공분야 독점을 축소하여 왔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당국으로서의 역량을 축적해가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여 왔다. 행정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경쟁당국의 역량강화라는 본 과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한국 경쟁당국의 경험을 살펴보는 것은 중국 경쟁당국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는 이와 같이 행정행위에 의한 경쟁제한 문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험과 역할에 주로 초점을 두고 논의한다. 즉, 규제개혁이나 민영화 자체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는 

아니라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다음 절에서는 공정거래법에서 반경쟁적 행정행위를 어떻게 

규제하는지를 먼저 살펴본다. 제3절에서는 규제개혁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였으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규명한다. 제4절에서는 공기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법 집행 경험을 살펴보고 경쟁친화적 민영화를 유도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에 

대하여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제5절에서는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험으로부터 경쟁제한적 

행정권한 남용의 효과적 규제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본다. 

제2절 행정권한 남용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1. 국가행위 및 법령에 따른 행위에 대한 취급

한국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은 기본적으로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자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일컫는다. 당연히 이 정의는 경쟁법 

적용대상에서 국가나 정부기관을 배제하지 않는다. 즉, 국가나 정부기관도 사인의 자격으로 사업을 

행하는 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당연히 공기업도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된다. 

단순히 정부가 보유하거나 경영한다고 하여 경쟁법 적용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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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가가 주권을 행사하거나 정부기관이 공적인 행정행위를 행사하는 경우는 공정거래법의 

실체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다. 바로 이러한 경우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 사전협의 제도,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 의무, 경쟁영향평가 제도 등과 같은 경쟁주창 제도이다. 공정거래법은 행정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반경쟁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이러한 경쟁주창 조항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제3절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나아가, 공정거래법 제58조에 의해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는 경쟁제한성이 있어도 

공정거래법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외가 당연한 것은 아니고 원 법의 취지와 목적 

달성에 필요하지 않은 과도한 경쟁제한적 행위는 공정거래법으로 처벌 가능하다.21) 

2. 공기업에 대한 취급

상기한 바와 같이 공기업이 공정거래법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 적은 없다. 다만 

1990년대 이전에는 공공사업자들은 해당 법률에 의한 규제를 받고 있고 공익성이 크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경쟁당국 내부에서도 팽배하였다. 

나아가 1999년까지는 공정거래법 제1조에서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 분야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적용 대상 사업을 제한함으로써 대부분의 공기업이 경쟁법에서 면제되는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대상 사업 열거 방식은 1999년 폐지되어 그 이후부터는 모든 사업 분야가 예외 

없이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되었다.

공기업과 관련하여 최근 “경쟁중립성”이 국제논의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부각되고 있다. 

경쟁중립성이란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어떠한 주체도 경쟁상 불합리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22) 전통적으로 공기업이 독점하고 있던 산업분야가 

개방되면서 시장에서 민간기업과 공기업이 함께 공존하며 상업적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경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기업에 대한 특혜와 경쟁법에서의 적용제외는 더 이상 

용납되기 어렵다. 더욱이, 중국, 러시아 등 신흥경제국에서 산업정책적 기치하 에 공기업이 

국가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추세가 나타나면서 위에서 언급한 “경쟁중립성”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더욱 활발해졌으며 최근에는 지역무역협정의 주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기도 하다.23)

경쟁중립성이 공기업에 대한 지원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공기업은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러한 공공서비스 책무를 수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보상받는 

것이 마땅하다. 문제는 이러한 지원을 지렛대로 삼아 공기업이 민간 기업과 경쟁하고 상업적 

사업 분야에서 민간의 참여를 배제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는 등 교차지원을 통해 

경쟁중립성을 저해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경쟁중립성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공기업이 시장에 

참여하여 상업적 활동을 수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해당 사업에 민간 경쟁기업 또는 잠재적 

21)  이에 대해서는 대한법무사협회가 집단등기사건수임업무처리규정을 통해 위촉기관의 추천의뢰에 따라 소속 법무사로 하여금 

순차적으로 집단등기사건을 수임하도록 하고 협회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단체의 사건을 임의로 수임할 수 없도록 한 행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며, 공정거래법 제외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행위만을 요하는 공정거래법 제58조에 규정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7.5.16. 선고 96누 150)을 참조 (김두진 2002: pp.167~171).

22) OECD, “Competitive Neutrality: National Practices,” (2012a: 10). 

23) 이황·윤미경·윤현정·이선, 「TPP 심층연구: 경쟁챕터 국영기업 조항」, 201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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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자가 존재할 때 의미가 있다. 또한, 해당 공기업의 규모가 크고 중요도가 높으며 활동범위가 

넓어, 경쟁중립성을 적용하여 얻는 편익이 비용보다 클 경우에만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24) 

OECD는 공기업의 경쟁중립성이 확립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공기업이 상업적 사업 

부문에서 민간기업과 경쟁할 때에 유사한 규모의 민간기업과 유사한 수준의 상업적 수익률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이의 달성을 위해 공기업이 공공책무성을 

다하면서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공공서비스책무 사업에 대한 명확한 회계처리가 있어야 

한다. 또한, 민간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과세의 형평성(조세중립성), 정부규제의 

비차별적 적용(규제 중립성), 부채 조달 조건의 공정성(채무중립성), 정부 조달 사업체 선발과정의 

공정성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25) 공정거래위원회의 공기업에 대한 경쟁법 집행 경험에 대해서는 

제4절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제3절 규제개혁과 경쟁주창: 한국의 경험

1. 경쟁주창을 위한 법적 근거

한국은 공정거래법 제정 초기부터 공정거래법에 경쟁당국의 경쟁주창 활동을 촉구하는 법적 

근거를 도입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도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경쟁법상 경쟁주창 조항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국가는 많지 않으며 이 

사실은 한국이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경제운영 기본 방식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고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을 제정하면서 경쟁주창의 역할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방증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주창 기능을 수행하는 법·제도적 근거는 공정거래법 제63조에 의한 

사전협의 제도, 공정거래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시책 수립·시행 

의무 규정,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한 경쟁영향 평가제도 등 세 가지이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 확보와 위상 강화도 공정위가 경쟁주창 임무를 수행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다음에서는 경쟁주창과 관련된 공정위의 법적 권한과 이에 근거하여 공정위가 

한국에서 경쟁제한적 규제를 혁파하고 경쟁정책적 관점에서 공기업을 규율한 사례들을 차례로 

살펴본다.

가. 사전협의 제도

공정거래법 제63조는 정부기관이 경쟁을 제한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예규나 고시를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 또는 그러한 행정처분을 단행할 경우에는 공정위에 

통보해야 하며, 경쟁제한성이 포함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정위는 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24)  OECD, “Competitive Neutrality an State-Owned Enterprises: challenges and policy options,” OECD Corporate Governance 

Working Papers No. 1, 2011, p.12. 

25) OECD 2011, 위의 글.



090·2013 경제협력국가와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중국

■ 제 1 부

있다. 나아가 위 조항은 사전 협의나 통보가 없이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예규·고시에 대해서도 

경쟁제한성 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위에 경쟁제한적 행정규제의 사전 

차단뿐 아니라 기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에 개입할 수 있는 확고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표 2-1>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동 경쟁주창 조항은 공정거래법 제정 당시부터 도입되어 그 

대상 범위나 구체성이 점차 확대되어 왔다. 처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경쟁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에서 1986년 “부당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의 사업자 

배제행위에서 규제하고 있는 경쟁제한 사항”으로 사전협의 대상이 보다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개정이 이루어진 1980년대 중반은 민주화가 확산되면서 균형성장과 배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던, 

대규모기업집단의 팽창으로 인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1990년에는 동 조항이 적용되는 사전협의 대상이 “부당공동행위와 사업자 단체의 사업자 배제 

행위 외에 가격, 거래조건의 결정, 시장진입 또는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관계행정 기관의 법령 및 

개정”으로 더욱 구체화되었다.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기획원에서 독립된 기구로 

재편되면서 사전협의 시 경제기획원을 거치지 않고 공정위와 바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위가 직접 경쟁주창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1989년 대규모 

백화점의 사기세일 사건 등의 여파로 공정거래법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거래기능 

강화와 공정거래운영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충하여야 한다는 여론의 확산이 있었음은 

특기할 만하다.  

1990년대 중반은 개방화와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경제를 보다 경쟁촉진적 구조로 

전환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된 시기이다. 이에 부응하여 공정거래법도 

개정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 중 하나가 제63조에 의한 사전협의 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동 

개정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은 경쟁제한성이 있는 예규나 고시를 제정할 경우에도 공정위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정위는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사전협의나 통보 

없이도 법령, 예규, 고시 또는 승인 및 기타 처분에 대해서도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는 경우 

공정위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 대상이 확대되었다. 같은 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인 독립 부처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되고 차관급이던 위원장이 장관급으로 

격상되면서 국무회의 및 경제장관 회의 등을 통하여 공정위가 타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경쟁주창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여지가 한층 제고되었다. 이렇듯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주창을 위한 법적 권한은 공정위의 경쟁당국으로서의 독립성과 위상이 제고되면서 함께 

증진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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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주창 활동을 위한 법적 근거 및 제도의 강화 

자료: 법제처, 공정거래법, 각 년도 및 공정거래백서 각 년도를 참고하여 작성

연 도  법적 근거 및 제도의 변화 

1980

공정거래법 제정: 제51조(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 등) (현재 63조)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경쟁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경쟁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명령 또는 처분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986

협의조항의 구체화

-  부당공동행위(당시 11조)와 사업자단체의 사업자 배제행위(당시 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쟁제한사항을 법령의 제정 및 개정, 명령, 처분 또는 승인의 경우 사전협의 

1990

- 경쟁주창 조항이 51조에서 63조로 개칭
-  사전협의 시 경제기획원을 거치지 않고 공정위와 바로 협의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공정위 권한이 강화됨.
-  정부, 행정규제완화 위원회 설립. 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원회와 일반행정규제완화 

실무위원회로 나누어 활동. 종래에 공정위 전신인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 위주로 
추진하던 경제행정 규제완화 시책을 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원회를 통해 추진하게 
됨.

    ○  1997~1998: 경제규제 실무위(경제규제개혁위원회로 개칭) 운영을 통해 경제 
분야 규제개혁 총괄 기능

1995 -  중앙부처로 독립, 장ㆍ차관회의 및 경제장관회의 참여 등을 통해 타 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경쟁주창 활동이 가능해 지는 등 기관 위상 강화

1996

협의 대상 조항 확대 및 공정위 권한 확대

-  부당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의 사업자 배제행위 외에 가격·거래조건의 결정, 
시장진입 또는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관계행정 기관의 법령 제정 및 개정이 사전협의 
대상에 확대 포함.

-  관계행정기관이 경쟁제한성 있는 예규나 고시를 제정할 경우 공정위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정위는 이에 대해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공정위는 사전협의 없이 제·개정된 법령 및 통보 없이 제·개정된 예규·고시 또는 
승인 및 기타 처분 등에 대해서도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는 경우 시정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제3조 신설(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등): 공정위는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경쟁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쟁의 도입 등 기타 시장구조의 개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1998 -  행정규제기본법 제정: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법정 규제개혁기구로 설치되어 
규제개혁업무가 일원화됨. 공정거래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활동. 

2000

-  국무총리 훈령(규제개혁 작업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위에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이 설치됨.

 ○ 경쟁제한적 지방자치단체 조례ㆍ규칙 개선 활동
 ○ 규제개혁위원회가 의뢰하는 규제개혁과제의 조사 및 연구 수행

2009
-  총리실 산하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 개정: 공정위가 정부부처가 규제를 

강화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시장경쟁과 소비자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경쟁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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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법령에 대해 관계부처와 사전협의한 건수는 2004년 총 430건이던 것이 

점차 증가하여 2010년에는 총 1,178건에 이르고 있다. 2010년 공정위는 협의된 법령의 4.7%에 

해당하는 55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 중 83.6%에 해당하는 46건에 대해 공정위 의견이 

반영되는 등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성공률은 2011년 87.9%에 이르고 있다.26) 

공정위는 나아가, 각 부처의 고시·훈령 등 하위규정에 대한 분기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 확인서 발행 금융기관 제한,’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자격 제한’ 등 

총 25건의 경쟁제한적 하위규정에 대해서도 해당 부처에 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27)

한편, 2004~2005년 한국규제학회에 의뢰하여 경쟁제한적인 법령을 검토한 결과, 56개 규제를 

폐지·개선하기로 관계부처와 합의하였다. 또한, 법령 이외에도 경쟁제한적인 예규·고시를 

검토하여 51개 규제를 개선하기로 관계부처와 합의하여 개선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규제 중에는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신규진입을 제한하는 규제, 가격제한 또는 카르텔을 

유발하는 제도 등이 가장 많았다.28) 

중앙정부의 규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규제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규정되는 경우 규제 개혁의 효과가 반감된다는 지적에 따라 2007년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경쟁제한적 규제개혁이 단행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지방자치법학회에 의뢰하여 

진행한 연구 용역 결과 광역자치단체 조례·규칙 중 총 41건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2009~2010년 

사이에 개선하기로 광역자치단체와 합의하였다. 2011년 개선 실적을 보면 합의 건 수 대비 

87.8%의 개선실적을 보이고 있다. 2008년에는 기초 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인 조례·규칙 등을 

추가로 검토한 결과 총 985건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을 개선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11년까지 

총 773건의 개선이 완료되었다.29)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유형의 경쟁제한적 규제는 인증, 진흥, 지원 제도와 

관련된 간접적 경쟁제한 규제이다. 진입규제나 가격규제와 같이 직접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는 모두 헌법상 법률에 근거해야 하므로 지자체 차원에서 이러한 규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법률내용상 규제는 아니나 적용과정에서 특정업체를 우대하는 효과를 가지는 제도들은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제도의 전형으로 특정 사업체를 우수기업 또는 지원이 필요한 

단체로 지정하여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특정 기업이나 단체를 지원하는 

이러한 간접 경쟁제한 규제들은 지역경제발전(지역건설업 지원), 특정계층지원(여성 기업인, 

사회적 기업), 특정단체 지원(전략산업, 친환경농업, 녹색성장 등 정책에 의한 특정사업지원) 등의 

사회적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궁극적으로는 

특정집단 중심의 이익정치 가능성을 높이고 지원대상의 경쟁력 제고 유인을 빼앗는 동시에 

비수혜기업이 시장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함으로써 경제의 전반적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지원 대상 업체 선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거나 연고에 의거하여 지원 대상이 

선택되는 경우 부정부패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생산비용을 직접 보조하는 등 지원 범위를 상당히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30)

26)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백서』, 2012, p.281.

27)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30년사』, 2011, p.580 

28)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백서』, 2006, pp.222~234. 

29)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백서』, 2012, pp.26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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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경쟁제한적 간접규제는 그 규모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지방보호주의 

색체가 짙은 중국 지방정부의 행정독점 행태와 유사하다 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행정권한을 

남용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반독점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권한 남용에 대해 

반독점법상 처벌 규정은 없고 경쟁당국은 해당 상위 행정기관에 의해 시정이나 처벌 내용에 대한 

권고를 할 수 있을 뿐이다. 행정권한 남용행위는 법원에 제소가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행정독점에 

대한 제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Xu·Zhang,  2013: 271-286). 

한국의 경우 소송이나 강압적인 수단보다는 공정위의 적극적인 경쟁주창 활동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경쟁제한적 조례와 규칙들을 자발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1)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 의무

공정거래법 제3조는 사전협의 제도와 함께 중요한 경쟁주창 조항으로 기능하고 있다. 동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수요시장에 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쟁의 도입 및 기타 시장구조의 개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31) 이는 명시적인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인 경쟁주창 활동을 펼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 조항은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추진되었던 기업구조조정을 마무리하기 위한 후속작업으로, 

1999년 순환출자를 억제하고 부당내부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편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신설되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은 가장 경쟁제한성이 높은 규제 중 하나인 

진입규제를 개선하는 작업이다. 1단계 진입규제 개선 방안으로 2009년 1) LNG 충전소 운영사업자 

범위 확대 등 공적 독점영역 및 민간 사업영역 확대를 위한 과제, 2) 주류납세 병마개 제조자 지정 

확대 등 장기간 지속되어 온 독점구조를 폐지하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과제, 3) 대량화물화주의 

해운업 진입제한 완화 등을 추진하기로 관계부처와 최종 합의하였다. 2010년에는 2단계 진입규제 

방안으로서 1) LPG 수입업 등록요건 완화 등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의 진입장벽 완화 

과제, 2) 정밀안전진단 실시기관 확대 등 공적 독점영역의 축소와 민간 사업영역의 확대를 위한 

과제를 추진하기로 관계부처와 합의하였다.32) 

2) 경쟁영향 평가제도

한국 정부는 1990년대 들어 규제개혁을 본격적으로 단행하면서 규제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경우 규제영향분석 등 규제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2009년부터는 국무총리실의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이 개정되어 정부부처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 시장경쟁과 소비자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30) 김진국 외,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등에 관한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2012.

3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 

32) 공정거래위원회, 2011, 위의 글, 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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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의 사전절차로 공정위의 경쟁영향평가를 반드시 거치도록 제도화되었다.33)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OECD(2007)의 “경쟁영향평가 툴킷”을 참고하여 한국 

실정에 맞도록 고안된 “법령 등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이 2010년에 마련되었다. 동 지침은 

경쟁제한사항의 유형을 사업자의 수 및 사업영역을 제한하는 경우, 사업자의 경쟁능력을 제한하는 

경우, 사업자의 경쟁유인을 저해하는 경우, 소비자의 선택 및 정보를 제한하는 경우 등의 네 

가지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례를 열거하고 있다. 

예비평가 단계에서 위 네 가지 영역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점검해 본 결과 어느 한 영역에서라도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두 번째 단계인 심층평가를 실시한다. 심층평가에서는 규제가 

영향을 미칠 시장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획정하여 경쟁에 미치는 영향과 정도를 종합적이고 

심층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예상되는 사회적 혜택에 비해 경쟁 제한으로 인한 손실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정책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게 된다. 경쟁영향평가는 규제의 실체적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방문, 간담회 

개최, 관련 업계 의견수렴 등의 절차도 포함하고 있다.34)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415건의 경쟁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는 2009년에 비해 20%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평가 결과 공정위의 의견이 반영된 성공률은 2009년, 2010년, 2011년 

각각 33.6%, 54.8%, 58%로 OECD 평균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표2-2> 참조). 한편, 

경쟁영향평가 수는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지만 경쟁제한 의견이 제시된 건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방식의 규제 자체가 줄어들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정부 내 경쟁주창의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11년 경쟁영향평가 결과 공정위의 의견이 반영되었던 주요 사례 중 하나로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에서 투자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에만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자유로운 진입을 방해하는 규제로 판단한 

것을 들 수 있다.35) 또한, 농수산물 유통가격 안정법상 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부가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낙찰가격의 변동률 또는 매매방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제안에 

대하여, 정부의 가격통제는 공급자의 경쟁능력을 제한하고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왜곡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통제는 시장의 가격결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예외적인 상황 등으로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례도 있다. 나아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료기기 판매업자의 경품류 제공행위와 이에 대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규제안에 대해 경품제공은 신규사업자의 존재나 상품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유용한 사업 활동의 일환이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사업자의 경쟁능력을 제한하여 

시장진입의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례이다.36)

33)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백서』, 2012, p.272.

34) 공정거래위원회 위의 글, 2012, pp.272~274.

35) 공정거래위원회 위의 글, 2012, pp.276~277.

36)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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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규제개혁: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개혁을 선도한 정부기구로서 1980년대 후반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 

이었던 시기부터 정부주도 경제발전 하에서 도입되었던 다양한 진입규제 및 가격통제와 같은 

직접규제를 혁파하는데 일조하였다. 이러한 역할은 1990년 설립된 범정부 차원의 행정규제완화 

위원회 산하 “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원회” 활동으로 이어졌다. 실무위원회는 

경제규제개혁위원회로 개칭되어 1997년부터 1998년까지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원장으로서 경제 

분야 규제개혁을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 제정으로 대통력 직속의 

규제개혁위원회가 법정 규제개혁기구로 설치되고 모든 규제개혁 업무가 동 기구로 통합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개혁 과정에서 그 이전처럼 주도권을 발휘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2000년 국무총리 훈령(규제개혁 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위에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이 설치되었고, 동 작업단은 경쟁제한적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을 

개선하는 활동과 함께 규제개혁위원회가 의뢰하는 규제개혁과제의 조사와 연구 등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37) 

1990년대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 활동을 통해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던 

대표적 규제개혁 과제로는 사업자 단체 설립 및 가입의 자율화, 그리고 건설업, 전기공사업, 

전기통신공사업의 도급한도제한, 통관업, 국내여행업, 전기공사업, 전기통신공사업의 영업구역 

제한, 부동산중개업의 허가제, 농수산물수출지정품목의 계약 또는 수량규격 제한의 폐지 등 

인·허가에 의한 시장진입제한을 폐지한 사례를 들 수 있다.38) 

나아가 카르텔일괄정리법을 제정하여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의 보수 자율화, 탁주공급구역제한 

철폐, 보험료산출에 대한 제한 폐지, 해외건설업자 간 수주경합조정제도의 폐지, 

단체수의계약품목 축소 등을 통하여 법령에 의하여 제도화되어 있던 일련의 카르텔을 일괄 

정리하여 이들 분야의 경쟁을 제고하였다.39) 그러나 일부 전문가집단의 저항으로 건축가 보수 설정 

제도가 정부고시의 형태로 2001년 재도입되었고 공증 및 엔지니어 부문의 경우에도 보수율은 

경쟁보다는 규제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2003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별시장 개선 대책(Clean 

Market Project)”를 통해 전문자격사 보수를 조사해 본 결과로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보수가 

<표 2-2> 경쟁영향평가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11, 580), 공정거래위원회 (2012, 276)

연도 경쟁영향평가 (건) 경쟁제한 의견 (건) 반영비율 (%)

2009 330 25 68.6

2010 277 36 54.8

2011 415 13 58

37)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30년사』, 2011, pp.62~64.

38) 공정거래위원회, 위의 글, 2011, p.63.

39)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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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는 하였지만 전반적인 보수율 인하 효과는 별로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40) 사업서비스(전문자격사) 분야의 경쟁촉진은 아직도 과제로 남아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먹는 샘물, 자동차 수리·대여, 전력, 주상복합건물건설 등 취약분야의 

경쟁제한제도와 행태를 일괄 점검하여 24건의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였고 정부규제가 많은 

방송, 통신, 금융, 의료, 건설 등 9개 분야에 대해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등을 참여시켜 총 

51건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폐지 또는 개선하기로 합의한 성과가 있었다.41) 

경쟁법 집행 이전에 왜 독과점적 시장환경을 조장하는 규제를 개혁할 필요가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주류산업이다. 주류산업의 경우 1970~80년대에 면허제한, 판매지역제한, 

최저생산량 제한, 지역별 독점판매권 등 103종 이상의 규제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규제들은 

애초에는 저품질의 영세기업들이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으나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기존 사업자들을 보호해주는 특혜를 낳게 되었다. 특히 면허제한과 독점판매제도는 심각한 

경쟁제한을 초래하여 일부 소수 대기업들이 시장을 지배하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고착되었고 

인기 상품에 비인기 상품을 끼워 파는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만연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쟁촉진을 위해서는 독과점적 시장 환경을 조장하는 규제를 철폐할 필요가 

높아짐에 따라 1990년대 들어 단계적으로 규제개혁이 실시되었다. 우선 면허개방 확대, 

최저생산량 제한 폐지 및 시설기준 완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제거하였고, 

탁주의 시·군 독점판매제도 폐지, 전통주의 인터넷 판매 등이 허용되었다. 그 결과 중소기업의 

진출이 활발해졌고, 맥주시장에 신규진입이 일어났으며, 경쟁촉진으로 인해 품질이 제고됨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권 또한 증가되었다.42)

효과적인 경쟁주창 활동을 위해서는 경쟁당국의 높은 위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른 정부 부처와 규제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장관급 기관으로 조사권, 

준사법권, 준입법권 등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 4대 경제장관회의, 규제개혁위원회, 

공기업민영화 추진위원회, 국가경쟁력 강화 위원회 등 규제개혁을 위한 주요 정부기구에 정식 

위원으로 활발히 참여하여 타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폭 넓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 있다. 

경쟁촉진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타 정부기관 및 규제대상인 기업들을 설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경쟁당국의 경제분석 능력 등 지적 능력 또한 매우 중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내부 분석 역량을 꾸준히 축적해 온 한편, 국책연구기관 및 학회 등 민간 전문가 집단과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연구 용역을 발주하거나 자문을 받는 등 외부로부터의 지원을 

활발히 활용하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법 제정 및 운영 초기 단계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과의 긴밀한 

협조가 경쟁주창 조항 도입, 경제 분석 역량강화, 규제개혁 선도 등에 크게 기여하였다.43)

40) OECD, Reviews of Regulatory Reform: Korea-Progress in Implementing Regulatory Reform, 2007, 2.

41) 공정거래위원회, 위의 글, 2011, pp.62~63.

42) 주류시장 규제개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철호(2004, pp.23~3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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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공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집행

1. 공기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집행은 1990년대 중반부터 강화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사업자들은 대부분 관련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에 있고, 대규모 발주자 

또는 수요자로서 거래상대방에 비하여 거래상 지위가 우월한 경우가 많아 이를 남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1997년부터 2001년 사이 국가 공기업에 대해 여섯 차례에 걸쳐 대규모 

직권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2002년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추가로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44) 

2004년과 2009년에도 대규모 공기업 및 20여 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직권조사가 이루어졌다. 

공기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는 2014년 주요업무 중 하나이기도 하다. 공정위는 

특히 공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계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규제할 계획이다. 

민영화되었지만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예전 공기업들도 직권조사 대상이다. 

한편, 공공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보다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1999년 

공공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이 제정되었으며 2001년에는 네트워크 산업에서 

흔히 발생하는 신규 경쟁사업자의 필수설비에 대한 접근을 거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도 규제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이 개정되었다45).

2. 공기업의 반경쟁적 행위 제재

공정위가 적발한 공공사업자들의 반경쟁적행위는 주로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 행위이다. 

공공사업자들의 불공정거래행위는 고유한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와 서비스의 

제공에 수반되는 원자재구매 등 조달 과정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공기업들은 대체로 관련법규에 의해 가격, 생산량, 공급약관 등이 규제되고 있어 관련 사항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가능성이 적지만, 심각한 가격남용이나 생산량 조절과 같은 독과점 

남용행위를 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조항이 적용된다. 공정거래법상 

자산규모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시장지배적 지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46) 

1990년대 이전 규제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전에는 공기업들은 관련법에 의해 규제된다는 

이유로 시장지배적지위 지정에서 일률적으로 제외되었으나, 1993년부터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민간기업과 동일하게 지정(또는 추정) 대상에 포함되게 되었다. 나아가 공정거래법은 

대규모기업집단이 존재하는 한국의 독특한 상황을 감안하여 계열사간 상호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등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규정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들 또한 요건을 충족하는 공기업들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43)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규억(2003) 참조.

44)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백서』, 각 년도. 

45)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 

46) 시장지배적지위 기업 지정제도는 1993년 추정제도로 바뀌었다(공정거래위원회, 위의 글, 2011.).



098·2013 경제협력국가와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중국

■ 제 1 부

조달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는 주로 공기업들이 대규모 발주자 또는 수요자로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원자재, 장비구매, 공사계약, 용역발주 등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다. 또한 자회사를 둔 공기업들은 비 자회사에 

비하여 상품구입가격, 판매가격, 대금결제조건 등을 우대하는 등 차별취급행위나 부당한 

자금·자산지원 등 부당지원행위 사례도 많이 나타난다. 공정위가 조사하여 처벌한 대표적 

사례로 한국석유공사의 지연보상금 미지급 및 공사비 감액, 대한주택공사의 부당한 계약보증서 

요구제도 개선,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부당한 적격심사기준 개선 등이 있다. 

제1절의 경쟁중립성 논의에 비추어 볼 때 경쟁법이 공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측면에서 

규제중립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금지, 

상호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규정 등을 통해 상업적 수익률 추구, 교차보조 방지, 채무 중립성 

또한 확보되었다. 그러나 공기업들의 불공정거래행위 중 자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사례가 많이 

나타나는 것은 자회사를 통하여 상업적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교차지원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므로 공기업에 대한 경쟁법 적용 시 경쟁중립성 논의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민영화: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1998년 민영화 계획이 추진되던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영화에 대해 다음 네 가지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였다. 첫째, 시장경쟁의 확보를 위하여 민영화 대상 공기업이 속한 산업에 대하여 

진입제한, 가격규제 등 각종 법제도적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토록 한다. 둘째, 수직통합 되어 

있거나 전국독점 공기업에 대하여 분리매각이 바람직할 경우 거래단계별 또는 지역별 

분할매각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셋째, 민영화를 위한 주식매각 또는 자산매각 시 기업결합규제의 

일반원칙을 적용함으로써 독과점 심화를 방지한다. 넷째, 민영화된 공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함으로써 민영화 후에 경쟁질서를 조기에 

정착시키도록 한다.47) 

이러한 원칙 하에, 기업별 특성과 관련 시장의 여건을 감안하여 공정위는 주요 공기업별 

경쟁촉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공정위가 한국전력을 발전, 송전, 배전 부문으로 분할하여 

민영화하고 송·배전망 개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정부 민영화 방침에 반영되었다. 

한국가스공사는 당초 지분매각 위주로 민영화될 예정이었으나 공정위의 도매·배관·소매부문의 

3단계 수직분할 방안과 도시가스배관망 개방 의무화 방안 등이 반영 되어 천연가스산업에 경쟁을 

도입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한편, 공정위는 한국가스공사가 완전히 민영화되기 전이라도 

소매부문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독점을 폐지하는 방안도 제시하였으나 이는 관철되지 

못하였고 도매부문의 경쟁도입 추이를 보아가며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48) 담배인삼공사 

민영화의 경우 담배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해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담배제조독점권 

폐지와 담배가격의 신고제로의 전환 등 경쟁도입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방안이 2001년 7월 

개정된 담배사업법에 반영되었다.49) 

47) 주순식, 「공기업 민영화와 경쟁정책」, 『공정경쟁』, 2002.7, p.15

48) 위의 글, pp.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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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 민영화의 경우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시내·시외·국제전화 등 

사업부문별 분할매각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통신사업의 대형화는 

세계적 추세이며 시내망 분리가 기술적으로 어렵고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관계부처의 의견에 

따라 지분매각을 통한 민영화가 추진되었다.50) 민영화 이후 독과점이 지속되는 상태에서는 경쟁 

질서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진다. 한국통신은 2002년 민영화가 완료되었는데, 

공정위는 후발 경쟁사업자들의 통신설비의 공동이용, 번호이동성 제도 등 통신시장에서의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시하였고, 

이러한 노력은 추후 통신 분야 규제개선을 통하여 실현되었다. 

나아가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영화된 통신부문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엄격히 집행하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5년 세 건의 가격담합을 적발한 것으로, 세 건 모두에 연루되어 있었던 KT에는 

당시까지 1개 기업에 적용되었던 벌금으로는 최대액이 적용되었다.51) 가격담합이 행정지도에 따른 

합법적인 행위라는 기업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도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부문에서 

공정거래법을 엄격히 적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민영화 이후 적극적인 공정거래법의 집행으로 어느 정도 경쟁구조가 정착한 통신부문과는 

대조적으로 전력 부문은 부분 민영화 이후에도 가격경쟁을 가로막는 직접 규제가 만연하고 이에 

따라 경쟁 환경이 잘 형성되지 않고 있는 분야이다.52)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에도 한국전력에 

대해서는 단순한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만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였을 뿐 

독과점적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규제가 

만연한 상황에서 경쟁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는 어려우므로 전력부문에서는 공정위의 

경쟁주창 역할이 더욱 요구된다 하겠다. 나아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통신위원회 간에는 

업무분담을 위한 체계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반면, 전기위원회와는 이러한 유기적인 

협조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물론 양 산업간 여러 상황이나 여건이 다른 측면이 

없지 않으나 이러한 대조적인 두 개의 사례를 통해 민영화 이후 경쟁구조를 정착시키는 데 

경쟁당국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민영화된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로 

인하여 민영화 이후 일정 기간 규제가 필요한 기간산업 부문에서 규제기관과 경쟁정책 기관 간의 

바람직한 업무분담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경쟁친화적 민영화를 유도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49)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백서』, 2002, pp.141~142.

50) 위의 글, p.16.

51)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백서』, 2006. 

52) 전력산업 경쟁정책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남일총(2012)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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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결론
정부주도 경제성장 체제에서 시장위주의 경제체제로 이행하는 국가에서는 반경쟁적 상황을 

초래하는 행정권한 남용이 매우 중요한 경쟁정책 현안이다. 합법적인 반경쟁적 규제가 만연한 

경우 경쟁법의 정상적인 집행이 매우 어려워진다. 또한 행정권한을 영위하는 다른 독립적인 정부 

기관에 대해 직접 경쟁법을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불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체제이행국의 경우 경쟁법 자체의 운영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규제개혁과 민영화 등을 통하여 

경제에 대한 정부개입의 유산을 청산하고 공기업에 대한 경쟁법 집행을 강화하는 등 경쟁중립성을 

확립하여 경제에서 민간의 영역을 확대하여 나가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쟁당국의 경쟁주창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경쟁주창이란 경쟁법 집행 

이외에 다른 정부 기관이나 일반을 대상으로 경쟁의 중요성과 혜택을 일깨우고 친경쟁적 여론과 

환경을 조성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말한다. 이러한 경쟁당국의 활동에는 공적부문 및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경쟁친화적 시장구조를 조성하는 일, 타 정부기관의 정책이나 입법 또는 규제 

도입 시 경쟁제한적 측면을 견제하는 기능, 산업별 규제당국의 기능 수행 및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경쟁을 촉진하는 역할 등도 포함된다. 특정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법령을 관장하는 다른 행정기관에 대해 경쟁당국이 경쟁법을 직접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행정권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반경쟁 효과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설득, 협의, 권고 등과 

같은 경쟁주창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의 경험을 볼 때 규제개혁 과정과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경쟁주창 활동은 관련 산업의 경쟁을 촉진하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정위의 

성공적인 경쟁주창 활동에는 공정위에 부여된 법적 권한, 위상제고, 제도적 장치 등이 주요하게 

작용하였다. 특히 사전협의와 경쟁영향평가와 같은 제도적 장치는 경쟁제한적 규제가 신설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나아가 이와 함께 공정위의 

경제 분석 능력의 축적은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 및 경쟁주창 활동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나아가 공기업에 대한 성역 없는 경쟁법 집행도 경제에서 정부독점을 제한하고 민간영역을 

넓혀나가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최근에 국제논의에서 부각되고 있는 경쟁중립성 개념이 

국내에서 뚜렷한 이론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기한 바와 같이 경쟁중립성에서 

중시되는 대부분의 사안들에 대해 경쟁정책 관점에서 방안을 마련한 것도 행정권한 남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한국의 경험은 최근 경쟁법을 제정하였고 민영화를 추진하며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중국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의 경쟁법은 이미 

제5장(제32~35조)을 통하여 행정기관의 경쟁제한적 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경쟁당국이 이에 

대한 처벌을 경쟁법 위반 행정기관의 상부기관에 권고할 수 있는 등 경쟁주창 관련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중국은 전략산업 공기업에 대해서는 경쟁법을 명시적으로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들이 정부에 의해 충분히 규제되고 독과점적 지위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미치지 않는다는 조건을 둠으로써 공기업의 경쟁제한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따라서 행정권한의 경쟁제한적 남용의 실질적 규제는 상당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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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중국은 다양한 형태의 국가기업과 공기업 등이 

민간기업과 시장에서 공존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는 지방정부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특히 다른 

성의 기업들에 대한 차별 조치가 심한 상태이므로 중국 현실에 부합하는 중국 특유의 효과적인 

경쟁주창 제도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 현황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경험에 비추어 국가주도 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경쟁주창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위한 최소 필수 요건 (경쟁법상 

확고한 법적근거, 경쟁당국의 위상, 경쟁분석 능력 확보 등)들을 도출하는 데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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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경쟁정책의 목적이 경제적 효율성의 달성에 있는 만큼 특정한 정책이나 경쟁법상 문제가 된 

행위가 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기업들의 특정 행위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비로소 판단이 가능하며, 이러한 점에서 경제분석은 

경쟁정책의 수립·집행에 있어서 이론적·실증적 뒷받침을 하게 된다. 경제분석은 문제가 된 

사업자의 행위의 영향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평가를 위해 필요하며, 경쟁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있어서 정책 인프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와 아울러 경제적 연구·조사는 경쟁법 

관련제도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산업 전반적인 경쟁분위기의 고양, 즉 경쟁주창 기능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1990년대 후반부터 공정거래법의 운영이 강화됨에 따라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던 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경제분석이 크게 활용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러한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경제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강구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책연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경제분석 전담조직의 설치와 전문성의 강화,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외부 전문가 그룹과의 네트워크 강화 등을 추진하였다. 이와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분석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경제분석 의견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을 제정, 운용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위반 사건의 심결에 있어서 경제분석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시장의 획정,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의 입증 등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의 분석적 도구와 계량경제학적 

모델을 활용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러 중요 사건에서 마이크로 소프트 등 초대형 

■ 제 1 부

제3장
경쟁정책에 있어서 경제분석

이 재 형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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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부

다국적기업과의 경제분석에 기반한 정면대결을 벌여 승리하였으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분석에서 한층 더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카르텔 사건에서는 과징금의 산정에 있어서 

경제분석이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경쟁법의 효과적인 추진·집행을 위해서는 국가전반의 산업 및 시장상황, 그리고 기업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가 중요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위해 경제전반 및 시장에 대한 경제분석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경제분석을 위한 기반으로서 다양한 통계 및 기업정보가 구축되어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전반에 걸친 

경쟁상태의 평가에 대한 일반적 정보로서 시장구조통계를 작성하고, 그 분석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정 산업 및 제도에 관한 심층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분석적 방법의 활용은 한국 경쟁정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고 평가된다. 

한국의 경쟁정책은 선진국에 비해 짧은 연륜에도 불구하고 지난 30여 년간 빠르게 발전해왔다. 

한국의 경쟁정책이 성공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경쟁정책 당국의 지속적인 

연구·분석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경쟁정책 당국은 향후 전개될 한국 경제의 개혁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여야 할 책무가 있으며,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철저한 

이론적 무장으로서 경제분석 기능은 앞으로 더욱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제1절 서론: 경쟁정책과 경제분석
경쟁정책의 목적은 경쟁촉진을 통해 국가경제의 효율성을 달성하는 데 있다. 시장경제체제에서는 

경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때 기업의 독과점적 이윤은 작아지고 독과점의 폐단이라 할 수 있는 

사회적 후생순손실(dead-weight loss)이 제거된다. 그리고 소비자 이익은 극대화되고, 국가자원은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되게 된다. 경쟁정책은 국가경제가 이러한 상태에 가까워지도록 경쟁을 

저해하는 각종 인위적 위험요소-예컨대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를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경쟁정책의 최종 목적이 효율성의 달성에 있는 만큼 특정한 정책이나 경쟁법 상 문제가 된 

행위가 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외견상 유사하게 보이는 

행위도 경제환경이나 시장조건에 따라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으며, 이들 

행위의 효과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을 때 경쟁정책은 좀 더 효과적으로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국민경제와 경쟁질서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규제되어야 하고, 순기능적 

효과를 갖는 행위가 처벌을 받는 사태는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기업들의 특정 행위가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비로소 판단이 가능하며, 이러한 점에서 경제분석은 

경쟁정책의 수립·집행에 있어서 이론적·실증적 뒷받침을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경쟁정책에 있어서 경제분석이란 사업자의 행위가 시장, 경쟁사업자, 소비자 등에 

미치는 영향 및 정도에 대하여 경제학 등에 기초하여 이론적 또는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즉 심결, 재판 등 사건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된 사업자의 행위가 갖는 경제적 

효과-경쟁제한성의 유무와 정도-를 이론적·실증적으로 추정·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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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법집행 과정 상의 경제분석을 포함하여, 넓은 의미에서 경쟁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제반 경제적 조사·연구를 모두 포괄하는 의미에서 경제분석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경쟁정책의 수립·집행에 있어서 경제적 접근은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첫째, 문제가 된 사업자의 행위의 영향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 즉 

경제분석은 경쟁법의 집행, 즉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에 대한 심결 및 소송에서 특정 행위가 

반경쟁적 효과를 초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입증자료가 된다. 예컨대 

시장범위을 어떻게 획정할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특정행위가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정의 기업결합이 경쟁제한 효과를 갖는지 여부 등은 정밀한 경제분석을 통해 비로소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경쟁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있어서 정책 인프라로서 경제학적 연구·조사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경쟁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산업 및 시장상황에 대한 일반적 정보가 

필요하다. 경쟁정책 당국이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기업군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으며, 

국가산업 전반적으로 경쟁의 정도(시장구조)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경쟁법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산업은 어떤 것들인지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다면, 경쟁정책당국은 

경쟁제한의 우려가 있는 부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경제적 연구·조사는 경쟁법 관련제도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산업 전반적인 

경쟁분위기의 고양, 즉 경쟁주창 기능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예를 들면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특정 산업의 생산-소비에 이르는 전 단계에 대한 

철저한 경제적 분석을 통해 경쟁저해적 효과를 가진 규제를 발굴하고, 그 개혁의 필요성을 

이론적·실증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서 규제개혁에 대한 범국가적인 

광범위한 지지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 제2절에서는 한국의 경쟁정책에 있어서 

경제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경쟁정책당국의 노력을 소개한다. 제3절에서는 실제의 경쟁법 

위반사건에 대한 심결 및 소송에서 경제분석이 활용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제4절에서는 정책인프라를 위한 기초정보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행하고 있는 연구·분석 

기능을 소개하고, 제5절에서 평가와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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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경제분석 역량강화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노력

1. 공정거래법 집행의 강화와 경제분석의 필요성 증대

경쟁법 집행은 1) 법조문의 해석과 2) 법에서 문제시하는 특정행위의 발생여부, 3) 당해 

특정행위가 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경쟁법 집행에 있어서 

경제분석은 3)을 뒷받침하는 실증적 증거로서 이용되며, 2)의 존재여부를 추정하는 간접증거로서도 

활용되기도 한다.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Computer & Communication Technology)이 혁신적으로 

발전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출현으로 기업 행위가 갈수록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심층적인 경제분석이 요구되는 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쟁법 

집행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 경제분석은 경쟁법 집행에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경제분석은 경제적 사고를 바탕으로 법률적 결론을 도출(economic inputs, legal 

outputs)하는 작업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경쟁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1981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당시 한국경제에서 공정거래법은 매우 생소한 제도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이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하였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Fair Trade Commission, 

KFTC)가 경쟁제한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하여 심결을 통해 동 행위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리면 사업자들은 이에 순응하였고, 스스로의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기보다는 

잘못을 인정하며 당국의 선처를 요망하는 정도에 그쳤다. 

또 경쟁정책당국으로서도 공정거래정책에 대한 사업자들의 낮은 이해 정도 때문에 위반행위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과하기가 어려웠다. 이로 인해 1980년대에는 대부분의 법위반행위에 대해서 

매우 가벼운 처벌이 내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위반 행위의 판단이 내려진 경우 사업자 

측으로서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할 유인을 갖지 못하였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실적은 1990년대에 들어서 급격히 늘어났다. 이는 실제로 

현실시장에서 반경쟁적 행위가 이전보다 늘어났다고 하기 보다는 경쟁정책당국이 법집행을 

강화하고, 법률집행의 전문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10여년 간의 공정거래법 

시행을 통해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사회전반의 이해가 높아졌고, 법위반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판도 강해졌기 때문에 경쟁정책당국이 이전에 비해 법위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된 것이다. 

특히 1994년 공정거래법 제4차 개정에 의해 과징금제도가 강화됨과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도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적극적으로 부과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과징금부과실적은 크게 

늘어났다([그림 3-1]). 예를 들면 『군납유류 구매입찰 참가 5개 정유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2000년)에서는 공동행위에 참가한 5개 사에 대해 당시로서는 천문학적인 숫자라 할 수 

있는 약 1,9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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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기업에게 현실적 부담이 될 만큼 커지게 되자 기업들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시작하였다. 기업들은 경제분석을 통해 

자신들의 행위에는 반경쟁적 효과가 없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늘어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들은 경제분석을 적극 활용하였다. 기업들은 심결 

및 재판 과정에서 기업들은 경제학자 및 법률전문가들을 적극 활용하여 경제분석을 통해 

스스로의 무실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및 법원의 재판에서도 경제분석 

결과를 판단의 중요한 정보로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그 결과 심결 및 재판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전에 비해 훨씬 어려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고, 심결불복 소송에서도 

경제분석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변화에 대응하여 공정거래위원회도 경제분석 기능을 크게 강화하였다. 이 결과 

최근 들어서는 공정위 심결장이나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기업 간의 경제분석의 대결의 

장으로 변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라 할 만큼 경제분석이 심결 및 재판의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단계를 넘어서 행정소송, 민사소송 

(손해배상관련)에 이르기까지 경제분석 전문가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고, 경제분석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경쟁법 집행과 관련한 경제분석의 영역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그림 3-1] 과징금 부과의 급격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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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에 대해 기업들이 경제분석을 바탕으로 한 이론적·실증적 증거를 

동원하여 정당하게 대항하고, 또 공정위의 판단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등의 행동은 

한국사회 및 경쟁법 환경에 있어서 중요한 발전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사회적 규칙에 근거하여 

기업이 정부에 대해 정당한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시장경제 발전의 또 다른 한 단면일 수도 

있다. 앞으로도 기업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이며,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러한 달라진 정책환경에 대비하여 경제분석 역량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 공정위의 경제분석 역량 강화 

공정거래법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커지자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러한 상황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경제분석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가. 경제적 사고의 체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문화적 특성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태생적 특성으로 인하여 출발점부터 정부 어느 부처보다도 유연한 “경제적 

사고”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한국의 경쟁법인 공정거래법은 1981년 4월부터 시행되었는데, 이와 

동시에 공정거래법의 집행기구, 즉 경쟁정책당국으로서 경제기획원(Economic Planning Board) 

산하에 공정거래실이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초기에는 경제부총리인 경제기획원 장관이 경쟁정책의 

최고 책임자였으며, 이 상황은 1990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합의제 독립행정기관으로 격상될 때까지 

[그림 3-2]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의 소송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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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었다. 이러한 조직적 특성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은 경제기획원 

출신으로 구성되었고, 이것은 경쟁정책 당국이 유연한 경제적 사고를 갖출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경제기획원은 한국의 개발경제시기 이후 줄곧 경제정책의 총괄 지휘탑 역할을 수행해왔다. 

경제기획원은 특정 산업이나 업계를 이익을 떠나 한국경제 전체를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지휘하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특정 산업분야의 이익으로부터 자유로웠다. 또 국가경제 전체를 조망하는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경제부처보다도 국가경제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자유로운 

사고가 체화되어 있었고,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었다. 이러한 경제기획원으로부터 

경쟁정책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분리되어 나왔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은 정부의 

다른 어떤 부처에 비해서도 경제에 대한 높은 식견과 전문성, 그리고 시장경제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가질 수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조직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독립이후에도 높은 

수준의 경제분석의 소양을 갖출 수 있었다. 특정 경제적 주제를 둘러싼 조직 내부의 활발한 토론, 

수평적 토론 문화, 경제이론과 분석기법에 대한 높은 탐구활동 등은 일반적 정부조직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공정거래위원회만의 조직 분위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제분석 역량을 높이는 조직 문화적 토양이 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직 환경 

속에서 공정거래법 집행에 있어서 경제분석기법의 활용은 거부감 없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다.  

나. 국책연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한국 경쟁정책의 발전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연구기관의 역할이다. 한국개발연구원 

(Korea Development Institute, KDI)는 정부가 운영을 지원하는 종합경제연구소로서 한국의 

경쟁정책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 1971년에 설립된 KDI는 한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립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다양한 정책분야에 걸쳐 정부의 정책개발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왔다. 특히 한국경제의 전환 포인트에서는 KDI가 주도가 되어 전체적인 경제운영 

패러다임을 설계하고 이를 정책당국에 건의하였으며, 정책당국은 KDI를 정책개발의 동반자로서 

그 의견을 비중있게 수용하였다.  

KDI는 1970년대 중반부터 경쟁정책의 도입을 역설하였다. 그 일환으로 시장경제체제에서 

경쟁정책이 갖는 의미를 설명하고, 선진국의 경쟁정책을 소개하였으며, 당시 한국경제의 

지배적인 현상이었던 독과점적인 시장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일환으로 당시로서는 극히 소수의 선진국에서나 가능하였던 산업전반에 대한 

시장구조통계를 KDI가 스스로 개발하여 작성·분석하였다. 

한국정부는 KDI의 이러한 의견을 적극 수용하였으며, 공정거래법 제정시에도 KDI가 적극 

참여하였다. 공정거래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경쟁정책당국과 KDI의 긴밀한 협조관계는 

지속되었다. 경쟁정책도입의 초창기에는 정책의 개발과 집행에 있어서 많고 다양한 연구수요가 

있었는데, KDI는 이러한 경쟁정책당국의 연구수요를 충족시켜주었다. KDI는 공정거래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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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연구수요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경쟁주창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규제개혁 정책은 공정거래위원회와 KDI의 협조에 의해 

추진된 대표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경쟁정책당국과 KDI의 긴밀한 협조관계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경쟁정책 관련연구에 KDI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법집행과 관련한 자문활동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과거에는 경쟁정책 분야에 대한 고급연구인력이 대부분 KDI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KDI와 특별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경쟁정책에 대한 연구저변이 크게 넓어져 다양한 연구소, 학교 등에 연구자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연구조직과의 네트워킹을 더욱 확대하여 다양한 연구자원을 활용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체적 경제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제분석 전담조직을 설치해두고 

있다. 시장구조개선정책관 아래에 경제분석과와 시장구조개선과가 설치되어 경제분석을 

담당하고 있다.

다. 경제분석 전담조직의 설치와 전문성의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체적 경제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제분석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있다. 시장구조개선정책관 아래에 경제분석과와 시장구조개선과가 설치되어 경제분석을 

담당하고 있다. 경제분석과는 공정거래법 집행과 관련한 경제분석을, 시장구조개선과는 경쟁법 

환경을 둘러싼 전반적인 경제상황에 대한 경제적 분석·평가를 담당하고 있다. 

경제분석과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률 관련 사건의 경제분석을 지원함으로써 관련사건의 

심결 및 재판절차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쟁제한적 제도에 대한 경제효과 분석, 

품목별 독과점요인의 분석 및 제도개선,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요소들에 관한 지표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경제분석과는 경제분석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학박사 학위소지자를 

특별 채용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많은 사건에서 국내외 저명경제학자들의 경제분석을 

근거로 통해 무죄를 주장한 기업들에 대해 경제분석에 근거한 대항논리를 개발하여 승소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제분석과 신설 초기에는 주로 피심인 측에서 국내 유수 대학의 저명한 

경제학 교수들에게 경제분석을 의뢰하여 위법성이 없음을 주장하는 경제분석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방어적·비판적 관점에서 경제분석을 해왔던 것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을 중심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경제분석을 실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시장구조개선과는 심결 및 재판 등 법률절차에 직접적인 참여는 하지 않고, 경쟁정책의 

수립·집행을 위한 전반적인 정보 인프라의 구축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시장구조개선을 위한 

기본정책을 수립함과 아울러 독과점시장구조와 관련된 각종 제도의 개선 및 정책운용, 

경제전반에 걸친 연구·조사·통계작성 및 분석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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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분석담당 조직신설과 함께 직원들의 경제분석 역량강화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경제학 박사학위 소지자를 특별채용하고 있으며, 일반직 공무원들의 

경우에도 자질이 뛰어난 인재들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외 교육기회의 확대, 

직무훈련의 강화, 외국의 경쟁정책당국 혹은 국제기구 등에 대한 파견 등을 통해 경제분석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공정거래위원회는 직원들의 경제분석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경쟁정책에 있어서 경제분석의 세계적 동향을 파악하고 그 기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반독점 

경제분석 동향보고서』(격월간)을 정기적으로 출간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분석 기법의 지침서로서 

『알기 쉬운 공정거래 경제분석』, 『경제분석 매뉴얼』 등을 발간하여 직원들이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경제분석 관련 인터넷 동영상 강의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한 직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 다양한 국내외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두고 

있다. 해외 저명대학의 대학원에서 2~3년간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며, 국내 

대학원에서의 수학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학위과정 외에도 직원들이 국내대학의 

경제분석 관련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경제학 및 경제분석 역량강화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의 자발적 노력도 활발하다.  

『계량경제학연구회』와 같은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 간의 스터디모임이 있는가하면  

『반독점경제분석연구회』 와 같이 외부 전문가를 초정하여 강의를 듣고 활발하게 토론하는 모임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한 국제기구 및 외국 경쟁정책 당국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경쟁정책의 

세계적 흐름을 파악하고 경쟁정책 정보를 상호 교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OECD, ICN(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 WTO, UNCTAD, APEC 등 국제기구에서의 

경쟁정책에 관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직원을 파견하여 이들 

국제기구의 업무에 기여함과 동시에 긴밀한 정보교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경쟁정책에 관한 

양자간 국제협력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미국,  EU,  일본, 중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호주, 

캐나다, 이태리, 멕시코, 루마니아, 칠레, 싱가포르, EFTA 등의 경쟁당국과 지속적으로 

양자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세계 경쟁정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서울경쟁포럼』, 『국제경쟁정책워크숍』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OECD 

아시아지역 경쟁센터를 설치하여 저개발국가에 대한 경쟁정책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마. 외부 전문가 그룹과의 네트워크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학계 및 전문가집단과의 연계를 긴밀히 함으로써 경제분석 기능의 외연적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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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정책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발굴하고, 경쟁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외부 학자들을 활용하고 있다. 이는 주로 외부학자들에 대한 

위탁연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공정거래 관련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산업전반에 대한 정보를 확충하고, 경쟁정책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처한다는 점에서 경쟁정책의 기반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중요사건의 심결절차에 있어서 외부전문가들의 자문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 측의 경제분석에 대응하는 논리적 근거를 확보함과 아울러 자체 

경제분석 내용을 검증·점검하여 심결 및 재판에 임하고 있다.    

3. 경제분석을 위한 제도적 기반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경제분석이 중요성이 커지게 되자, 경제분석이 

심결에 체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적·절차적 규정을 마련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분석 증거 제출에 관한 지침』(2010년 제정, 2012년 개정)을 제정하였는데, 

여기서는 피심인 또는 심사관이 경제분석 증거를 제출하고자 할 경우의 요건과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2013년에는 『경제분석 의견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2010년의 지침의 내용을 포함하여 경제분석과 관련한 포괄적인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동 

규정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영 및 사건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심사관 또는 피심인이 경제분석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경제분석 의견서의 일반원칙, 작성기준, 제출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가. 경제의견서의 작성의 일반원칙

이 규정에 따르면 먼저 경제분석 의견서는 다음과 같은 일반원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  적절성: 경제분석 의견서는 가설, 자료, 분석방법론, 결론 등이 해당 사건의 쟁점과 

적절하게 관련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  완결성: 경제분석 의견서는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후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완결성을 갖추어 작성되어야 한다. 경제분석 결과를 이해하고 그대로 반복 

시행(replication)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를 포함하지 경제분석 의견서는 완결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   명료성: 경제분석 의견서는 해당 사건의 관련 사실 및 가정, 가설, 자료, 분석방법론, 

결과 등에 대하여 제3자가 평가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  일관성: 경제분석 의견서에 여러 유형의 분석방법론을 적용한 경우에는 개별 

분석방법론들의 결과는 서로 모순되지 아니하고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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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제분석 의견서 작성기준

경제분석 의견서의 작성은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  가설의 설정: 가설은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하고, 해당 사건의 행위사실, 해당 시장의 특성, 

관련된 경제이론에 부합해야 한다. 또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여 

검증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  자료의 사용: 자료는 가설을 검증하는 데 적절하고 신뢰할 만한 것이어야 하며, 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출처, 해당 자료가 선택된 이유, 자료의 수집방법, 자료의 정제(clean) 

기준과 과정, 통계적 모집단, 표본의 선정 과정, 표본기간, 관측치의 단위, 개별 변수에 

대한 정의 등을 설명해야 한다.

•  분석방법론의 선택: 분석방법론은 시장의 특성, 해당 사건의 쟁점, 분석방법론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하며,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것으로 해야 한다. 

•  결과의 도출: 경제분석은 해당 사건에 관련된 경제이론에 부합하는 이론적 또는 실증적 

모형을 토대로 수행하여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경제분석이 해당 

사건과 독립적으로 행한 연구의 결과인지 오직 해당 사건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이루어진 연구의 결과인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

다. 경제분석 의견서 제출자료

동 규정은 경제분석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의 자료들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  경제분석 의견서: 제목, 작성자, 작성일자, 참고문헌 목록, 경제학 비전문가를 위한 

경제분석 의견서 요약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작성자에 관한 정보: 해당 분야의 연구실적, 경쟁정책 관련 저술의 목록, 과거 5년간 

경제분석 전문가로서 활동 등

•  사용자료: 경제분석 의견서의 검증에 필요한 원자료, 실제 분석에 사용된 정제된 자료, 

자료 분석에 사용된 응용프로그램 코드의 전자파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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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중요 심결 및 판례에 있어서 경제분석

1. 시장의 획정

가. 관련법규 

경쟁법에서는 경쟁의 장으로서 규정하는 시장을 “관련시장”(relevant market)이라 하는데, 

공정거래법에서는 이를 “일정한 거래분야”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거래의 객체별·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즉 상품시장(product 

market)과 지역시장(geographic market)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공정거래법에서 말하는 “거래의 

객체별 경쟁관계”나 미국 반트러스트법에서의 “거래분야”(line of commerce)는 상품시장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이는 어떤 종류의 상품을 동일시장에 포함시켜야 하는지가 문제의 핵심이다. 

공정거래법에서는 관련시장(일정한 거래분야)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다음의 요소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기업결합심사지침, 2011). 

•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  상품의 가격의 유사성

•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

•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행태

•   통계법 제17조(통계자료의 분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  거래단계(제조, 도매, 소매 등)

•  거래상대방

시장범위를 획정하는 방법론으로서 미국에서 개발된 SSNIP 테스트의 활용이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가고 있다. 이는 1982년 미국 『합병지침서』에서 도입된 시장획정의 방법론으로서, 

“특정 시장에서 가상적 독점기업이 해당 제품에 대해 작지만 유의미하고 일시적이지 않은 수준의 

가격인상(Small but Significant and Non-transitory Increase in Price: SSNIP)을 시도할 

수 있는 상품 혹은 상품의 집합 또는 지리적 영역을 관련시장(relevant market)으로 획정”하는 

방법이다. 한국에서도 관련시장의 획정 방법론으로서 SSNIP 테스트를 채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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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심결 및 판례

1) 상품시장의 획정

가)  하이트 맥주의 진로 인수 사건

맥주제조업을 영위하는 하이트맥주(주)가 소주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진로를 인수한 

사건으로서, 피심인 측과  동 기업결합을 반대하는 경쟁업체 모두 임계매출감소 분석(Critical 

Loss Analysis)를 사용함으로써 임계매출감소 분석이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데 방법론으로 

인정된 사건이다. 피심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맥주시장과 소주시장을 별개의 시장으로 

획정하였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소주와 맥주가 동일한 시장으로 획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였다. 이 

심결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주와 맥주의 상품특성, 소비패턴, 가격변경이 기업이윤에 미치는 

범위 등에 대한 계량분석과 함께 국내외 심결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두 상품은 별개의 

상 품 시 장 으 로  획 정 된 다 고  판 단 하 였 다 .  경 제 분 석 의  계 량 적  분 석 도 구 로 서 

임계매출감소분석(Critical Loss Analysis)이 채택되었다. 임계매출감소분석은 여러 나라의 

경쟁당국이 기업결합심사 목적의 시장획정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SSNIP(Small 

but Significant and Non-transitory in price) 테스트를 실제 사건에 적용하기 위해 개발된 

분석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임계매출감소분석은 일정한 가격인상에 따른 실제매출감소율(actual loss)53)의 크기와 

임계매출감소율(critical loss)의 크기54)를 비교하여 시장을 획정하는 방법이다. 만약 

실제매출감소율이 임계매출감소율보다 크다면 가상적 독점기업은 해당 상품에서의 SSNIP를 

통해서 이윤을 높일 수 없으므로 시장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만약 실제매출감소율이 

임계매출감소율보다 작다면 가상적 독점기업은 해당 상품(지역)에서의 SSNIP를 통해서 이윤을 

높일 수 있으므로, 더 이상 시장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 방법에 의해 획정된 적절한 

시장범위는 상품시장 범위를 더 이상 확대할 필요가 없는 최소범위의 시장(smallest 

market)이라고 할 수 있다.  

임계매출감소분석을 통해 기업결합 당사회사인 하이트맥주는 소주와 맥주가 동일한 

상품시장으로 획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반면, 하이트맥주의 경쟁사업자인 OB맥주는 양자가 

동일한 대중주 시장으로 획정된다고 하였다. 공정위는 OB맥주의 주장에 대해 판매량 자료에 

문제가 있고, 마진율을 산정함에 있어 1년이라는 단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마진율을 과대추정하는 

오류를 범하였다고 하여 하이트 맥주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53) 가격인상 시 실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매출감소율로, 계량분석이나 설문조사 등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54)  가격인상 시 이윤감소를 야기하지 않는 매출감소율 중 최대치로, 관련기업들의 회계자료로부터 추정된 마진율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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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롯데쇼핑의 기업결합 사건(2012)

이 사건은 대형마트 및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업자인 롯데쇼핑이 슈퍼마켓 운영 사업자인 

CS유통의 주식을 취득한 기업결합 사건이다. 이 기업결합사건에 있어서 상품시장 획정상의 

핵심쟁점은 동기업 결합이 이루어지는 SSM(super supermarket)55) 사업분야와 이 인접 

사업분야인 대형마트56), 개인형 슈퍼마켓이 동일시장을 형성하는지 여부였다. 이 사건에서 

관련상품시장 획정을 위하여 SSNIP 테스트와 소비자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의 두 가지 

방법이 채택되었다. 

SSNIP 테스트에서 구체적 방법론으로서 임계매출감소분석 및 총 전환율 분석57)을 

채택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SSNIP 테스트의 대표적인 방법인 임계매출감소분석과 

총 전환율을 분석한 결과 관련 상품시장이 SSM 시장보다 넓게 확대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소비자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현재 이용하고 있는 SSM 점포의 가격이 

인상될 경우 대형마트로 전환하겠다는 소비자의 비율이 5% 인상 시에는 평균 28.2%, 10% 인상 

시에는 평균 47.9%로 나타났다. 이것은 소비자가 대형마트를 SSM의 대체 구매처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소비자들은 현재 이용하고 있는 SSM 점포의 상품가격이 

인상될 경우 평균 15.5%의 소비자만이 개인형 슈퍼마켓으로 구매를 전환하겠다고 응답했다. 또 

SSM과 개인형 슈퍼마켓 간에는 경영 및 마케팅 방법 상에도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대형마트와 SSM은 동일한 시장으로, SSM과 

개인형 슈퍼마켓은 별개의 시장으로 획정된다고 판단하였다. 

2) 지리적 시장 획정

가) 하이트 맥주의 진로 인수 사건

하이트/진로 기업결합 사건에서는 상품시장획정과 함께 지리적 시장 획정도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하였다. 한국 소주시장의 경우, 과거 소주산업에 대한 정부규제의 잔재로 인해 시장이 

지리적으로 분할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 사건에서 소주의 지리적 시장은 소주에 대한 지방의 

소비특성을 반영하여 부산 등 5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시장으로 획정하였다. 

하이트 맥주의 계열회사인 하이트주조가 전북에서 소주를 생산하고 있으며, 주된 판매도 

동지역에 한정되고 있어 동 기업결합에 따른 소주상품의 지리적 시장이 전북으로 한정되어야 

하는가가 쟁점이 되었다. 지리적 시장획정을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을 검토함과 동시에 

지리적 시장획정의 계량적 분석모델로서 임계매출감소분석과 함께, 전북지역에 대해서는  

55) 대규모 유통사업자가 직영 또는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하는 수퍼마켓을 의미한다. 

56) 할인점을 의미한다.

57)  총전환률 분석이란 임계매출감소분석에서 사용되는 실제매출감소율 대신에 총전환율(aggregate diversion ratio)를 사용하는 

방법인데, 후보시장(candidate) 내의 특정 상품의 가격이 인상될 때, 해당상품의 매출 감소분 중에서 ‘후보시장’ 밖의 다른 

상품으로 구매가 전환되는 비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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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징가-호가티(Elzinger-Horgaty) 테스트를 시도하였다. 이 테스트는 엘징가-호가티가 

1973년 제안한 것으로,  상품의 공급측면에서 LIFO(Little In From Outside: 지역 내 

생산소비/지역 내 총생산)와 LOFI(Little Out From Inside: 지역 내 생산소비/지역 내 

총생산)를 고려하여 지역시장을 획정한다는 이론이다.

엘징가-호가티 테스트에서 LIFO는 특정 지역에서 소비가 얼마나 그 지역 내 생산에 

의존하는지, 즉 역내유입의 비중을 측정하는 것이다. 특정 지역 내 고객들이 외부로부터 많은 

상품을 구입하고 있는 경우(low LIFO), 수입이 당해지역의 사업자들에게 효과적인 

경쟁압력으로 작용하므로 관련시장을 확대하여야 한다. LOFI는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산출물이 

얼마나 그 지역에서 소비되는지 즉, 역외수출의 비중을 측정하는 것이다. 다른 지역에서 많은 

상품이 팔리고 있는 경우(low LOFI), 역외지역의 쟁쟁상황 때문에 당해지역의 가격인상이 

어려우므로 관련시장을 확대한다. 시장획정 기준점은 LIFO와 LOFI의 비율을 75%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트 주조의 시장을 전북으로 한정할 경우 엘징가-호가티 테스트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지리적 시장을 전북지역보다 넓게 확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홈플러스-홈에버 기업결합사건

대형마트인 ‘홈플러스’를 운영하는 삼성테스코는 대형마트인 홈에버를 운영하는 

이랜드리테일의 주식취득을 통해 기업결합을 하였다. 일반적으로 대형마트는 본사에서 

판매상품들의 기본가격을 책정하나, 동시에 각 지점 및 지역별로 경쟁상황을 반영하여 품목별로 

가격을 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마트들이 각 지점별로 

실질적인 가격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 사건에 있어서 지리적 

시장 획정 방법으로서 SSNIP 테스트의 개념을 도입하였는데, 구체적 방법론으로서 중첩원의 

합집합(A Union of Overlapping Circle) 접근방법을 채택하였다. 

중첩원의 합집합 접근방법은 E U의 테스코-까르푸(2005)  사례와 공정위의 

이마트-월마트(2006) 사례에서 사용된 바 있다. 이 방법론은 지역시장 획정에 있어서 경쟁압력을 

주는 실질적 범위를 알기 위하여 관련상품 시장에 속한 사업자를 중심으로 일정한 반경의 원을 

그린 다음 그 안에 위치한 다른 사업자들을 기준으로 또 다시 동일 반경의 원을 그려 그 전체를 

모두 하나의 지역시장으로 보는 것이다. 즉 기업결합 당사회사인 a와 b의 상권을 각각 이들을 

중심으로 한 동심원 A와 B로 표시할 때, 만약 시장 A와 시장 B가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A와 B를 

동일 시장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동심원 A와 B가 겹치는 경우, a가 가격을 인상하면 겹치는 부분에 속한 구매자들이 b로 

구매를 전환함으로써 a의 이윤이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A의 지리적 시장은 B를 포함하는 

동심원으로 확장해야 한다. 중첩원의 합을 이용한 시장획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최초 동심원의 

크기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마트의 경우 각 점포로부터 반경 5 

Km(대도시권), SSM의 경우 반경 1 Km 이내를 지리적 시장으로 획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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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방법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총5개 지역에서 동 기업결합이 실질적인 경쟁제한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가.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제4조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보유하는 사업자(=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성립요건과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특정 

행위의 금지라는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요건은 공정거래법 제2조(정의)와 제4조(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의 

두 조항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제2조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제4조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요건으로서 시장구조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두 개 조항을 종합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요건은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 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1)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CR1≥50%), 2)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CR3≥75)인 사업자(단, 이 경우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 3)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등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사업자로 규정할 수 있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여타 요인을 고려할 필요도 없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인정한다. 그리고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장지배력이 존재하는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간주된다.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형태는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가격남용),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출고제한),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타사업자 방해),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신규진입 방해),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경쟁사업자 배제)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소비자이익저해) 등이다(공정거래법 

제3조의2).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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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심결 및 판례

1) 포스코의 거래거절 사건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은 종래 포스코로부터 조달하던 자동차용 냉연강판을 자체적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냉연강판공장(현대하이스코)을 건설하여 냉연강판시장에서 포스코와 경쟁하게 되었다. 

현대하이스코는 냉연강판공장 완공을 전후하여 시험가동 또는 제품생산을 위해 포스코에 

5차례에 걸쳐 자동차 냉연강판용 열연코일의 공급을 요청하였으나, 포스코는 이를 거절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의 거래거절로 인하여 현대하이스코는 단순한 사업상 불편이나 경제적 

손실의 정도를 넘어 경쟁자로서 충분하게 기능할 수 없을 정도의 장애가 초래되었으며, 이는 

냉연강판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판단하고,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심결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이상의 경쟁제한효과 분석을 시도하지 않았다. 

포스코는 이러한 공정위의 심결에 불복하여 재판을 청구하였다. 포스코는 현대하이스코가 

거래거절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냉연강판을 생산하여 상당한 이윤을 지속적으로 거두어 

왔으며, 국내 냉연강판이나 자동차 등 연관된 상품의 가격이 오르거나 공급량이 줄어들었다는 

등의 경쟁제한효과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경제분석을 통해 주장하였다. 대법원은 당해 

거래거절행위에 대해 경쟁제한효과의 발생이나 그러한 우려를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거래거절로 인해 특정 사업자가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부당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거래거절이 상품의 가격상승, 산출량의 감소, 혁신저해, 유력한 경쟁사업자의 수의 감소, 다양성 

감소 등과 같은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임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은 대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위법행위의 입증에 있어서 경제분석의 필요성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사건으로서, 경쟁법 집행에서 경제분석이 갖는 중요성을 일깨워준 판결이라 

평가할 수 있다. 

<표 3-1>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성립요건

조  항 내  용

제2조
(정의)

-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판단은 시장점유율, 진입장벽,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제2조)

-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10억 원 미만인 사업자 제외

제4조
(추정요건)

①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사업자
②  상위3사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인 사업자(단, 매출액이 40억 원 미만이거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사업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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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이크로소프트의 끼워팔기 사건

마이크로소프트와 그 자회사인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유)가 국내에서 서버운영체제와 PC 

운영체제를 판매하면서, 미디어서버 프로그램과 미디어플레이어 및 메신저 프로그램을 결합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결합판매행위가 부당한 끼워팔기에 해당하여, 각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사업활동 방해행위”, “소비자이익 저해행위”, 그리고 불공정거래행위 

중 “끼워팔기”에 위반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심인들은 PC 운영체제인 Window와 WMS(window media service)나 

WMP(window media player)가 동일제품이며, 이들 시스템의 결합판매는 유통비 등 비용을 

감소시키며,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이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관련시장의 

경쟁을 촉진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첫째, 동 결합판매행위는 WMS 

및 WMP 소비의 편재성을 발생시켜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 시장에서 경쟁상 우위를 획득하게 

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효과를 초래하며, 둘째, 피심인들의 결합판매행위는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여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셋째, 

피심인들의 결합판매는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위반행위를 부인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장에 대해 

경제분석 결과를 근거로 그 부당성을 반박하였다. 이와 동시에 마이크로소프트의 결합판매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경제분석을 통해 명확히 입증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분석을 통해 입증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중요한 법위반 행위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윈도우 PC 운영체제와 WMS, WMP는 별개의 제품이다.

- 피심인들의 행위는 WMP를 원하지 않는 거래상대방에게 WMP의 구입을 강제한 것이다.

- 피심인들의 결합판매행위는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초래한다.

- 피심인들의 결합판매행위는 스트리밍 미디어 플레이어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다.

- WMP의 편재성과 이에 따른 경쟁상 우위로 인하여 WMP로의 쏠림현상이 발생한다. 

- 피심인들의 결합판매는 미디어 플레이어 시장에 진입장벽을 구축한다. 

- 피심인들의 결합판매행위는 경쟁을 제한하여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다.

- 결합판매는 소비자들의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에 대한 선택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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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합판매로 인한 경쟁제한효과 유발은 기술혁신을 감소시켜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한다.

3) 인텔의 차별적 리베이트 사건

인텔은 국내 CPU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삼성전자, 삼보컴퓨터 등 국내 PC 

제조회사들에게 경쟁사업자인 AMD(Advanced Micro Device)사의 CPU를 구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텔의 이러한 행위는 국내 CPU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로서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심결하였다. 

이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분석 방법론으로서 “비용-가격 테스트”(cost-price 

test)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최근 로열티 리베이트(loyalty rebate)에 대한 위법성 판단기준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론이다. 이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조건부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에 

상업적 경합가능점유율(commercially viable share) 부분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유효가격을 

계산하여 이들 평균비용과 비교함으로써 경쟁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실질적으로 경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이 테스트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는 1) 인텔의 경쟁사인 AMD가 인텔의 리베이트를 

감안하여 가격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PC 제조회사들에게 자신의 CPU를 무료로 공급하여도 

불가능할 정도이며, 2) 이러한 리베이트 체제 하에서는 AMD가 가격을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나, 

음의 가격 수준으로 책정하지 않는 한 삼성전자가 AMD사의 CPU를 구매할 유인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인텔의 리베이트 영향을 받는 

시장은 그렇지 않은 시장에 비해 경쟁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현저히 낮다는 점도 밝혀내었다. 

이러한 경제분석을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텔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 부당한 공동행위

가.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제19조에서는 사업자가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은 

이하와 같다. 

-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

-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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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

-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 제한

-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는 회사 등의 설립

-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서 공동행위

- 기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나. 공동행위에 있어서 경제분석의 특징과 과징금

경쟁법 집행에 있어서 공동행위는 다른 위반유형들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이나 기업결합, 불공정거래행위 등은 당해 행위가 갖는 반경쟁적 효과를 문제 삼는 

데 비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는 행위 자체의 존재여부가 핵심적 쟁점이 된다. 즉, 행위의 존재 

여부에 따라 경쟁법 위반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에는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경제분석이 개재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다. 행위자체의 존재 여부가 법위반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관련 사업자는 행위의 

존재 여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따라서 행위의 존재를 추정하는 방법의 하나, 즉 

공동행위 존재의 정황증거로서 경제분석이 활용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직접적 

증거가 없는 증황증거만으로 위법성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으며 따라서 경쟁정책당국은 

공동행위의 적발에 있어서 경제분석적 접근보다는 직접적 증거를 찾기 위한 ‘수사적 접근’에 

중점을 두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에 있어서 경제분석은 위법성의 증거를 찾는 데 보다는 

위법이 인정된 공동행위에 대해 그로 인한 피해액을 산정하는 데 더 큰 기여를 하게 된다. 부당한 

공동행위의 피해는 소비자, 경쟁사업자 등 여러 시장참가자들에게 미치게 되는데, 경제분석을 

통해 이러한 피해액의 규모를 측정하여 이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산정하고, 또 민사상의 

손해배상액의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다. 주요 심결사례

1) 5개 정유사의 부당한 공동행위(2011)

국내 5개 정유사는 기존 주유소와 거래를 함에 있어 과거 경쟁사인 폴사인 주유소와는 

거래하지 않는 방식으로 거래상대방을 제한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주유소를 통하여 공급되는 

휘발유, 등유, 경유 등 국내 경질유 석유제품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합계 약 4,32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회사를 검찰에 고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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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경제분석을 통해 관련상품의 범위를 피심인들이 자영주유소에 

공급하는 경질유 석유제품으로 규정하고, 이 사건에서 공동행위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은 관련상품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심인 회사들은 관련상품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확대하여 관련매출액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공정위는 이들 주장을 기각하였다. 

그리고 경제분석을 통해 피심인별 위반행위 기간을 산정하여 각 사별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공동행위의 견고성, 지속성이 약하였고, 공급가격이나 생산량에 대한 

합의가 없었고, 소비자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1%로 낮게 설정하였다. 

피심인별 기본과징금을 결정한 후 공정거래위원회는 각 피심인별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내역, 

공동행위 참여에 있어서의 적극성, 공동행위로부터 얻게 되는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액수를 조정하였다. 이렇게 정해진 액수에 대해 계약기간의 실태 등을 감안하여 다시 

임의적 과징금 액수를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약 4,32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2) 4개 브라운관(CRT) 유리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2012)

이 사건은 한국 및 일본의 기업이 포함된 국제 카르텔 사건이다. 삼성코닝, 일본전기초자 등 

한국 및 일본의 4개 CRT 유리 제조업자들은 경쟁사와 공동으로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고객별 

점유율을 할당하며 생산량 제한을 합의하였다. 카르텔 회의에서 이루어진 명시적인 합의유형은 

판매가격의 합의, 고객별 점유율 할당, 가격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량 감축을 위한 

정보교환의 세 가지이다. 

이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카르텔 참가사업자들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90% 이상이고 

행위 성격 상 경쟁제한적 효과만 발생하고 효율성 증대효과는 미미하다고 판단되므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였다. 그렇지만 CRT 유리 판매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가격인하폭 또는 수익성 악화를 완화하기 위하여 공동행위를 유지해 온 점, 피심인들 

사이의 회합 및 그 실행구조 등이 견고하지 않고 느슨하게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3.5%로 정하였다. 이어서 경제분석을 통해 산정된 카르텔 관련 매출액의 크기를 

결정하고 여기에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여 기본 과징금액을 산정하였다. 

공정위는 이 카르텔이 회사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과징금을 상향조정할 

요인이 있다고 보았다. 그렇지만 관련회사들이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관련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 CRT 시장이 수요자 우위의 시장으로서 공동행위의 

합의에 의한 실행이 불완전하게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여 피심인들에게 과징금을 50%씩 

감경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동 카르텔에 참여한 한국 및 일본의 4개 사에 대해 합계 약 

54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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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경쟁정책을 위한 정보인프라로서의 경제분석

1. 경쟁정책과 시장정보

경쟁법의 효과적인 추진·집행을 위해서는 국가 전반의 산업 및 시장상황, 그리고 기업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가 중요하다. 경쟁정책 당국이 국가 전반에 걸쳐 경쟁의 정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산업조직 및 시장구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초대형 기업 혹은 

기업그룹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국가전체의 산업구조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장구조는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경쟁정책 상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산업 및 시장은 

어떤 부분인지 등에 대해 소상히 파악하고 있을 때 효과적인 정책적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산업 및 시장정보를 상세히 파악하고 있다면, 경쟁정책 상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며, 정책효과도 더욱 커질 것이다. 

경쟁정책의 수립·집행에 있어서 산업·시장정보의 확보 및 그 분석은 경쟁주창(competition 

advocacy) 기능을 갖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경쟁주창 기능이란 시장을 둘러싼 

법적·제도적 환경을 시장친화적 개선하고, 시장경제 및 경쟁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향상시킴으로서 경제사회 전반을 경쟁친화적으로 인도하는 제반 활동을 포함하는 의미이다. 이는 

사회저변으로부터 경쟁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개개의 경쟁법 위반사건을 

적발·처벌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는 더욱 중요할 수 있다. 산업 및 시장에 관한 정보가 투명할 

때, 시장기능의 원활한 작동을 방해하는 제도적 및 인위적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으며, 또 시장정보는 독과점적 구조가 심화된 

시장에 대해서는 그 요인과 해결책, 그리고 경쟁정책적 대응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산업 및 시장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통계적 인프라가 정비되어 있으며, 

이를 활용한 산업 및 시장, 그리고 기업에 관한 연구·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산업 및 

시장 정보의 형태는 다음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산업 및 기업활동에 대한 통계정보이다. 이러한 통계정보는 광범위한 산업 및 

기업정책을 위해 구축된 것으로 반드시 경쟁정책만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경쟁정책 분야에서도 

기초적인 시장정보로서 활용되고 있다. 둘째는 시장구조 통계의 작성과 분석으로서, 산업통계 등을 

활용하여 경제 전반에 걸친 시장구조를 측정하고 이를 분석한 정보이다. 이는 경제전반에 걸친 

경쟁의 정도를 파악하고, 경쟁정책당국이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분야를 사전에 파악하는데 

기여를 한다. 세 번째는 특정 산업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분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정책상 

특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산업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혹은 외부 학자들과 연계하여 당해 산업 

및 시장의 전반적 상항, 관련 정책과 제도, 경쟁을 저해하는 공적·사적인 제한 등에 대한 

포괄적·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집적적 정보는 경쟁정책의 집행에 크게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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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 및 기업 활동에 대한 기초정보

한국에서는 산업 및 기업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통계 및 개별 기업에 대한 정보가 

생산·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정부에서 많은 부분을 생산하지만 최근에는 민간 부문에 

의한 생산도 늘어나고 있다. 여기서는 이 가운데 중요한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가. 산업구조통계

산업 및 기업활동에 관한 경제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통계로서 많은 부분을 통계청(National 

Statistical Office: NSO)에서 생산하고 있다. 산업구조통계는 UN 등 국제기구에서 그 작성을 

권고하고 있는 통계로서 비단 한국뿐만이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작성하고 있다. 산업구조통계는 국민경제 전반적인 규모의 파악, 국가산업 발전의 

정도와 특징, 산업정책 등 다양한 경제정책을 위한 기초정보로서 작성되고 있지만, 경쟁정책에서도 

그 활용도가 높다. 경제 전반의 구조변화와 발전 형태, 그리고 대략적인 기업규모 분포를 알 수 

있으므로 경쟁정책의 장기적인 방향설정에 도움을 준다. 

한국의 산업구조 통계로는 경제 전체에 걸쳐 모든 사업체(establishment)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조사통계인 5년 주기의 경제센서스(Economic Census)를 중심으로, 제조업, 서비스업 

등 산업별 매년 주기의 조사통계가 있다. 이들 통계는 국가경제 및 산업에 대한 기초정보로서의 

속성을 갖고 있으며, 정책개발과 학술적 연구, 기업활동에 있어서 기본적인 자료로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한국의 산업구조통계는 집계된 자료로서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데이터58)로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통계자료는 집계치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통계이용자들이 조사대상 기업(혹은 

사업체)들의 개별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때 정보재로서의 사용가치가 더욱 높아진다. 통계청은 

개별 조사대상사업자들의 비밀을 엄격히 보호한다는 전제 하에서, 통계이용자들이 개별 기업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통계조사의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경쟁정책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의 정책 개발에서 한층 더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통계조사 자료의 마이크로데이터의 활용 확대는 최근 선진국 

통계정책의 큰 흐름이기도 하다. 

나. 대규모기업집단 정보공개시스템

한국의 경쟁정책에서 기업집단이 갖는 의미는 특별하다. 한국경제에서 기업집단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전체에서 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클 뿐만 

아니라 개별 산업 내지는 시장에서도 기업집단 계열기업들이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한국의 경쟁정책에 있어서 기업집단에 대한 고려는 중요한 정책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58)  조사대상 개별기업에 관한 정보로서, 익명성의 유지를 통해 조사대상기업의 비밀을 보호하면서 통계이용자들이 개별 기업에 

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자료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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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공정거래법은 다른 나라의 경쟁법과 달리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규제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중 경제력집중 방지제도는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주된 내용은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정, 공시·공개제도, 상호출자금제도, 채무보증제한제도, 

지주회사제도,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제도, 부당지원행위 규제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기업집단 계열기업에 대한 정보 DB로서 대규모기업집단 정보공개 

시스템(OPNI)을 운영하고 있다. OPNI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의 경제력집중 억제제도의 

적용대상인 대규모기업집단으로부터 보고받은 기업자료를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공개한다. 이를 

통해 기업집단에 관한 정보를 투명화하여 경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이들 자료가 

정책적 및 학술적으로 좀 더 넓게 활용될 수 있게 되었다. 

당초 공정거래법에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기업집단에 대한 사전규제에 중점을 두었다. 

그렇지만 사전규제제도가 기업집단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아지자 

경쟁정책당국은 2000년대 들어 사후 규제로 점차 방향을 전환하였다. 이와 같이 기업집단 규제가 

직접적 규제 대신 시장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됨에 따라 OPNI는 시장감시기반 

확충방안의 하나로 2007년에 구축된 것이다.  

OPNI 시스템은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및 지주회사의 소속회사 등 각 기업에서 제출한 소속 회사현황, 주주현황, 출자현황, 채무보증현황, 

지주회사현황 등이 수록된 포괄적인 공개 정보 DB이다. OPNI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현재 

경쟁정책뿐만 아니라 기업집단과 관련한 정부의 다양한 경제정책, 기업집단에 관한 학술적 

연구에서 중요한 기초정보로서  활용되고 있다. 

다. 민간의 기업정보 DB

기업활동이 복잡·다양하게 전개되고 특히 대기업이 국가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게 

됨에 따라 다양한 목적에서 개별기업에 정보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기업정보는 일반 국민들의 투자정보로, 그리고 학술연구 등에서 기초자료로, 정부의 정책개발의 

기초정보로, 그리고 경쟁정책의 수행을 위한 필수정보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기업정보 DB는 

주로 민간부분에 의해 개발·제공되고 있다. 

증권거래소에서는 상장기업의 현황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투자가들이 

좀 더 투명한 시장정보의 바탕위에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기업정보의 

목적은 증권시장의 투명화를 위한 것이지만, 학술 및 정책자료로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한국신용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등 민간 신용평가회사들도 독자적으로 기업정보 DB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기업 DB는 한국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약 30만 개의 기업에 대한 

소유구조, 사업활동 현황, 영업실적 등 기업활동의 다방면에 걸친 정보를 수록하여 상업적 베이스 

위에서 공개 운영하고 있다. 이들 DB의 직접적 수요자는 민간이지만, 대형 연구기관 등에서도 이 

정보를 연구자료로서 활발히 이용하고 있다. 기업재무상태에 대한 자료가 전반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이들 민간기업의 기업정보 DB는 한국기업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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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하고 있다. 

3. 시장구조통계의 작성과 분석

가. 경쟁정책에 있어서 시장구조의 중요성과 역할

경쟁정책의 목적은 경쟁의 활성화를 통해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이익을 

증진하는데 있다. 그러면 경쟁의 활성화는 어떤 조건하 에서 가능한가? 일찍이 

산업조직이론에서는 시장구조-시장행동-시장성과(structure-behaviour-performance) 간에 

일방적 관계가 성립된다고 하였다. 즉, 독점적 시장구조는 독점적 시장행동을 초래하고, 이는 

다시 독점적 시장성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에서 경쟁이 유효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장구조를 경쟁화(=시장의 저집중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후 경제학의 발전에 따라 구조-행동-성과 패러다임은 많은 도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경쟁정책에서 시장구조는 시장의 경쟁의 정도를 판단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인정되고 있으며, 위법성의 기준을 시장구조에 두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전반적인 시장의 경쟁도를 개략적으로 파악하는 데 있어서 시장구조보다도 우월한 객관적인 

지표는 아직까지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세계 각국의 경쟁정책의 수립·집행에 

있어서 시장의 경쟁도를 판단하는 여러 요소 가운데 시장구조를 가장 중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쟁적 시장성과는 반드시 시장구조가 고도로 분산되어 있는 상황에서만 기대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비록 시장구조가 독점적이라 할지라도 독점기업이 신규기업의 진입 가능성을 끊임없이 

의식하여 경쟁시장의 사업자와 동일한 시장행동을 취한다면, 시장구조와 관계없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장구조가 경쟁적이지 않다면, 시장성과는 기업들의 

행동양태에 달려있으며 기업의 행동양태는 여러 가지 시장조건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독점적 구조를 가진 시장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분석 없이는 사전적으로 경쟁의 정도를 

평가하기가 어렵다. 그렇지만 시장구조가 경쟁적일 경우 카르텔 등 경쟁을 저해하는 인위적인 

제한이 없는 한, 경쟁의 활성화가 담보되며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시장구조의 측정은 이러한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즉, 경쟁법에서는 시장구조가 경쟁적이라면 

당해 시장에서는 일단 충분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시장구조가 

독점적이라면 독점이윤의 존재로 인해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다시 말하면, 시장구조는 시장의 경쟁상태를 일차적으로 선별(filtering)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시장구조란 특정 시장에서 존재하는 기업의 수와 그 상대적 규모분포를 의미한다. 기업의 

수가 적을수록, 그리고 기업의 규모분포가 불균등할수록 시장구조는 독점에 가까워지게 되는데, 

그럴수록 시장지배력(독점력)이 생성될 가능성이 커진다. 시장구조는 경쟁의 정도를 대리하는 

지표로서 경쟁정책의 수립·집행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점이 되고 있다. 한국 공정거래법에서 

시장구조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의 기준이 되며,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하는 

일차적 기준이 되고 있다. 그리고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및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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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에 있어서도 위법성의 정도의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EU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장구조는 시장의 경쟁도를 측정하는 기준으로서, 

그리고 경쟁제한성의 판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고 있다. 

시장구조를 나타내는 지표(시장구조지수)는 지금까지 수십 종이 개발되었는데, 경쟁정책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표가 CRk와 HHI(Herfindahl-Hirschman Index)이다. 상위 

k기업집중률은 한 시장에서 상위 k개 기업들의 시장점유율(Si)의 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의식은 다음과 같다.

 

HHI는 특정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기업의 시장점유율(Si)의 제곱치를 합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단, N = 당해 시장 내의 기업수

경쟁정책에서 과거에는 CRk가 많이 활용하였으나 최근에는 HHI가 구조지수로서 우수한 

속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HHI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과거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판단기준으로서 CR4를 이용하였으나, 1982년 기업결합 가이드라인(Merger Guideline)부터 

HHI로 전환하였다. 공정거래법에서도 CR1과 CR3를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및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추정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기업결합심사지침에서 경쟁제한성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HHI를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i=1

k

∑ SiCRk = 

i=1

N

∑ Si
2HH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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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시장구조는 경쟁의 정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이러한 

이유에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경쟁법의 운용 상 경쟁제한성의 판단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즉, 시장구조는 특정 시장에서 경쟁의 정도를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과 동시에 유력한 대리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산업 전반에 걸친 

시장구조 통계의 작성과 분석은 국가 경제의 전반적인 경쟁의 정도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정보가 

된다. 

나. 시장구조통계의 작성과 분석

1) 시장구조통계의 작성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정책의 수립·집행을 위한 기초정보로서, 매년 시장구조통계(CR3 및 

HHI)를 작성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공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상무부 

센서스국이 5년마다 시행되는 경제센서스(Economic Census) 자료를 토대로 북미산업분류 

(NAICS) 기준에 의거하여 산업집중통계(CRk 및 HHI)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다. 일본도 

공정거래위원회가 2년 주기로 집중률이 높거나 국민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상품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시장구조통계를 작성하여 공표하고 있다. 

한국에서 시장구조통계의 작성과 분석은 1977년 KDI 연구진에 의해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이 시기는 한국에서 아직 공정거래법이 시행되기 이전이었는데, 이 연구는 이후 한국의 

공정거래제도 도입을 지원하는 이론적·실증적 근거자료로서 많이 활용되었다. 이후 KDI 

연구진은 약 4~5년 간격으로 한국의 산업집중 및 시장구조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고 그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출판하였다. 이들 연구는 공정거래정책의 개발·집행을 위한 

기초정보로서 광범위하게 활용되었다. 이외에도 KDI 연구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로 산업집중 및 시장구조통계를 작성하여 경쟁정책당국에 제공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통계는 공식적으로 정부 승인을 받지 않은 비공식 통계였다. 

 

<표 3-2> 기업결합 심사에 있어서 경쟁제한성 기준으로서의 HHI 

국가 HHI 기준점 정책적 의미 동등규모기업수
1)

한국
1,200 경쟁제한성 유무의 경계 8.3개

2,500 심각한 경쟁제한성 판단의 경계 4개

미국
1,000 경쟁제한성 유무의 경계 10개

1,800 심각한 경쟁제한성 판단의 경계 5.6개

일본
1,500 경쟁제한성 유무의 경계 6.7개

2,500 심각한 경쟁제한성 판단의 경계 4개

1)  HHI의 역수(1/HHI)로서, 당해 시장이 가상의 동등한 규모의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의 기업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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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공정거래법 개정에서 시장구조통계의 작성·공표를 법정화하였다. 공정거래법 제3조 

①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수요시장에 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이어 동조 ③항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시장구조를 조사하여 공표한다”라고 시장구조통계의 작성을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2000년부터 시장구조통계는 정부공식통계로 승인되어, 초기에는 대체로 격년 주기로, 

2010년 이후에는 매년 주기로 작성·공표되고 있다. 

2) 작성체계·방법·범위

시장구조통계의 작성 주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이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는 시장구조통계의 

작성·공표를 위해 이와 관련된 업무를 정부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매년 시장구조통계를 

작성하는데, 이를 위해 KDI는 한국통계청(KNSO)로부터 산업구조통계의 마이크로데이터를 

제공받는다. KDI는 통계 및 분석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구조통계 및 분석결과보고서를 인터넷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및 

한국의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한다. 

KDI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위탁과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시장구조분석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도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의 위탁연구는 대체로 형식이 정형화되어 있는 데 비해, 

KDI 자체연구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좀 더 자유롭게 연구·분석이 이루어지며, 여기서 

의미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위탁연구에 반영된다.

산업집중 및 시장구조통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산업별(혹은 상품별) 개별 기업의 매출액에 

대한 전수조사 자료가 필요하다. 한국에서는 기업(혹은 사업체)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통계가 작성되고 있는데, 전수조사적 성격의 통계로는 광업 및 제조업 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광업 및 제조업조사」(1년 주기의 통계)와 전체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총조사」(5년 주기)가 

있다. 「광업 및 제조업조사」와 유사한 통계는 한국 및 중국을 포함한 일본, 미국 등 많은 

나라들이 작성하고 있으며, 『경제총조사』는 미국에서 처음 실시되었지만, 2000년대 들어 중국을 

시작으로 한국, 일본 등도 새로이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국가산업에 대한 가장 기초적 통계라 할 수 있는 「광업 및 제조업 조사」나 「경제총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업집중 및 시장구조통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난점이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는 일반적으로 산업구조통계는 사업체 단위로 조사되는데, 이를 

기업단위로 묶는 과정이 필요하다는점, 둘째는 많은 나라의 통계제도에서 조사대상자의 

개별정보는 그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데, 통계당국이 개별기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 

비로소 산업집중 및 시장구조통계의 작성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한국통계청은 사업체단위의 통계를 기업단위의 통계로 집계할 수 있도록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사업체와 기업을 연결하는 「사업체·기업 모집단 DB」를 그동안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온 결과 2000년대 중반부터는 전체산업에 대해 사업체-기업 연결이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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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문제인 개별기업(혹은 사업체) 정보의 이용과 관련하여서는 시장구조통계를 절실히 

필요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노력과 설득, KNSO의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KDI의 적절한 

조정과 축적된 연구경험에 의해 큰 어려움이 없이 해결되었다. 

다. 시장구조분석의 내용 구성

공정거래위원회의 위탁에 의해 KDI가 작성·제출하는 『시장구조분석』 연구는 크게 1) 

산업집중 및 시장구조 통계의 작성을 위한 기초정보 분석, 2) 산업집중 및 시장구조 통계의 작성 

및 분석, 3) 기업집단에 관한 통계의 작성과 분석의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에서는 경쟁정책에 있어서 시장구조가 갖는 의미, 시장구조 측정지표의 정의와 속성 

그리고 그 의미, 시장구조통계 작성의 기초자료가 되는 산업구조통계의 기본적 속성, 사업체 

기준 통계를 기업통계로 변환하는 과정 등 산업집중 및 시장구조통계의 작성과 관련한 기초정보 

및 통계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분석대상 기간 중에 나타난 전반적인 산업동향, 

산업구조적 특징과 그 변화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2)는 시장구조분석의 주요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여기서는 먼저 전체산업을 대상으로 

한 일반집중 통계를 작성하고 그 동향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이어서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의 

5단위 분류 및 상품분류 레벨에서 산업별 및 품목별 시장구조통계(CR3 및 HHI)를 작성하고 

있다. 그리고 작성된 산업집중 및 시장구조 통계를 토대로 산업 및 품목 특성별 시장구조분석, 

시장구조의 시계열적 분석, 독과점 고착형 산업의 실태분석 등의 분석을 실행하고 있다.

3)은 한국의 산업조직에서 특징적인 기업조직이라 할 수 있는 재벌(한국의 기업집단)에 대한 

통계작성 및 분석이다. 재벌은 한국 산업의 중요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분석보고서에서는 

전체산업에서 차지하는 재벌의 비중, 개별 산업 및 품목시장에서 재벌의 독과점적 지위, 재벌의 

사업다변화 활동(다시장 활동)의 실태 등에 대해 통계작성 및 분석을 하고 있다. 

라. 시장구조분석의 한계와 의의

현실의 시장구조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별 시장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시장구조의 파악을 위해서는 먼저 시장의 범위가 획정(market delineation)되어야 하는데, 이 

자체가 복잡하고 치밀한 분석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다. 예를 들면 경쟁정책 상의 기업결합제한 

규정의 경우, 시장구조가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획정 자체가 위법성 판단과 바로 연결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결합의 위법성 판단을 위한 

경제분석은 그 대부분이 시장획정을 위한 작업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시장의 범위를 획정하는 데에는 이렇듯 매우 어렵고 복잡한 분석을 필요로 하므로, 산업전반에 

걸쳐 현존하는 모든 시장에 대해 분석적 방법을 통해 일일이 시장을 획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산업전반에 걸친 개략적인 경쟁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통계분류 기준을 시장의 경계로 가정하고 시장구조를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산업전반에 걸친 시장구조 통계는 경제학적 의미의 시장이 아니라 통계분류체계에 의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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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략적인 시장구조 지표이기 때문에 그 용도는 한정될 수밖에 없다. 이 통계는 구체적인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에 있어서 위법성의 판단자료로 이용되기는 어렵다. 

시장구조통계가 갖는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장구조통계는 경쟁정책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갖는다. 경제전체에 걸친 전반적인 경쟁의 정도나 그 변화상을 파악하거나 경쟁정책 

당국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산업 혹은 시장군을 파악하는 데 유력한 기초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시장구조 통계가 갖는 현실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장구조 

통계는 공정거래정책의 기준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정책인프라로서 중요성을 갖는다. 

시장구조조사 통계는 한국 산업의 전반에 걸쳐 산업집중 및 시장구조의 현상과 특징을 

객관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공정거래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고 평가된다. 

미국이나 일본 등은 오래 전부터 경쟁정책의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시장구조 통계를 갖추고 

있었다. 한국은 비록 이들 국가에 비해서는 늦었지만,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시장구조조사 

통계를 갖추게 됨으로써 경쟁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시장구조 통계는 

경쟁정책분야뿐만 아니라 관련 학술연구에서도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4. 산업 및 제도에 관한 심층 연구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정책의 효율적 개발·집행을 위한 기초정보로서 매년 특정 산업 및 

제도에 관해 심층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대개 외부 학자 및 전문가들과의 

계약을 통한 위탁연구로서 수행되고 있다. 연구결과는 경쟁정책에 있어서 유익한 정보로서 

활용되며, 이러한 직접적 효과 외에 공정거래위원회와 외부 전문가 간의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함과 아울러 경쟁정책에 대한 학계의 관심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도 얻고 있다. 외부 

전문가들과의 계약을 통한 위탁연구의 연구분야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경쟁정책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구이다. 한국의 경쟁법 체계는 공정거래법을 

중심으로 하는 많은 법·제도로 구성되고 있다. 경쟁법 관련 법, 규정의 제·개정과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정책·제도의 평가, 외국의 정책 동향 및 법제 등에 대한 폭넓은 

조사·연구·분석이 필요한데, 이에 관한 심층 연구를 외부의 전문가들에게 위탁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얻어진 연구결과는 경쟁법 관련 법·제도의 개선에 반영된다. 실제로 경쟁법 체계 

내에 있는 많은 법들이 이러한 연구결과의 바탕 위에서 제정, 개선되어 왔다. 

둘째는 경쟁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법·제도에 관한 연구이다. 현실 경제에는 여러 

종류의 법·제도에 의한 규제에 의해 시장경쟁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연구에서는 관련 

법·제도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나, 관련 법·제도가 추구하는 정책목표와 수단의 타당성, 

관련정책과 경쟁정책 간의 조화, 관련정책의 개선방안 등을 찾는다. 여기서 도출된 정책 및 

법·제도의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정책당국과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이러한 연구는 관련제도 개선과 아울러, 경쟁정책에 대한 여타 정책당국의 이해를 

높이는 효과도 있다. 이처럼 위탁연구는 경쟁정책 당국이 수행하는 경쟁주창 기능의 중요한 한 

분야로 평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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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는 특정 산업 혹은 시장에 대한 심층 연구이다. 이는 경쟁정책 상으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산업을 대상으로 산업 및 시장의 기본적 실태, 시장 및 경쟁상황, 관련 산업 및 

시장을 둘러싼 법·제도 및 규제체계 등에 관한 포괄적이고도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경쟁정책적인 대응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경쟁정책 상 문제가 있는 

산업 및 시장에 대한 경쟁정책 당국의 선제적 대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쟁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최근 수년간 이루어진 주요 위탁연구 사례는 다음과 같다.

<표 3-3>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위탁연구

연구분야 주요 연구사례

경쟁법 관련 
제도 개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면개정을 위한 연구

경쟁법집행효과에 대한 경제분석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개정을 위한 연구

비수평결합 심사기준 개선방안연구

공정거래제도 시행 30년 성과 및 향후 정책방향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P) 개선방안

EC의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연구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액 규모추정에 관한 연구

공동행위 심사기준 개선방안 연구

공동행위 시정조치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경쟁영향평가 매뉴얼

기업결합 시뮬레이션 모형 검토

경쟁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법ㆍ제도 연구

제조물책임법 개정방안 연구

전자상거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청약철회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녹색분야 정보제공 강화를 위한 중요정보고시제도 개정방안

표준특허 선정 관련 공정경쟁 확보 및 합리적 라이센싱 방안 연구

정부 분야별 정책·제도의 소비자지향성 연구

경쟁정책과 환경정책

산업ㆍ시장에 
대한 

심층 연구

사교육시장에서의 약관이용실태분석 및 소비자 보호 방안

주요 독과점 산업에 대한 경쟁상황 예비평가

공제산업 등 생협의 건전성 확보방안에 대한 연구

온라인 교육서비스 산업에 대한 시장분석

다채널 유료방송 산업에 대한 시장분석 

오픈마켓의 불공정행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의약품분야 지적재산권 관련 경쟁제한행위에 관한 연구

이동통신분야 요금체계 및 경쟁상황 분석

웹브라우저 시장의 경쟁활성화방안

공공조달부문 경쟁제한 실태분석과 대처방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현황 및 정책대안

의약품 시장 공동마케팅에 대한 경쟁법적 분석 및 시사점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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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평가와 과제
한국의 경쟁정책은 선진국에 비해 짧은 연륜에도 불구하고 지난 30여 년간 빠르게 

발전해왔으며, 지금은 선진국과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집행되고 있다. 한국경제가 과거 정부주도의 

개발전략 하에서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규제가 보편화되어 있던 상황에서 경쟁을 중시하는 진정한 

의미의 시장경제로 전환한 것은 세계적으로 그 예를 찾기 어려운 경쟁정책의 성공사례라 할 것이다. 

한국경제가 이와 같이 시장기능과 경쟁이 존중되는 실질적 의미에서의 시장경제로 발전할 수 

있었던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지만, 경쟁정책의 기여가 매우 컸다고 평가된다. 한국은 

1980년 국가의 경제운용기조를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획기적인 방향전환을 하기로 결정한 

바 있는데, 이러한 기조변화를 특징짓는 가장 상징적인 정책이 경쟁정책의 도입이었다. 한국의 

경쟁법인 공정거래법은 이러한 시대 배경 하에서 탄생·출범하였으며, 이후 경쟁정책은 

한국경제의 기본 질서 규범으로서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한국의 경쟁정책이 특히 평가받아야 

할 점은 경쟁정책 당국이 단순히 경쟁법의 집행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경제 전반에 걸친 

시장기능의 발전과 경쟁의 촉진, 정부/시장 관계의 재정립, 시장경제에 대한 사회전반의 이해 

제고 등 이른바 “경쟁주창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는 점이다. 

한국의 경쟁정책이 성공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경쟁정책 당국의 지속적인 

연구·분석 기능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경쟁정책 당국은 한국 경제를 보다 경쟁적인 

형태로 전환시키기 위해 시장에 대한 경제분석적 접근을 통해 다른 정책당국이나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하였으며, 이러한 이론적·실증적 논리를 바탕으로 경제개혁 및 

시장경제의 창달을 주도해 올 수 있었다. 실제로 정책과 연구·분석 기능 간의 연계성에 있어서 

한국의 경쟁정책 당국은 정부의 다른 어떤 부처보다도 앞서왔다고 평가되고 있다. 

한국의 경쟁정책은 집행절차에 있어서 경제분석을 과감히 도입함으로써 비약적으로 

발전했다고 평가된다. 과거 정부주도 경제 하에서 도입된 “경쟁정책”이라는 제도는 민간에서는 

매우 생소한 제도였다. 그렇지만 경쟁정책당국이 그 집행을 강화하면서 민간기업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민간기업은 정책당국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경제분석을 적극 활용하였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도 민간과의 논리 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경쟁법을 엄정히 집행하기 위해 경제분석 기능을 강화하였다. 이와 같이 민간기업과 

경쟁정책당국 간에 벌어진 경제분석에 바탕을 둔 논리적 대결은 한국의 경쟁정책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동인이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경쟁정책 당국이 높이 평가받아야 할 점은 민간기업과의 관계에서 

수평적인 위치에서 민간기업의 주장을 정당한 권리행사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대응논리를 

전개하였다는 점이다. 과거의 한국 경제상황에서 정부와 기업관계는 대등하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오히려 정부가 기업을 지도하고 명령하는 수직적 관계에 가까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쟁정책당국이 기업을 대등한 주체로 인정하고, 강압보다는 논리로서 정당성을 다투었다는 

것은 경쟁정책 당국의 용기이며, 한국경제의 큰 진보라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공정거래관련 경쟁법·정책집행경험 공유 · 135

이렇듯 한국 경쟁정책 발전에는 경제분석이 크게 기여하여 왔다고 평가되지만, 과제도 적지 

않다. 앞으로도 경쟁정책의 수립·집행에 있어서 경제분석의 중요성은 더축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공정거래법의 집행은 더욱 강화될 것이고, 이에 따라 법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강도도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관련 기업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경제분석을 강화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에 대응하여 경제분석을 위한 자체 역량과 외부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킹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산업발전의 중심이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IT, 서비스 산업 등 지금까지 경쟁정책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았던 부분으로 

옮겨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더욱 다양한 산업 및 시장으로 경제분석의 영역을 확대하고 

심화시켜야 할 상황에 직면해있다. 

한국은 지금 경제개혁이라는 큰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모든 경제부처는 한국경제의 

틀을 어떠한 방향으로 바꾸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경제의 개혁은 그 

세부적인 내용이 어떠하든 전체적인 큰 흐름은 시장기능을 중시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은 자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쟁정책 당국은 적극적 리더십을 발휘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 경제운영 기조변화와 개혁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이론적·논리적 무장이 필요하며, 

경제분석은 이를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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