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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글은 경제규제정책의 효율성 즉, 시간과 비용에 미치는 영향요

인인 관료, 규제, 전자정부를 중심으로 논의와 실증분석을 하였다. 

정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관료의 수를 줄이고, 규제를 축소하는 

등 정부역할을 줄여야 한다는 논의와 연결되었다.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정책서비스 중에서 경제규제는 시장의 문제를 보완하여 시

장의 효율성을 강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정부의 역

할이 매우 크고 그 효과가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

다. 시장의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정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정부의 역할에 대한 회의적 시선으로 연결되고 있지만 경제

규제의 주체가 정부라는 점은 달라질 수 없다. 즉, 정부의 규모와 

역할을 축소시키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으며, 어떻게 해야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한 것이다.

정부의 역할에 대한 선행연구는 정부규모가 커질수록 비효율성이 

증가한다는 논의가 많다. 정부규모, 정부지출, 공공재 제공의 규모 

등의 정부 역할이 커지면 정부의 채무, 경제성장 등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Alesina & Spolaore, 1997; Alesina & 

Wacziarg, 1998; Stephanie Medina & Rui, 2008). 이들 연구는 

정부의 규모를 줄이고 이 역할을 시장의 규모를 증가시켜야 효율성

이 증가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역할이 반드시 규모로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시장의 실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규모

가 미치는 비효율성을 근거로 정부의 역할을 감소시키는 것은 적절

한 접근이 아니다. 더욱이 정부의 규모가 경제발전 등에 도움이 된

다는 반론도 존재하고 있다(Ram, 1986; Rubinson,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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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ers & Heston, 1984; Lucas, 1988). 이들 연구는 정부 역

할의 결과물 중의 하나인 정부지출로서 정부의 모든 것을 설명하려

고 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이 글은 정부의 역할

로서 관료, 규제, 전자정부의 질을 바탕으로 규모가 효율성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질은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라는 연구문제를 제기한다. 그 효율성도 관료, 규제, 전자정

부의 직접행위의 결과로서 시간과 비용을 사용하여 보다 구체적 인

과관계를 형성할 필요성이 있다.

시간과 비용에 대한 직/간접적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

다. 첫째, 관료의 비효율적 정책집행, 레드테이프, 부패와 관련된 것

이다. du Gay(2000), Peters & Pierre(2003)는 관료들의 비효율

성에 대한 연구, DPMS(1995), Djankov, La Porta, Lopez, & 

Shleifer(2001)의 규제의 비효율성에 대한 연구, Yang & 

Rho(2007), Layne & Lee(2001)의 전자정부 효율성에 대한 연구 

등이다. 이들 연구는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한 관료, 규제, 전자정

부와 정부서비스의 효율성간의 상관성에 관한 것으로 실증연구에 

기반을 두어 인과관계를 검증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둘째는 경영학

계의 서비스 대기시간 연구(Hornik, 1982; Whiting & Donthu, 

2009;  Houston et al., 1998; Davis & Heinke, 1998)와 레드테

이프에 의한 서비스 시간 지연과 사업 진입비용(Djankov, La 

Porta, Lopez de Silanes, & Shleifer, 2000; Djankov, 2009; 

De Soto, 2000; Dreher & Gassebner, 2013)에 관한 연구들이

다. 이들 연구는 주로 경제활동을 위해 필요한 인허가 과정에서 발

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차에 초점을 두고 이론적/실증적 분석을 한 

것으로 관료, 규제, 전자정부의 요인은 포함되지 않았다. 절차요인을 

통제했을 때 관료, 규제, 전자정부의 영향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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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와 차이점이 있다. 셋째는 부패와 관련된 연구이다.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가 부패와 연관(Aidis, 2005; Boettke & Coyne, 

2003; Djankov et al., 2002; Doh et al., 2003; Boettke & 

Coyne, 2003)되고, 이것이 정책을 지연시키거나 거래비용을 증가

(North, 1993)시킨다는 연구이다. 이들 연구는 불필요한 규제와 관

료의 부패가 시간과 비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상관

관계를  분석하였다. 하지만 사업인허가에 대한 분야에 연구가 집중

되어 있고, 부패라는 요인에 초점을 두면서 관료, 규제, 전자정부의 

영향은 명확히 고려되지 않았다. 

이 글은 경제규제정책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의 영향요인을 분석

함에 있어서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요인들을 통제하고, 정부의 역할

에 대한 회의적 시선의 주요 요인인 부패, 절차의 요인을 함께 고려

하여 관료, 규제, 전자정부의 영향을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경제규

제정책(서비스)은 구체적으로 사업인허가, 수입 및 수출 3개 영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들 정책서비스의 

소요시간과 비용(World Bank)을 사용하였다. 이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으로 관료의 질(PRS, EIU)과 규제의 질(WGI), 전자정부

의 질(UN)의 평가지표를 사용하였다. 이 밖에 영향요인을 통제하기 

위해서 타당한 국제지표를 사용하였다. 분석 대상은 각 지표마다 차

이가 있지만 최소 110개 이상의 국가이며, 평균 10년 기간의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분석모형으로는 패널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였

으며, 분석에는 STATA 13.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주요 분석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료의 질은 사업인허가시간(비선형), 수입시간, 수출시간,  

수입비용(비선형), 수출비용(비선형)을 감소시키는 결과가 나타났

다. 관료의 질이 높을수록 시간과 비용이 감소한 것은 시장경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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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에 관료가 순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업인허가시간과 수입비용, 수출비용의 경우는 관료의 질이 낮을 

때는 나타나지 않고 일정 수준보다 높을 경우에 시간과 비용을 감

소시키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을 밝혔다. 둘째, 규제의 질은 사업

인허가시간, 수입시간, 수출시간, 사업인허가비용을 감소시키는 결과

가 나타났다. 규제의 질이 좋은 것이 경제규제정책의 시간과 비용을 

감소시킨 것은 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규제를 비효율적인 것으로 보고 규제철폐와 축소가 시장효율성의 

출발점으로 보는 부정적인 시선에 대한 비판의 근거도 될 수 있다. 

셋째, 전자정부의 질은 수입시간, 수출시간을 감소시키는 결과가 나

타났다. 전자정부의 질이 향상될 경우 서비스 전달의 효율성이 증대

되는 것으로 서비스 시간이 감소되는 것이다. 이 외에도 경로의존성

(시차도구변수)의 분석결과, 관료, 규제, 전자정부의 상호작용의 결

과, 절차와의 영향관계, 법/정치체제와 문화적, 경제적 특성 등에 따

라서 데이터 셋을 구분한 추가분석을 진행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였

다.

주제어: 관료, 규제, 전자정부, 경제규제정책, 효율성, 시간, 비용

학  번: 2012-3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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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사회계약설(Rousseau, 2002)에 따르면 시민들은 혼란과 무질서

라는 자연 상태에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를 합의하에 형

성하였다. 정부는 이렇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바탕으로 

국민의 안전과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의 공익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법에 따라서 정

당한 대우를 받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러한 정부의 역할은 여러 정책의 형성과 집행 과정을 통해 시민들

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좋은 정부는 최소한 민주적인 방향을 추구하며, 이에 따라서 통제

되고, 사회에 대한 책임성(Aucoin, 1997)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이다. 정부의 역할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1)은 크지만 그동안의 국제 

지표(WEF, IMD 등의 경쟁력지표)에서 정부의 역할은 중요하게 고

1) 일반적으로 발전 주의적 국가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정부의 

역할이 보다 포괄적이고 적극적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지만, 장하준

(2003)은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미국의 경우에도 발전초기에 정

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음을 주장하면서 소유권 확립, 철도와 전력 같

은 사회간접시설의 건설, 농업부분 연구와 투자를 실시했으며, 제2차 세

계 대전 이전에 산업보호 장벽을 가장 견고하게 운영했음을 근거로 들

었다. 즉, 국가의 경쟁력에서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정부

의 역할은 정부 정책을 포함한 관료들의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다. 미국

뿐만 아니라 비스마르크의 독일, 프랑스의 전후 산업정책, 연구개발에 

대한 스웨덴의 지원, 공기업 부문을 통해 제조업부분을 발전시킨 오스

트리아를 근거로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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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되지 않았다.2)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주요 요

소들이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관료들이 사회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관료들이 자의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법과 제도, 윤리적 책임성에 입각하여 정책을 집행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은 시민들의 기대와 신뢰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

다. 또한 관료들이 법에 근거한 정책집행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과 규제가 효과적으로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서비스

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발전하는 기술을 도입하여 효율적 

시스템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와 정부의 역할을 바라보는 시선은 일관적이지 

않으며, 많은 언론은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비판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3) 이러한 비판적 관점은 시장의 역할을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

여 정부의 역할을 비판하는 역사적 논쟁과도 연관되어 있다. 또한 

신공공관리론(NPM)은 관료제가 비능률적이므로 시장의 효율성을 

우선시하여 정부에도 시장의 원리를 도입하여 관료제의 개혁을 주

2) IMD의 국가경쟁력을 구성하는 316개 지표에서 61개 항목은 GDP라는 

단일 경제변수에 기반하고 있으며, WEF, World Bank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는 이들 지표가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

다.
3) “무능하고 비효율적인 직원이 간부승진 가능성이 높다”(프라임경제 

2015년 11월 17일자)의 신문기사에서는 딜버트의 인사원칙을 소개하

며 똑똑한 사람을 승진시키지 않으며, 무능력한 사람이 승진을 한다고 

하면서 관료를 비판하였다. “정부규제와 비효율이 산업위기의 원인”

(매일경제 2015년 11월 2일자)의 신문기사에서는 정부의 규제가 게임 

산업분야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보고 비판을 하고 있다. 

“세계최고 전자정부 무색하게하는 공무원 공화국”(디지털타임즈 

2015년 5월 31일자)의 신문기사에서는 전자정부 시스템이 3년 연속 

전 세계 1위이지만 정부조직의 효율화가 나타나지 않으며, 전자정부의 

구축과 운영에 매년 큰 예산(2015년 기준 1215억)을 투입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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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고 있다. 신공공관리론의 주요 내용은 시장화, 생산성의 증대, 

분권화, 경제적 효율성의 중시(Kettle, 2005)라고 할 수 있다. 이러

한 신공공관리론의 주장은 Osborne & Gaebler(1992)의 정부재창

조론(Reinventing Government)과 함께 많은 정부의 개혁의 논리

적 기초가 되었다. 하지만 정부는 대공황, 시장 실패에 의한 경제위

기 등의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주체가 되어왔으며, 시장의 불완전성

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역할도 해왔다.

정부는 정부실패를 극복하고 좋은 관료와 제도, 시스템을 통해 시

장실패를 극복하고 제약된 시간을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좋은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상적 관료제의 실현이 가능하다면 정

부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것(Weber, 1978)이다. 여기

서 효율성이라는 개념은 시장이 요구하는 효율성 즉, 공정한 경쟁을 

위한 시장의 자유로운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적의 규제를 통한 

시간과 비용이라는 점에서 맥을 같이 한다. 

정부는 법률과 정책에 기반을 둔 집행과 정책과정을 통해서 시장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주체로서 시민에게 영향을 미친다. 정부가 제

공하는 여러 정책 중에서 특히 시간 효율성에 민감한 영역이 경제

규제정책(서비스)이다(Salamon, 2002).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시작

할 때 이용하는 인허가 서비스, 수입 및 수출과 관련한 서비스, 계

약, 재산등록 등은 경제관련 서비스로 이들은 경제 규제정책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민간부분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정부의 경제규제정

책은 시장실패를 보완하되 최소한의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영역이

다. 시장은 빨리 변화하고 발전하므로 각 개인의 경제활동은 합법적

이라면 정부가 가능한 빠른 검토를 통해 이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경제규제정책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요인을 정부의 

역할에서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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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정부의 질

정부규모가 커지면 효율성이 낮아진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Alesina & Spolaore(1997)는 국가의 규모가 큰 국가에서 공공재

의 제공에서의 규모의 경제와 문화적/인종적 이질성의 균형

(Trade-off)과정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보았다. Alesina & 

Wacziarg(1998)는 이렇게 결정되는 국가의 규모와 정부의 규모에 

대한 실증연구를 통해서 정부의 규모(Size)가 국가의 규모와 정부

의 채무(Debt)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분석하였다. 즉, 국

가의 규모는 작은데 필요 이상으로 정부의 규모가 크며, 정부의 규

모가 커질수록 정부의 채무도 증가하는 부정적 영향이 있다는 것이

다.  Rodrik(1996)도 무역개방도가 정부의 규모, 정부의 채무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보았지만 이후 연구에서는 표본을 확대하였을 경

우에는 이러한 관련성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이러한 연구에 근거하

여 Stephanie Medina & Rui(2008)는 정부의 규모(지출)가 큰 경

우가 작은 경우에 비해서 정부의 비효율성(정부채무)이 보다 크다

고 분석하면서,4)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정부, 그리고 적은 채무를 

가진 국가에서 보다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것으로 보았다. 

Roubini & Sachs(1989), Levinson(1998), Lane(2003)은 정부

4) 분석대상 국가는 개발도상국가와 신생시장국가로서 총 인구가 약 2백

만명 혹은 그보다 적은 국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Ades & 

Glaeser(1994), Wacziarg(1997), Alesina, Spolaore & 

Waxziarg(1997)이 실증연구를 통해서 밝혔던 작은 국가가 무역을 통

해서 보다 역동적인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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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의 휘발성이라는 제약요인으로 인해서 예상하지 못한 충격에 

대한 경제적 조치가 늦어짐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들 연구가 전제하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운영되는 

시장의 규모는 개별 기업의 확장과 그에 의한 긍정적 효과(Spill 

Over)와 연관된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큰 국가에서도 보다 작은 

정부(작은 세금, 작은 지출)로 전환이 가능하며, 무역을 통한 시장

규모의 증가를 통해서 보다 큰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Alesina, Spolaore & Wacziarg, 1997). 또한 Perotti(1999), 

Tsibouris et al.(2006)은 작은 국가가 큰 정부를 형성하고 있으면

서 나타나는 정부채무의 증가 등의 부정적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형성가들이 보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드는 방법을 고민해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정부가 비효율적으로 작동하고, 규제과정

에서 경제부분에 과도한 짐과 비용을 부과하며, 정부의 재정정책이 

경제적 인센티브와 생산성을 낮춰서 정부의 규모가 비효율성과 경

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Ram, 1986).

하지만 이렇게 정부의 규모와 정부의 효율성간의 부정적 상관관계

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Ram(1986)은 보다 큰 정부의 규모가 효율

성과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115개 국가에 대

해서 실증 분석하였으며, Rubinson(1977)도 보다 큰 정부의 규모

(정부재정)가 보다 가난한 국가에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Summers & Heston(1984)은 115개 국가

에 대한 20년 기간(1960~1980)에 대한 분석결과에서 정부의 투

자와 규모가 보다 좋은 성과를 나타냄을 분석하였다. 이 외에도 

Lucas(1988)는 정부의 교육에 대한 공공투자(지출)가 국가의 인적

자원을 향상시켜 장기적 관점의 국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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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다고 주장하였으며, Barro(1990)은 공공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지출이 경제성장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규모에 대한 상충되는 연구들은 분석대상과 시기, 

기간의 특성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이

론적 시각도 상반된다. 하지만 이들 연구의 공통점은 정부의 규모에

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규모로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정부의 재정지출액, 인건비 등의 항목으로 정부의 역할을 정확히 대

표할 수 있을까? 이러한 정부의 규모 지표는 정부활동의 결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정부의 역할 자체를 측정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역할을 하는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과정을 보다 면밀히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서 정부채무, 경제성장 등의 

변수를 사용하는 것도 정부 역할의 결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존

재한다. 정부채무의 발생이 정부의 부정적 행위의 결과일수도 있지

만 대공황 등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채발행 등을 통한 경제안정화 

정책의 결과일수도 있고,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 시장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국가 인프라의 구축, 기초연구 지원, 교육 등의 공익

의 증진을 위한 정책과정에서 나타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

제성장도 정부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효과를 측

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정부의 역할을 

세분화하여 구분하고, 그 역할의 결과로서 효율성도 보다 인과관계

에 맞는 변수를 사용하고자 한다. 

정부의 행위는 정책을 통해서 나타나므로 정책과정의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확인하고, 특히 정책집행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효

율성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Dunn(1994)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주요행위자로서 관료와 정책집행의 근거가 되는 규제, 그리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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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관료는 공공문제를 의제화하고, 정책

대안으로서 행정명령, 규제 등을 형성하며, 이를 집행하는 핵심적 

주체이다. 관료의 정책집행은 규제에 근거하며, 가장 효과적인 정책

도구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제공된다. 기존에 정책서비스의 제공은 

관공서를 통한 직접 제공방식이 일반적이었지만, 기술발달에 따른 

전자정부 시스템의 도입과 확장은 보다 효율적인 정책도구5)로서 활

용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정책집행에서 정책을 집행하

는 관료와 정책집행의 근거가 되는 규제, 그리고 정책집행의 도구가 

되는 전자정부가 정부의 역할과 구체적인 행위 메커니즘을 대표하

는 요인들이 됨을 알 수 있다. 

이 글은 정부의 규모가 정부의 효율성에 부정적/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간과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집행의 구체적 역할을 

관료, 규제, 전자정부를 통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즉, 정부의 규모가 

커질수록 정부의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비판

하고 관료, 규제, 전자정부라는 정부의 질이 좋아지면 효율성이 증

가할 수 있음을 밝힐 것이다. 또한 관료, 규제, 전자정부의 역할의 

구체적인 효율성의 결과로서 시간과 비용을 사용하여 그 인과관계

를 밝힐 것이다.

5) Salamon(2002)은 정책도구가 가시성(Visibility)과 직접성

(Directness)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전자정부는 정책대상자가 

보다 쉽게 서비스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보다 

직접적으로 상호 소통하는 도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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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간과 비용

그렇다면 이러한 정부의 행위의 결과로서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

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 기존의 연구에서는 정부의 정책집행의 효

율성을 시민들의 정부서비스 만족도(Welch, Hinnant & Moon, 

2005; Ting, 1997), 정부성과에 대한 인식 혹은 재정지표(Kloot 

& Martin, 2000; Boix & Posner, 1998; Kravchuk & Schack, 

1996), 정부신뢰(Citlin, 1974; Miller, 1974) 등의 개념으로 측정

해왔다. 하지만 이 지표들은 개별 시민의 인식 차이에 따라 다른 결

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그 사회의 문화적/전통적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보다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면 정부서비스

의 효율성을 보다 정확히 측정할 수 있으며, 인과관계도 명확해질 

것이다. 모든 사람이 공유하되 인식에 의해 편향(Bias)이 없으며, 

정책집행의 구체적 결과가 될 수 있는 것이 시간과 비용이라는 객

관지표이다. 시간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공유하는 24시간, 365일

이 정해져 있으며, 비용도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소요되는 금전적 액

수로서 정해져 있는 것이다.

정부서비스의 효율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다음과 같다. 

Weber(1978)와 Simon(1965)은 관료가 이상형을 실현할 수 있을 

때 정부 행위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Salamon(2002)은 경제규제정책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좋은 

규제의 설계와 관료의 역할의 중요성을 언급하였으며, 

North(1993)은 제도가 안정성, 지속성, 예측가능성을 가진 좋은 규

제를 형성할 때 개인과 정부 간의 거래비용을 최소화시켜 효율성을 

증가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Schumpeter(1961)는 기술발전을 

통한 업무처리의 효율성 증가를 주장하였다. 이들 이론연구는 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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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이론적 기반이 되는 것으로, 이론적 주장을 실증적으로 검토한

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시간과 비용에 대한 영향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는 크게 다섯 가지

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관료의 비효율적 정책집행, 레드테이프, 

부패와 관련된 것이다. du Gay(2000)은 관료의 비효율성과 법률만

능주의, Peters & Pierre(2003)는 관료들의 정책 효율화에 대한 

의지가 낮고 업무처리의 경직성이 존재하므로 효율성을 높이기 어

렵다고 보았다. 또한 DPMS(1995)에서도 좋은 규제 즉, 규제의 질

이 높으면 행정의 효율성이 증가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반대로 규제

의 질이 담보되지 않는 비효율적인 규제(Djankov, La Porta, 

Lopez, & Shleifer, 2001)의 경우 정책 효율성을 감소시킨다고 보

았다. 또한 전자정부가 제대로 기능할 경우 정보접근성 및 효율성증

가(Yang & Rho, 2007), 비용감소(Layne & Lee, 2001)의 결과

와 연관되며, 거래비용을 개선(Sprecher, 2001)할 수 있다는 연구

가 존재한다. 이들 연구는 관료와 효율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

탕으로 한 상관성을 주장한 것으로 실증연구에 기반을 두어 인과관

계를 검증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둘째, 노동경제학의 노동의 질과 노동생산성의 연구이다. 노동생

산성은 산출대비 투입을 사용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다(한진환, 2006). 이 글의 핵심변수인 관료의 질

에 대한 영향요인과 유사하게 교육훈련 등을 통한 인적자원의 향상

으로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Francie & 

Schipper, 1999). 실증연구에서는 교육훈련비와 연구개발비와 관련

한 기업의 지출이 기업의 가치와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논의(Lev, 

2001)가 존재한다. Rosenberg(1994)는 변화하는 환경에서 기업

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정예화하는 인력개발이 핵심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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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였다(한진화, 2006 재인용). 이러한 연구는 비즈니스 프로세

스 혁신(BPR: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균형성과제도

(BSC: Balanced Score Card)에서 기업 활동의 최적화를 위해서 

업무과정을 통합 혹은 단순화하는 과정, 그리고 내부 업무처리와 학

습과정을 통한 성과관리라는 조직의 인사관리와 맥을 같이 한다. 기

업의 근로자의 역할에 따라서 제품의 품질이 좋아지며, 인사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여 인적자원의 수준이 높아지면 생산성과 수익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Huselid, 1995). 이러한 관점은 정부에

도 적용된다. 정부의 역할은 정책으로 나타나며, 이를 형성 및 집행

하는 주체가 관료이기 때문이다. 관료의 질이 정부 정책집행의 효율

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경영학계의 서비스 대기시간 연구(Hornik, 1982; Whiting 

& Donthu, 2009;  Houston et al., 1998; Davis & Heinke, 

1998)와 레드테이프에 의한 서비스 시간 지연과 사업 진입비용

(Djankov, La Porta, Lopez de Silanes, & Shleifer, 2000; 

Djankov, 2009; De Soto, 2000; Dreher & Gassebner, 2013; 

LiPuma, Newbert, & Doh, 2013; Ciccone & Papaioannou, 

2007)에 관한 연구이다. 이들 연구는 주로 경제활동을 위해 필요한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차적 요인으로 이론적/

실증적 분석을 한 것이다. 하지만 절차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 진행

되면서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요인, 절차를 집행하는 관료요인, 

정책도구로서 전자정부의 요인 등은 고려되지 않았다. 

넷째, 부패와의 연관성이다.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가 부패와 연

관(Aidis, 2005; Boettke & Coyne, 2003; Djankov et al., 

2002; Doh et al., 2003; Boettke & Coyne, 2003)되고, 이것이 

정책을 지연시키거나 거래비용을 증가(North, 1993)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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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Djankov et al.(2002)은 높은 사업시작비용이 부패와 

비공식적 경제활동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으며, Antunes 

& Cavalcanti(2007)는 정부규제, 부패와 시작비용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것이 있다. 이들 연구는 불필요한 규제와 관료의 부패가 시

간과 비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상관관계를 절차를 

중심으로 이론적,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즉,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

스를 이용하기 위한 절차와 단계가 많아지면 그 사이에 관료의 재

량이 개입될 여지가 많으며, 이는 긍정적 재량으로 연결되기 보다는 

부패와 같은 부정적 재량으로 연계된다는 관점이다. 이 과정에서 서

비스 소요시간의 증가뿐만 아니라 길어진 시간에 따른 기회비용의 

증가, 관료에 대한 뇌물 등의 요인으로 인한 서비스 비용 증가 등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상관성에 초점

을 두고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실증연구도 절차가 증가시키는 시간

과 비용에 초점이 있어서 어떤 요인이 시간과 비용을 감소시키는가

에 대한 논의는 없는 상황이다. 이 글은 이 요인을 관료, 규제, 전자

정부를 중심으로 보고 실증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다섯째, 국제무역 분야에서 거래비용의 증가는 상품의 국제적 흐

름에 부정적 영향(Obsfeld & Rogoff, 2000; Deardorff, 2004)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으며, Freund & Bolaky(2008)는 무역향상에 

좋은 제도가 필요하며, Clarke(2005)는 정부 정책에 따라 수출성

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Djankov et al.(2006)은 무역과정

의 지연현상이 무역량 자체를 줄인다고 보았다. 이들 연구는 수입과 

수출 과정에서 비용과 시간(지연)이 무역량, 수출성과 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앞서 대기시간연구, 절차/부패연구와 마

찬가지로 시간과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절차에 의한 증가

만을 분석대상으로 삼거나, 시간과 비용이 경제성장, 무역량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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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이다. 하지만 무엇이 시간과 비용을 감소시키

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 연구는 첫째, 정부정

책 효율성의 영향요인에 대한 이론적 논의의 실증적 검증을 할 것

이다. Weber(1978), Simon(1965), Salamon(2002), North 

(1993), Schumpeter(1961)의 논의를 구체적인 분석지표를 바탕

으로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사업인허가를 중심으로 한 지연

시간과 비용이 레드테이프(절차)의 관점에서 분석이 진행된 것과 

달리 이 연구는 절차 요인을 고려하되 시간과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인 정부의 역할(관료, 규제, 전자정부)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셋째, 부패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연관성 문제를 분

석하고 이 변수를 통제하여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3. 정부의 역할

거버넌스의 시각의 논의에서는 시장경제의 활성화가 제도적 요인

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들(Knack & Keefer, 1995; 

Kaufmann et al., 1999; Kaufmann & Kraay, 2002; Rodrik et 

al., 2004)이 존재한다. 이들 연구는 좋은 거버넌스가 시장의 효율

성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경제성장에 중요한 영향

요인이 될 것6)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여기서 거버넌스는 정부뿐만 

아니라 시장과 사회를 포함한 세 가지 축7)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6) 경제성장을 위한 국가 경제제도의 중요성(North, 1990), 민주주의 제

도가 경제성장의 필요 요인(Aron, 2000)이라는 주장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7) Peters(2001)는 국가, 시장, 사회의 세 가지 중심축으로 거버넌스 이

론을 설명하였다. 정부와 정부 관료의 역할이 중심인 국가중심이론, 시

장과 민간의 역할을 중심에 둔 시장중심이론, 시민사회의 소통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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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역할에 초점을 두기 전의 연구는 대부분 시장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규제의 축소 및 탈규제 등의 정부역할

을 감소시키는 것을 주장하는 시장중심 거버넌스였다.8) 여러 학자

들(Rhodes, 2000; Powell, 1991; Rosenau, 1992; Jones et al., 

1997)은 시장의 자율을 통해서 각 행위자의 효율성 극대화가 가능

하며, 결국 국가경제와 사회후생이 증가된다고 보았다. 정부중심 거

버넌스 이론에서는 정부가 국가운영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World Bank, 1994; Camdessus, 1997; Rhodes, 1997; 

Kooiman, 2003; Peters, 2001) 시각을 바탕으로 정부가 정부 외

의 행위자와 협력행위를 하면서 정부의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Peters & Pierre, 1998) 보았다.9)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부기관의 역할

에 초점을 둔 연구는 시장의 역할에 초점을 둔 연구들에 비해서 비

교적 최근에 연구가 시작되었다. 한국사례를 연구한 Amsden 

(1989), 대만사례를 연구한 Wade(1990)는 ‘발전국가’의 개념

을 형성하여 국가경제성장에서 정부기관의 역할의 중요성을 주목하

여 실증연구를 진행하였다. 이후 World Bank(1993)는 ‘동아시아

의 기적’에 주목하며, 이들 국가에서 경제성장에 정부의 역할을 조

에 중심을 둔 사회중심이론이다.
8) Campbell et al.(1991)은 민간중심 거버넌스가 시민들의 행동에 영향

을 미치는 정치와 경제적 절차라고 보았으며, Rhodes(2000)는 기업가

적 시장원리로 민간중심 거버넌스를 정의하였다.
9) Rhodes(1997)는 정부의 역할을 초점에 두고 정부가 행하는 법에 기

반을 둔 활동 모두를 거버넌스로 보았다. Peters(2000)의 분류에서도 

정부중심의 거버넌스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지칭하며, 정

부가 정부 외부 행위자와 상호작용을 하는 주체로 보았다. 자유의 보장

과 민주주의적 가치의 제도화, 정치안정, 정부의 효과적 정책 집행, 법

에 의한 지배 등을 정부 중심 거버넌스의 핵심가치(Kaufmann & 

Kraay, 2002; Kaufmann et al., 2009)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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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였으며, Amsden(1994)도 동아시아에서 나타난 현상이 왜 다

른 국가들에서는 나타나지 않는가를 분석하면서, 그 중심에 정부기

관 즉, 관료와 규제의 중요한 역할에 집중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발

전국가의 산업기반이 선진국에 비해서 약한 상황에서 정부가 주도

적으로 산업보호와 인프라 및 자본 투입을 통해서 경제성장을 주도

하였다는 것이다.

이들 연구의 연장선에서 Knack & Keefer(1995), Mauro 

(1995)는 제도적 질에 바탕을 두고 국제투자가들에 대한 투자대상

국가의 위기관리 정도를 측정하였다. 즉, 국제투자가들이 투자할만

하도록 국가가 위기관리를 잘하고 있는가의 여부에 정부기관의 질

적 수준이 포함된 것이다. Knack & Keefer(1995), Mauro(1995)

는 국가의 경제성장(GDP)에 정부기관의 질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을 실증분석하기도 하였다. Rauch, & Evans(2000)는 정부

기관의 질 중에서도, 특히 정부 관료와 규제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왜냐하면 기존의 연구에서 정부기관의 질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석하였지만 보다 구체적인 영향요

인에 대한 세부적 인과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Rauch, & Evans(2000)는 관료의 질을 Weber(1968)와 Evans 

(1992)의 “Weberian Bureaucracy”에 근거하여 경쟁채용, 임기

보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이들 요인이 관료의 질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서 경쟁채용과 임기보장이 관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분석하였다.

관료제적 구조(Bureaucratic Structure)와 관련한 기존의 논의에

서는 이처럼 관료와 규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초점을 

두고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이 요인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하지만 여전히 국가의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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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논의에는 구체적 인과관계의 Missing Link가 존재한다. 전영한․
이경희(2007)도 관료의 역할이 어떻게 산출로 전환되는가에 대한 

설명이 행정학에서 부족한 부분으로 존재함을 지적한 바 있다.

이 글은 위의 시간과 비용에 관한 논의와 경제성장간의 관계에 대

한 선행연구들과 관료제적 구조(관료, 규제의 질)와 경제성장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인과관계적 요인이 있다고 보았다. 즉, 관료와 

규제의 질의 산출물로서 시간과 비용을 볼 수 있으며, 이 결과가 경

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정부의 역할의 산

출물로서 시간과 비용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비용이 경제성장에 영

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경영학계를 중심으로 일부 존재(Djankov, La 

Porta, Lopez de Silanes, & Shleifer, 2000; Djankov, 2009; 

De Soto, 2000)하므로, 논리적 흐름 상 관료제적 구조가 시간과 

비용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설명하는 것으로 인과관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10)

그러나 관료제적 구조와 비용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Nistotskaya & Cingolani(2015)의 연구가 유일한 상황이다. 이 연

구에서는 관료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인 경쟁채용과 

임기보장을 전문가 서베이 결과를 중심으로 하여 이 요인이 사업인

허가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을 실증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관료의 

질을 구성하는 하위요소를 고려하여 이 요인이 사업인허가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한 연구라는 점에서 함의가 있지만, 

Weber가 언급한 관료의 질을 구성하는 대표적 하위요소 세 가지를 

고려하지 못했으며, 데이터의 구성에서도 한계점이 존재한다. 경쟁

채용에 대한 부분을 전문가 서베이에 의해서 단년도 87개 국가 자

10) 저자는 이 연구의 향후연구로 관료제적 구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

향의 매개효과로 시간과 비용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 16 -

료라는 한계점과 임기보장의 변수(더미)는 전문가 서베이에 포함되

지 않아서 데이터를 분리하여 분석하면서 결과의 안정성 문제가 존

재한다. 또한 시간에 대한 영향은 제외되어 있으며, 사업인허가의 

비용만을 고려한 것으로 수입, 수출 등의 다른 비용에 미치는 영향

은 알 수가 없다. 또한 전자정부라는 정부의 대표적 정책도구를 함

께 분석할 필요성이 있는데 제외되어 있으며, 비용을 결정하는 절차

의 수, 인구밀도, 무역자유도 등의 요인과 제도적 차원의 변수들도 

분석에서 제외되어 있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관료의 질의 하위요소를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서 관료의 질과 정책도구로서 규제와 전자정부를 중심으로 논의를 

보다 체계적으로 하여 전 세계 국가에 대한 10년 이상의 패널자료

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시간에 대한 영향을 추

가로 분석하고, 사업인허가 비용뿐만 아니라 수입과 수출비용에 미

치는 영향도 추가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제3절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크게 두 가지 즉, 미시연구와 거시연구로 연구가 가능

할 것이지만 이 연구는 국가 수준의 거시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구

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 정

부의 역할을 세분화 한 변수로 관료, 규제, 전자정부를 대상으로 하

였지만 이들 변수는 단기간에 많은 변화를 나타내기보다는 장기적

인 변화가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미시연구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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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기가 어렵다. 둘째, 특수성을 미시연구로 모두 반영하기 어렵다. 

미시연구는 연구의 특성상 분석기간이 패널자료에 비해서 짧거나 

단년도에 분석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어려

움이 존재한다. 셋째, 어떤 한 국가에서 관료의 채용과 교육훈련 등

은 동일하여 큰 차이점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책

집행의 환경을 최대한 동일하게 통제하고 측정한 자료가 보다 타당

할 것이다.11)

이 연구를 위해서 국가 수준의 데이터를 선정하였으며, 고려한 요

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중요한 요인은 변수 측정의 타당성과 

신뢰성이다. 본 연구의 이론적 논의에 합당한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유사 변수를 찾고 나서도 2년여에 걸쳐서 더 타당한 변수를 찾았다. 

또한 타당한 변수들도 가능한 여러 변수를 함께 분석에 포함하여 

결과의 타당성(Robustness)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학계에서 

널리 용인되어 타당성이 확보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둘째, 변수의 

기간과 대상이다. 이 연구는 국가 수준 데이터를 활용하여 보다 일

반화된 이론의 검증을 목표로 하였다. 한 국가에서 나타나는 미시현

상을 연구하는 것도 많은 함의가 있지만 이론적 검토와 연구의 목

적은 보다 일반화된 현상을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수준이 국가단위

이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국가와 가능한 많은 시간범위가 필요했다. 

최소 140개 국가에 대해 최소 10년 이상의 패널데이터가 확보된 

데이터를 분석대상으로 결정했다. 

이상의 기준에 의해서 이 연구에서 사용할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종속변수인 경제규제정책의 시간, 비용, 절차에 관한 데이터는 

World Bank의 Doing Business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로서 

11) 미시연구의 역동성에 대한 분석은 여전히 중요하다. 향후연구에서는 

이를 밝히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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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의 질은 PRS의 Quality of Bureaucracy, EIU의 Quality of 

Bureaucracy를 사용하였다. 규제의 질은 World Bank의 Quality 

of Regulatory Policy를 사용하였으며, 전자정부의 질은 UN의 

E-Government 지수를 사용하였다. 이 밖에 많은 변수들을 각각 

다른 국제기관 및 연구기관에서 수집하였다. 절차(Doing 

Business), 부패통제(EIU), 법의 지배(PRS),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Polity IV), 정치적 안정성(PRS), 시민의 참여(WGI), 

GDP(WDI), 정부지출(WDI), 인구밀집도(WDI), 무역자유도/무역량

(WDI)의 지표를 포함하여 분석 데이터를 구성하였다. 분석방법은 

패널고정효과(Panel Fixed Effect)모형과 패널확률효과(Panel 

Random Effect)모형을 병행하였으며, 최종 모형의 선택은 

Hausman 검정 결과를 바탕으로 패널고정효과모형을 채택하였

다.12) 모형의 구체적인 설명은 분석방법에서 논하기로 하고 다음 

장에서는 이 연구의 이론적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12) Hausman Test 결과는 각 표의 하단부에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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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논의

제1절 정부서비스의 효율성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효율성의 논의는 정부 자체의 효

율성의 논의와 함께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 미국의 경우 과거 엽관

제와 정실주의에 의한 행정부의 구성으로 인한 낮은 전문성과 비효

율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현재의 직업관료제로 변화되는 과정이 있

었다(Riccucci et al., 2008; Nigro, Nigro, & Kellough, 2013; 

Berman et al., 2012). 과학적 관리기법의 도입, 정부재창조

(Osborne & Gaebler, 1992), 신공공관리론 등도 정부 부분의 문

제점을 개선하여 정부서비스의 효율성 극대화라는 목표의 측면에서

는 유사하다. 또한 정부는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불필요한 업

무와 인력을 감축하여, 서비스 효율성이라는 결과에 중점을 두기 시

작하였고(Moynihan, 2006), 다양한 방식으로 많은 국가에서 정부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Pollitt & Bouckaert, 2011)이다. 

주요 변수의 이론적 논의에 앞서 이 글에서 사용할 효율성에 대한 

개념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경제학에서는 “타인에게 손해가 없다는 

전제하에서는 타인에게 이익이 되는 변화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 

배분 상태”(이준구, 2015)로서 파레토 효율성(Pareto Efficiency)

이 있으며, 독점시장의 자원배분의 비효율이 기업의 내부요인에서 

오는 효율과 비효율을 각각 X-효율과 X-비효율로 구분하기도 한

다(Leibenstein,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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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계에서 사용해 온 효율성에 대한 기존의 정의는 다음과 같

다. 첫째,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산출을 나타내는 개념

(Bouckaert, 1993)이다. 적은 비용으로 큰 결과를 나타냈다면 효

율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능률성과 효과성을 합한 

개념으로서 효율성(Berman, 1998; Berman & West, 1998; 

Harty & Fisk, 1992)이다. 황성돈(1981: 295)은 “가장 능률적

인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조직의 활동”으로 보았다. 여기서 능

률성은 비용대비 편익을 나타내며, 효과성은 목표에 대한 달성도를 

의미하는 것이다(김대욱, 2012). 셋째, 효율성, 능률성과 함께 서비

스 품질 등이 포함된 개념(Folz & Lyons, 1986; Wart & 

Berman, 1999)이 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행정서비스의 효율

성은 최소한의 인원, 비용, 시간 등으로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13)

하지만 효율성의 확보는 단순히 투입 대비 산출을 최대화하는 것

에만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효율성은 정부 서비스가 시

장실패를 보정하여 시장의 사회적 책임(Mintzberg, 1984)을 확보

하고, 사회의 공익의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병행할 때 가능할 

것이다. Weber(1978)의 정부역할 효율성, Salamon(2002)의 경제

규제정책 효율성, North(1993)의 좋은 규제에 따른 효율성개념도 

정부의 이상향을 바탕으로 시장실패를 보완하여 공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효율성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 사용하는 효율성은 “시장실

패의 보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되 최소한의 시간과 비용이 소

요되는 것”으로 정의를 내리고, 정부서비스의 소요 시간과 비용으

로 효율성을 측정하여 사용할 것이다.

13) 분석의 측면에서는 자료포락분석기법(DEA: Data Envelopment 

Analysis)이 있으며, 이 분석은 투입과 산출을 동시에 고려하여 상대적 

효율성을 비교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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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시간과 비용

1. 시간

그동안 정부의 역할에 대한 효율성을 대표하는 요인으로 시간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다. Weber(1978), Simon(1965), 

Salamon(2002), North(1993), Schumpeter(1961) 등의 효율성

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경영학계의 절차를 중심으로 한 인허가 지

연시간과 비용에 관한 연구, 부패 발생요인으로서 시간지연에 관한 

연구가 있는 상황이다. 이 장에서는 시간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함

께 보다 구체적으로 선행연구 검토를 진행하고자 한다.

시간(Time)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시각에서 어떤 시각까지의 

사이 혹은 간격”(임도빈, 2007), “초, 분, 시간, 날 등으로 매겨

진 것”(Merriam Webster, 2015)을 가리키는 것이다. 인간은 태

어나면서부터 주어진 시간 조건에서 살아가게 되어있다. 이는 우주

의 빅뱅(Big Bang)이후 우주의 시간질서 안에서 모든 물질과 생명

에게 부여된 것이며, 인간은 태양계의 시간질서를 따른다. 시간은 

인간의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하루, 일주, 한 달, 1년에 맞

춘 인간의 활동이 있으며, 더 크게 보면 탄생과 죽음의 큰 사이클이 

모든 개인에게 존재한다. 이 같은 시간 개념은 단순히 개인의 활동

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시간의 

특성이 “통제 불가능, 비저축, 비소외, 연속성의 특성”(임도빈, 

2007)을 가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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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에서는 선거주기와 예산주기라는 시간적 요인이 존재한다. 

선거이전에 정치인들의 선심공약과 예산투입은 시장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된다(Alesina et al., 1997). 경제학에서

는 특정 현상의 균형 상태에 초점을 맞추고 중요변수인 시간을 고

려하지 않은 문제(Beinhocker, 2006: 106)를 가지고 있다(임도빈 

외, 2008). 예를 들어서 수요/공급 곡선에서 최적 균형점은 다른 

균형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수요와 공급을 고려한 것으로 균형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시간이 고려되지 않았다.

경영학에서는 서비스 시간을 주로 고객의 대기시간의 측면에서 다

뤄왔다. 대기시간이 고객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정철현, 2008)와 

연관된다는 것이다. 이 대기시간은 개인의 심리적/환경적 요인에 따

라서 각기 다를 수 있다(Hornik, 1982; Whiting & Donthu, 

2009). 서비스를 받기 전의 기대가 받은 이후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대 불일치 모형(Houston et al., 1998; Davis & 

Heinke, 1998)도 존재한다. 또한 업무의 마감기한(Deadline)에 각 

개인이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대한 연구(Gevers et al., 2008: 

81-84)가 있는데,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일을 하는 스타일이 있는 

반면에 마감기한에 닥쳐서 일을 시작하거나 마치는 스타일도 존재

하였다. 각 개인마다 업무기한의 초기, 중기, 말기에 집중하는 스타

일이 다르므로 조직 차원의 업무처리를 할 경우에는 이러한 스타일

의 차이를 조율하는 것도 업무처리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

을 것(Conte et al., 1995; Kaplan, 2009: 112)이다. 

시간관점에서 행정과 정책은 임도빈(2007)에 따르면 국민들이 동

일한 시간조건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행정이며, 정책은 특정 시점에서 다른 시점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상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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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의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특성은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정

책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Weber(1968: 974)

도 관료조직의 시간에 대한 대응을 언급하면서 행정조직이 환경과 

시민의 변화에 적절히 반응하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정정길

(2002)은 정책연구의 시간적 선후를 정하고, 정책의 인과관계를 분

석하는 것이 중요함을 주장한 바 있다.

시민들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것이 개인의 인식지표라는 점에서 다

양한 개별적 영향을 받는 것에 비해 정부서비스가 제공되는 시간은 

시간의 일반적인 특성과 관련하여 보다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

다. 예를 들어서 갈등이 발생할 경우 소요되는 사회적 합의의 시간, 

특정정책의 집행까지 걸리는 시간, 행정부에 대한 자료 요구 과정에

서 소요되는 시간, 민원업무 처리시간,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대기

시간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임도빈(2007)은 보다 구체적인 서비

스의 예로 자동차 면허증, 여권, 각종 고지서 발급 및 납세 업무 등

의 단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분석하는 과정에

서 보다 과학적인 행정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은 

장기, 단기 정책이 상존하며, 장기정책의 경우 소요되는 시간을 정

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14)

적절한 시기(적시성)와 적절한 역할(적합성)은 상술한 시간이론과

도 관련된다. 정정길(2002)은 원인이 되는 변수의 순서가 인과관계 

전체를 지배한다고 보았다. “나트륨에 염소를 첨가하면 소금이 되

고, 여기에 물을 넣으면 소금물이 되지만, 물에 나트륨을 넣으면 폭

14) 시간의 관점에서 정부의 정책은 기상, 치안, 민원 등의 단기정책과 교

육, 과학기술 등의 장기정책으로 구분될 수 있다(임도빈, 2014). 정책

마다 시간적 특성이 다른 것으로, 단기정책(서비스)은 보다 짧은 최적

의 소요시간이 효율적일 것이며, 장기 서비스는 단기 서비스에 비해 상

대적으로 긴 최적 소요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 24 -

발이 일어난다.”(정정길, 2002)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염소, 물, 

나트륨을 결정하고 실제로 첨가하는 역할을 하는 관료, 제도, 시스

템에 초점을 두고, 이러한 요인들이 적절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한 변수로 시간 변수를 활용하고자 한다. 즉, 정부가 보

다 효과적인 정책집행을 한다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산출)이 

최적화 혹은 단축되어 정책목표 및 정책의 효과(결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체제이론과 시간이론과의 연계성의 측면에서, Ho & 임도빈

(2012)은 체제이론과 정부의 경쟁력을 연관15)하여 설명한 바 있

다. 결과 및 성과를 정부경쟁력이라고 할 때 여기에 관료제 및 관료

들의 역량을 전환요소 중의 하나로 본 것이다. 이 연구는 정부의 역

할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점을 가진다. 다만 

정부의 행동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존재한다. 

행정 및 정책분야에서 시간에 관한 연구로는 주택건설이 수요예측 

등을 포함한 장기적 시계가 필요하다는 연구(임도빈 외, 2008; 장

성수, 2005), 생애주기와 같은 시간적 제약연구(정연진, 2007), 부

처별 업무특성에 따른 장/단기적 성과와 시차의 연구(금재덕, 이성

도, 2009; 임도빈, 2012)가 있다. 조직차원의 연구로는 반복된 업

무처리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반복되는 주기를 가진다는 연구

(Zijlstra & Rook, 2008: 63)와 각 개인의 업무처리 스타일은 다

양하지만 이러한 개인적 특성이 조직내부에서 공유되고 학습을 통

해서 일정한 패턴을 가지며(Stewart, 2003: 180-203), 이 과정에

서 조직 구성원 전체가 일정한 패턴에 대한 믿음을 형성(Mathieu 

15) Easton(1953)의 체제이론과 Ho & 임도빈(2012)의 이론에 근거하

는 것으로 여기에서 전환에 해당하는 관료의 역할이 관료의 질에 해당

하며, 산출변수가 시간, 결과변수가 경쟁력이라는 성과와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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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00)하게 되는 것이다. 일정한 패턴의 반복과정을 통해서 

규칙적으로 형성되는 시간은 객관적 측정이 가능한 통제 자원이 될 

수 있다(Ancona, Okhuysen & Perlow, 2001: 515-517). 시간

의 반복과 ‘지속상태’는 조직의 업무처리 습관의 반복(들뢰즈, 

2004)으로 표준화되고, 표준업무처리절차(SOP)처럼 제도를 바꾸지 

않는 이상 지속된다. 서비스 시간이 여러 미시적 요인에 의해서 영

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논의에 따르면 조직 내

부의 개인이 조직사회화를 거치면서 다른 구성원과 조화를 이루며 

일정한 패턴을 형성한다는 것은 조직의 확장으로 국가 단위의 거시

연구인 이 연구의 타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

Kathuria(1999)는 기업경쟁력16)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서 

서비스 시간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물론 이는 정부가 제공하

는 서비스 시간과는 다른 경영학 차원의 기업 서비스 제공시간이다. 

경영학계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시간은 매우 중요하게 다뤄

져왔지만, 서비스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

족한 상황이다. 이 글은 정부의 행동을 행위자, 제도, 시스템으로 구

분하여 각각의 질을 평가한 지표를 사용하여, 이들 요인이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그 인과관계에 해당하는 변수로 사업

인허가, 수입, 수출의 3개 경제규제정책(서비스)을 분석대상으로 하

16) 기업 활동은 국가 발전을 위한 선행조건(Black & Strahan, 2002)으

로서 국가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여기서 기업의 활동은 

성장과 혁신에 대한 지속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경쟁과 새로운 

직업의 형성 등이 있어야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Bowen & De Clercq, 2008). 언급된 기업경쟁력(비지니스 경쟁력)의 

하나로 고려할 수 있는 개념이 FORBES가 제시한 “사업하기 좋은 국

가”이다. 사업 시작 시에 소요되는 절차와 시간이 사업을 하기에 적절

한 국가라는 개념을 사용하면 각 사업체의 이윤, 경영방식 등과 무관하

게 사업을 시작하기에 좋은 국가라는 경쟁력 개념을 사용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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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에 행위자, 제도, 시스템이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17) 

2. 비용

비용(Cost)은 “무엇인가를 얻거나 마무리하도록 지불할 필요가 

있는 특정량의 돈”(Oxford Dictionary, 2014), “무엇을 얻거나 

사기위해 필요한 돈, 사업이나 가족부양을 위해 반드시 지불해야 할 

특정량의 돈”(Merriam Webster, 2015)로 정의된다. 이러한 정의

에 기반할 경우 정부에 지불해야 할 비용은 “시민이 정부 서비스

를 제공받거나 특정 규제에 대한 인허가를 받기 위해 지불해야 할 

돈”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18)

기존에 행정학에서 비용에 대한 논의로는 ‘행정비용

(Administration Cost)’혹은 ‘행정지출(Administration 

Expense)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Thorpe(1992)에 의하면 행정비

용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된 자원의 기회비용”이라

17) Easton(1957)의 체제(system)이론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체제는 

환경으로부터 자원을 받아들이고 전환 과정을 거쳐 산출과 관련된다. 

체제이론에서 투입요소는 시민들의 요구와 지지를 중심으로 행정환경을 

고려한 것이다. 체제이론은 피드백과정을 통해서 사회와 상호작용한다. 

들뢰즈는 이러한 상호작용(Deleuze, 1995: 280-290; Dimaggio & 

Powell, 1983: 147-160)을 설명하면서 연속성을 설명하였다. 관료의 

역할은 각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수준에 따라서 다르고 정부에 

요구하는 수준도 차이가 있지만 사회와 국가 전반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와 상호작용하고 있다.
18) 이 외에도 고성삼(2006)은 “일정기간 소비된 자산의 가치액”으로 

정의하면서 IT 분야에서는 기술에 대한 노출비용, 불신비용, 노력비용으

로 구분하여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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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다(엄태호․조문석, 2010 재인용). 행정비용의 측정에서 

중요한 것은 비용을 발생시키는 행정서비스의 특성과 범위가 될 것

이다. 이 글에서는 경제규제정책(서비스)을 대상으로 하고, 서비스

를 이용하는 대상 집단을 정하여 보다 명확한 행정비용을 측정하여 

활용하고자 한다.

행정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주로 경제/경영학

계에서 주로 이뤄졌다. 경제학의 생산자 이론에서는 원가함수를 사

용하여 행정비용의 균형점을 이론적으로 찾는 시도가 있었다(이준

구, 2014). 후생경제학의 파레토 최적(Pareto Optimality)과 칼도

-힉스(Kaldor-Hicks)의 가설적 보상원칙도 공리주의적 효율성과 

관련이 있다(윤현진, 2015). 경제학에서는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측정할 수 있다면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비용의 최적점을 이론

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또 다른 연구로는 영리기관이 비영리 기관에 비해서 낮은 행정비

용을 지출한다는 연구(Powell & Cosgrove, 1992)가 있으며, 조직 

관리의 측면에서는 관리(Management)적 차원의 노력이 비용에 영

향을 미친다고 본 연구(Giuffrida et al., 2000), 정책대상자의 참여

와 경험이 비용절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Falconer et 

al., 2001)가 있다. 특히 Falconer et al.(2001)은 행정비용을 계

약, 이행 및 평가 등의 내부적 비용과 사업비용으로 구분하여 비용

을 계산하였다(엄태호․조문석, 2010 재인용).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에서는 주로 경제적 효율

성에 초점이 있지만, 정부정책에 대해서는 대상 집단의 사적비용과 

사회적 영향을 고려한 사회적비용을 함께 고려하였다. 한국의 경우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여 신규규제의 도입에 있어서 심사과정을 

거치도록 하였다. 규제비용이 순비용(Net Cost)을 기준으로 직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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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및 편익만을 고려하며, 규제로 인한 직접추가편익이 직접추가비

용보다 더 크거나 동일한 경우에는 비용불편(Zero Net Cost)을 기

준으로 삼았다(윤현진, 2015).19)

또 다른 비용의 개념으로 학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은 ‘거래비

용(Transaction Cost)’이다. 거래비용은 Coase(1937)에 따르면 

공개시장에서 어떠한 교환수단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비

용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거래비용의 특성은 거래가 이뤄지는 상

황에서 맺었던 계약 성사시기에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비용, 예측은 가능했지만 모든 구체적 내용을 명기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비용, 계약이 이행되었는지 모니터링과 감시를 하

지 못해서 발생하는 비용, 마지막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에 피해와 관련한 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비용의 원인

을 불완전한 계약으로 보았다. 

이후 Arrow(1974)는 “경제체제의 운영을 위한 비용”을 거래

비용으로 보고 정보의 획득, 배제, 불균형 등 정보의 차이를 중심으

로 정의를 하였고, Williamson(1996)은 계약 및 합의를 이루는데 

발생하는 사전비용과 계약의 집행과정에서 서로의 차이와 문제에서 

발생하는 사후 비용으로 구분하였다. North & Thomas(1973)는 

탐색, 협상, 집행비용으로 각각 구분하였다. 이러한 거래비용의 중요

한 초점은 정보를 획득하고 측정하는 과정과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계약의 이행과 집행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 및 대

리인 문제로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글에서 사용하고자하는 비용의 개념은 정부가 인허가 

및 등록을 하는 규제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거래비용에서 

19)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은 주체간의 거래과정에서 직/간접적으

로 나타나는 시장가격을 통해 측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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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정보획득과 비대칭성, 집행 및 이행 등의 시장에서 발생하

는 것과 다르다. 또한 행정비용을 거래비용의 관점에서 논의를 할 

경우 규제정책(서비스)의 비용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많은 제반 비용이 포함되어 순수한 규제정책의 비용을 산출하기 어

렵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경제규제정책(서비스)에 의해서 민간주

체가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총합”

을 비용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제3절 경제규제정책과 효율성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양하므로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정부서비스의 특성을 구분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Lowi(1972)의 

정책분류에 따르면 수혜자와 비수혜자와의 갈등이 없는 모든 시민

에게 적용되는 분배정책(국립공원, 교통 등), 혜택을 받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과의 갈등이 심한 재분배정책(복지, 교육 등), 개

인과 집단의 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규제정책(사기업행위, 공공재활

용 등), 정치적 특성이 강한 구성정책(정부기관의 신설, 변경 등) 

네 가지로 분류된다. 이 글에서 사용하는 서비스는 이 중에서 규제

정책(서비스)로 법적인 근거에 따라 개인과 집단의 활동을 제약하

며, 다른 정책에 비해서 관료의 역할(재량, 권력 등)이 큰 특성

(Lowi, 1972)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규제정책을 Ripley & Franklin(1986)은 보호적 규제정책

(Protective Regulatory Policy)과 경쟁적 규제정책(Competitive 

Regulatory Policy)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보호적 규제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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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개인과 집단을 규제하는 것을 통해서 이외의 다수 시민을 보

호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으로, 공해업소규제, 허위과장광고규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경쟁적 규제정책은 특정한 재화와 서비스를 공

급할 수 있는 다수의 행위자들이 경쟁을 통해서 공공서비스를 제공

하는 주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이동통신사업자선정, 버스노선선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경쟁적 규제정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하면 Salamon(2000)의 

경제적 규제 즉, 시장경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활동

(시장진입, 가격, 생산량, 품질, 공급대상 및 조건 등)에 대한 규제

를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규제의 특징은 벌금, 징벌이 가

능한 강제성(Coerciveness), 진입규제와 세금, 보조금 등을 통한 

규제라는 직접성(Directness), 목적달성을 위해 기존 행정 조직이

나 구조를 이용하는 자동성(Automaticity), 경제규제의 영향을 받

는 주체들에게 높은 가시성(Visibility)으로 구분할 수 있다

(Salamon, 2000).20)

이렇게 정부가 경제규제를 하는 원인은 시장실패(불완전 경쟁, 정

보의 비대칭성, 공공재, 외부성, 소득분배 불평등 등)로 인해 자원배

분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배분되지 못할 경우 자원배분의 효율

성과 분배의 공평성 실현을 정부의 개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규제를 없애는 것보다는 필요한 규제를 효과적으로 형

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것이다.

20) 이러한 경제적 규제의 종류는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

격을 규제하는 가격규제, 어떤 산업 또는 직종에 참여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영업의 자유를 제약하는 진입규제, 전쟁/기근 시에 쿠폰을 발행

하는 방식의 생산규제, 독과점 시장에서 경쟁을 유발시키는 규제로서 

친 경쟁적 규제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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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amon(2000)이 네 가지로 분류한 경제규제에서 중요한 부분

으로 언급한 것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기업의 본원

적 활동을 저해하는 특성을 가지므로, 시장실패는 보완하되 시장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규제완화와 경쟁을 활성화시킬 수 있어

야 한다. 둘째, 소득분배의 측면에서 형평성을 확보해야한다. 셋째, 

규제의 특성상 정부기관에 의해 규정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정책에 

비해 관료의 역할과 영향이 매우 크므로, 관료의 능력이 중요하다. 

넷째, 규제의 특성상 다른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가진다.

상술한 논의를 요약하면 경제규제의 특성상 경제규제의 수준 자체

와 관료의 역할비중이 크며, 시장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다른 정책(서비스)에 비해서 절차와 시간이 효율화될

수록 좋은 규제정책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임도빈․정지수(2014)는 

단기 서비스의 짧은 소요시간은 행정의 효율성을 담보하는 요인이 

된다고 보았다.21) 이는 Weber의 이상향에 따라서 효율적/효과적 

집행을 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경제규제정책의 특성과 단기

정책을 함께 고려하면 다음의 세 가지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는 정당한 절차를 따르되 단기 경제규제정책(서비스)은 효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둘째는 규제자체와 관료의 능력이 경제규제정책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셋째는 전자정부의 발

달과정을 통해서 정부서비스의 효율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실증연구로는 정부가 제공하는 경제규제정책과 관련

한 시간과 비용이 시장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경영학

계에서는 서비스 시작비용(Start Up Costs)이라고 하여 시작비용

이 과다할 경우에 자본력, 정보력이 약한 소규모 사업체는 초기진입

21) 물론 장기서비스의 경우는 다른 소요시간 특성을 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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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벽(Entry Barriers)에 막혀서 새로운 시장경제 체제에 진입조차 

할 수 없게 되는 문제(Bain, 1956)가 있다고 보았다. De Soto 

(2000)도 사업허가를 받는 시간을 비지니스를 시작하는데 진입비

용의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다. 시간이 단순히 기다리는 시간(대기시

간)이 아니라 회사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활발한 일을 해야 

하는 시간인데 이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것이 회사 운영의 비효율성

을 낳는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통틀어서 

De Soto(2000)는 진입비용(Entry Cost)로 표현하면서 절차와 소

요시간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Dreher & Gassebner(2013)도 정

부의 역할을 “바퀴에 기름칠(Greasing the Wheels)”로 표현하면

서 정부의 제도, 규제정책의 효율성이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정부의 정책형성과 집행에서 정부의 행위가 여러 

정책수단과 정책도구를 통해서 집행된다는 점과도 연결된다. 

Salamon(2002), Hood & Margetts(2007)는 정책수단과 정책도

구에 대해서 정부의 활동이 이를 통해서 집행된다고 보았으며, 가장 

대표적인 정책수단이 규제이며, 이를 집행하는 주체로서 관료의 중

요성을 언급하였다. 변화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수단으로 인해서 정

책수단에 대한 정의도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통적 방식의 정책

집행은 관료에 의한 직접집행이었지만, 현재는 민간 및 제 3자를 통

한 간접 집행방식도 존재하며, 기술발전에 따른 전자정부에 의한 방

식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서비스의 제공방식과 효율성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이 전자정부 방식이다. 전자정부 서비스는 서비스 이용자

들이 직접 관료와 물리적 접촉을 하지 않아도 되며, 언제든지 원하

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22) 전자정부는 행정체계를 발전된 정보통신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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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정보 및 서비스를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이종수, 2009)을 말한다. 이를 통해서 디지털화한 정보를 기반

을 두어 빠른 업무처리를 할 수 있으며(김동욱, 1996),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정부조직 내/외부, 시민 간의 정보공유와 업무효율화, 투

명성 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시민들의 정부 서비스와 정보

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서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United Nations, 2014).

그렇다면 여러 경제규제정책 중에서 관료, 규제, 전자정부의 영향

에 의해서 효율성이 달라지는 분야는 무엇이 있을까? 이 글에서는 

시장의 각 경제주체들이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정부

의 사업인허가와 수입/수출 과정의 인허가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

하려고 한다. 많은 경제규제정책에서 이 세 가지를 선택한 이유는 

관료, 규제, 전자정부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이다. 사업인허

가의 경우는 모든 시간과 관련 비용이 정부에 의해서 발생하며, 수

입/수출의 경우에도 시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정부의 인

허가에 의한 영향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법무부 소속 인

천공항 고위 관료와의 인터뷰에서도 이러한 주장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22) 한국의 경우 민원 24라는 전자정부 시스템을 활용하면 특정 지역에서 

사업허가여부를 여러 규제정보와 연관해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의 어떤 지역에서 레스토랑 사업을 시작할 경우 해당 주소지를 클

릭하면 학교반경 200미터 이내의 주류업금지 등의 관련 규제에 의한 

범위가 표시되며 사업 가능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과거에 

직접 관공서를 찾아가서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다시 필요한 인허가 서류

를 받을 때보다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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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수출에서 중요한 것은 대상 물품에 대한 확인과 정보공유

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물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는가에 따

라서 시간이나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발달된 

전자정부 시스템을 통해서 물품 정보를 빠르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무역과 관련한 정부의 규제가 필요한 부분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관련 공무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공무원들은 물

품의 확인 여부와 함께 관련 규제에 의해서 관세 등의 부과업무를 

진행하며, 밀반입/불법유입 등과 같은 현장 확인업무도 병행해야 합

니다.(2015년 10월 6일 오후 2시 전화인터뷰)”

또한 이 세 가지 경제규제정책은 이 글의 분석대상이 국가라는 점

에서도 유용하다. 예를 들어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각 국가별로 

환경과 상황이 달라서 다양한 복지정책이 존재하여 동일한 비교가 

어렵다. 하지만 사업인허가, 수입, 수출은 모든 국가가 같은 프로세

스와 목표를 가지는 것으로 정책 자체의 다양성이 크지 않은 것이

다. 또한 기업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업인허가, 수입, 수출이 재산

등록, 분쟁조정 등의 다른 요소들 보다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된다.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는가가 어떤 국가에서 사

업을 시작하고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인 것이다. 이러한 사안은 

다음의 표 1의 정의와 목적에서도 알 수 있다. 



- 35 -

<표 1> 경제규제정책의 특성

자료: 정의는 Doing Business(World Bank)를 기반으로 했으며, 설명과 목적은 관세청(수
입/수출), 국세청(세금납부)의 개념설명에 기반을 두었음, 시계/비용/절차는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중에서 OECD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이들 서비스를 기준으로 시계/비용/절차의 많
고 적음을 상대적으로 평가하였음.

경제규제정책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은 그 동안 레드테이프(Red 

Tape)로 분류되어 정부의 비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한 개념으로 활

용되어 왔다. 정부의 규제가 최소화될 때 시장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시간과 비용

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가 중요할 것이다. 하

지만 그동안 시간과 비용에 정부의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했다. 경제규제정책과 관련한 서

비스는 정부가 서비스 전체를 담당하는 것으로 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 정부의 역할이 다른 정책에 비해서 크게 반영(Salamon, 

2002)되는 것이다. 정부의 역할에 따라서 민간부분의 경제활동은 

보다 효율적이고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다. 민간 사업자가 신규 사

사업인허가 수입 수출

정 의

민간사업자가 공식적으

로 사업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모든 단계와 과

정(절차, 시간, 비용)

배를 통한 물품을 수입

하는데 필요한 단계와 

과정(절차, 시간, 비용)

배를 통한 물품을 수출

하는데 필요한 단계와 

과정(절차, 시간, 비용)

설 명
신규 사업을 정부기관에 

등록하는 것

외국물품을 국내에 반입

하는 것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

출하는 것

목 적

사업을 시작하는데 필요

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

관세법 등에 의해 적법

한 물품인가의 여부에 

따라 수입신고 허가여부

를 판정(관세부과)

대외무역법 등에 의해 

적법한 물품인가의 여부

에 따라 수출신고 허가

여부를 판정(관세부과)

시 계 짧음(평균 9.4일) 짧음(평균 10.2일) 짧음(평균 9.5일)

비 용 적음(평균 4.1달러) 많음(평균 1058.9달러) 많음(평균 1098.1달러)

절 차 적음(평균 5단계) 적음(평균 4.4개) 적음(평균 3.9개)

주 체 관할 시 관세청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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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시작할 때 소요되는 행정절차의 간편성, 규제의 합리성, 인프

라의 구축 등이 정부에 의해서 원활하게 이뤄질 때 민간 사업자는 

보다 빠르게 사업을 시작하고, 생산품을 수/출입 할 수 있다. 다음 

4절에서는 경제규제정책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핵심변

수인 관료, 규제, 전자정부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이외에 정부내부, 

제도, 경제적 요인에 대해서 이론적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제4절 경제규제정책 효율성의 핵심 영향요인

시장의 효율성과 시장실패의 보정을 할 수 있는 규제정책은 정부

의 핵심정책도구(Salamon, 2002)이다. 변화하는 시장과 사회에 맞

춰서 규제를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좋은 규제라는 제도 자체와 이를 

집행하는 주체인 관료, 그리고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도구의 하나로서 전자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경

제규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을 첫째 정책집행의 주체인 

행위자로서 관료, 정책집행의 근거가 되는 제도로서 규제, 정책집행

의 도구적 측면인 전자정부로 보았다. 

1. 관료: 행위자

1) 관료

정부의 목표를 위해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실체는 행위자인 

관료이다. 즉, 관료의 역할에 따라서 동일한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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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효율성은 달라질 수 있으며, 그 성과도 달라진다. 관료가 질

적으로 우수하다면 정부의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받는 시민들의 서

비스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

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반적으로 관료제의 특성은 공식화 된 절차, 위계적 조직, 전문

화, 법에 근거한 집행, 표준화 등으로 표현된다(Weber, 1978; 

Olson, 2006). 인사행정의 시각에서 관료는 평생 직업이 보장된 전

일제 행정공무원이며 국가로부터 임금, 연금, 교육, 임기를 보장받는 

대상이다(Riccucci, 2010). 기능적인 측면에서 관료는 입법부의 합

리적/법적인 정치명령을 권위를 바탕으로 집행하는 기구이다(정정길 

외, 2011). 관료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대통령 및 선출직 의원들

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집행을 해

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본다면, 관료는 그들의 명령을 따르는 

합리적인 도구(Olson, 2006)가 될 수도 있다.

관료제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전문성, 위계성, 표준성을 가

지며, 민주적이고 사회에 책임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Aucoin, 

1997). 여기서 전문성은 조직목표와 정부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집행과정 즉, 입법부에 대해 정책조언과 함께 시민들에 대한 

공공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계성

은 공공적 권위를 확보함에 있어서 가능한 명백하고 투명한 책임성

과 역할을 통해 부여되어야 하는 것으로 피라미드 구조를 갖는다. 

이러한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서 상향식, 하향식 의사결정 형태로 구

분하여 설명하고 있으나, 관료제의 기본적 특성은 위계성이라는 점

은 변화가 없다. 표준성은 집행과정에서 평등성, 경제성, 효율성, 효

과성을 확보하면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업무처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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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말한다. 이러한 조건이 전제될 경우에 관료제는 Weber(1978)

의 이상향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관료제는 최초에는 고도로 복잡하고 사회와 분리된 제도적 특

성을 가졌지만, 근대를 거치며 Weber(1978)의 관료제의 합리성

(Bureaucratic Rationality)이라는 개념이 도입되면서 규칙과 제도

적 통제라는 보다 보편적이고 단순한 개념으로 변화하였다

(Courpasson & Clegg, 2006). 관료제는 통제구조와 위계적인 특

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별한 규칙과 역할, 책임성을 가지고 있다. 이

러한 통제구조는 관료제의 지배적 특성이며, 관리와 행정의 전반에

서 조직의 중요한 요소이다(Hales, 2002). Weber(1978)의 관점

에 따르면 사회적 맥락 즉, 조직화와 관료제화는 합리적 절차라는 

결과에 따라서 진행되며, 이론적으로 평등주의에 기반을 두어 상향

식으로 합해지는 원칙에 기반(Waters, 1993)한다. 관료제의 운영

원리는 위계적 지위와 규칙, 명령관계에 기반을 둔 정책의 집행절차

가 중요한 특성이며(Perrow, 1972), 관료제의 규칙은 위계질서 하

에 수직적 구조에서 명령의 사슬(Chain of Command)이라는 구조

적 규칙의 지배(Meyer, 1995)를 받는 것이다.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이러한 구조적 특성(Wilson, 1989)은 

조직차원에서는 조직미션과 관련되며, 관료들의 업무도 이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연관된다. 관료들은 조직성과를 유인하는 요인(Meier, 

1997)이 되는 것으로, 조직의 미션과 조직성과는 밀접하게 연관되

어 있으며, 전문행정가(관료)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다. 관료가 공

식적, 합리적으로 조직된 제도 및 조직,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성적 행태(Merton, 1940; Weber, 1972; Wilson, 1989)를 가

지고 있고, 공식적인 규칙에 제한되고 구체화되는 권위와 임무라는 

체제에 따라서 구조화 되어 있는 경우(Djankov, McLies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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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alho, 2006)에 관료의 영향력이 큰 경제규제정책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형성/집행될 수 있을 것이다.

상술한 내용을 종합하면 이상적 관료제는 통합과 조화에 기여하

고, 정확성과 속도, 예측가능성, 복종과 충성, 공명정대함, 마찰과 물

질 및 대인적 비용의 감소, 제도화된 업무처리절차와 지식의 축적, 

변화하는 정부안에서의 지속성(Olsen, 2006)을 특성으로 하고 있

기 때문에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전제에 기반을 두어 전문행정가인 관료들에 

의해 조직성과와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관료제의 제도적 요소와 관료 개개인은 서로 상호작용한다. 법과 

규칙에 의해 운영되는 관료제는 관료 개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며 행

동을 제약하는 것(Wilson, 1989)이다. Weber(1978)에 따르면 합

리적/법적 관료제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공식적인 규칙(Formal 

Rule)을 관료 개개인의 특성이 개입되지 않고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Evans & Rauch, 1999). 즉, 관료제의 합리적 

절차, 제도적 특성이 관료개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관료제

의 지속성과 목표지향성은 관료와 제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완성

되는 것이다. 이는 일반관료(General Bureaucrats)와 일선관료

(Street Level Bureaucrats)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국가의 관

료채용시스템과 교육시스템은 모든 관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별 

관료들에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23) 

23) 일선관료의 차이점을 제기한 Lipsky(2010)에 따르면 정책과정, 특히 

집행과정의 최종단계인 일선관료는 시민들과 직접소통하면서 상당한 재

량(Discretion)을 보유한 집단으로 정책기획 등의 서류업무를 담당하는 

일반관료에 비해서 감정적 갈등, 재량권 등이 큰 것을 특징으로 하였다. 

일선관료는 감정적 갈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업무의 단순화와 정형화

로서 적응의 행태를 보이는데 이는 시간/정보의 부족, 시민들의 관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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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관료제의 제도적 요소들에 영향을 받는 관료의 관료제의 

수용성, 관료의 전문성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이 글에서는 관

료의 질이라는 개념으로 이를 평가하고자 한다.

2) 관료의 질

상술한 것처럼 제도로서의 관료제가 이상적(Weber, 1978)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관료의 합리성, 전문성, 안정성, 지속가능성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이 개념을 포괄하여 관료의 질

(Bureaucratic Quality)라는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먼저 개념의 명확화를 위해서 경영학에서 사용하는 질(Quality)이

라는 개념과 이 글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질의 개념을 구분할 필요

성이 있다. 경영학에서는 상품자체에 기대되는 질과 상품의 사용자

와 상품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질로 구분할 수 있다. 상품자체에 대

해서 기대되는 질은 특정 서비스나 상품의 사양과 관련되는 것이고, 

조사를 통해서 발견되고 수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후자의 경우는 사용자와 상품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다 

상호작용적인 부분이 존재한다. 상품이 좋아도 서비스가 좋지 않거

나, 각 사용자의 특성에 따라서 상품의 질에 대한 생각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이는 사용자의 만족도가 상품의 질에 대한 판

단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Walsh, 1991)이다.

상술한 것처럼 민간부분에서 사용하는 질의 개념은 소비자의 요구

에 반응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서 제품의 수준을 향상시

권위에 대한 도전, 시민들을 모두 규칙에 근거한 동일한 분류가 어려움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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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다.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도 이와 유사한 측면이 존재한다. 서비스의 제공주체가 관료가 되

며, 소비자에 해당하는 시민의 요구 및 기대, 만족도가 존재한다. 하

지만 외교/국방 등의 서비스, 규제정책 등은 정부가 주체가 되는 것

으로 다른 서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가 중심이 되어 정책을 

집행한다고 할 수 있는 것으로, 경영학의 논의와 구분된다. 또한 정

부의 서비스가 공익을 증진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

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이윤추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경영학계의 논의와 구분된다. 정부에서 이러한 서비스는 정책

으로 나타나며, 그 중심에 집행의 주체인 관료들이 있다. 이 글에서

는 관료의 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Weber(1978)에게 있어서 관료제의 질은 전문성, 관료적 위계성, 

법에 근거한 집행,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행정의 합리성의 실현에 있

다. 즉, 전문성을 가진 관료들은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합리

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관료는 선거에 의해 직접 선출되지 않았

지만 기술적 자질(전문성)을 바탕으로 시험, 제도화 및 공식화된 절

차에 의해서 임명받은 집단이다. 이러한 과정이 막스베버의 관료제

의 이상향을 담보할 수 있는 요인이다. 채용과정과 승진에서 공식적

인 교육과 시험은 관료들을 시민의 공복(Civil Servants)으로서의 

경쟁력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또한 예측가능하고 평생 직업을 보

장하는 것은 관료의 질을 향상시키며, 인센티브 등의 관리기법도 관

료의 전문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성과에 기반을 둔 승진은 부

패를 막고, 정직한 행위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할 수 있다

(Evans & Rauch, 1999).

관료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전제조건으로서 경쟁

채용과 교육훈련은 인사행정에서도 중요한 개념으로 언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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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cucci et al. (2008: 249)은 임용의 3요소를 모집, 선발, 배치

로 구분하고, 모집의 목적을 좋은 선발이 이루어지도록 적정 수준에

서 자격이 있는 지원자를 모으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관료를 능력

에 기반을 둔 경쟁채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료의 전문성을 확

보할 수 없으며, 비효율성과 부패를 양산할 수 있는 것이다.24)

이렇듯 관료를 채용하는 방식은 시대별로 국가별로 차이가 존재한

다. 선거에 의한 방법(Electoral Popularity), 사회적 계층에 의한 

방법(Social Class Selection), 정실주의에 의한 방법(Patronage), 

경쟁에 의한 방법(Merit Selection), 연공서열에 의한 방법

(Seniorty), 대표성에 의한 방법(Representative)으로 구분할 수 

있다(Nigro, Nigro, & Kellough, 2013). 엽관제와 정실주의는 경

험, 지식,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명권자의 친분과 정치적 승리

에 대한 기여도가 중요한 것으로 관료제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없

는 채용방식이었다. 선거를 통한 선출은 공공조직의 리더인 경우가 

많다. 대통령제의 경우 관료의 수장인 대통령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다. 임명직 공무원은 장관, 임원, 위원장 등 정치적인 조언자와 참모

가 이에 해당한다.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관료는 경쟁에 의한 방법

으로 채용된다. 하지만 국가에 따라서 여전히 정실주의에 따른 임명

이 이뤄지고 있다. 이 경우 관료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

경쟁을 통한 채용방식이 관료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이유는 채용

과정에서 직위에서 요구하는 교육수준, 경험, 자격증, 시험 점수를 

24) 관료 임용이 처음부터 공정한 경쟁을 통한 것은 아니었다. 미국의 경

우 19세기는 정실주의 시스템(Patronage System)을 도입하였다. 정치

적 승리를 거둔 정파가 전리품처럼 가져갔던 것이다. 하지만 이 시스템

은 뇌물 등의 부패와 함께 관료의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20세기로 

들어서면서 경쟁원칙의 도입(Merit Principle)되면서 문제가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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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었는지를 심사하고, 인적성 검사, 업무 수행 능력 검사와 이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배분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Berman et al.(2012)도 모집은 인적자원관리의 시작이며, 가장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고 하였다. 다만 인사행정의 쟁점 중 하나인 

전문가와 일반행정가의 관료에 대한 가치에 따라서 모집 및 교육방

식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느 하나에 초점을 두는 경우에도 

관료의 전문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를 선호하는 미국의 

경우 상위직급에서는 보다 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일반 행정가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고위 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하였다. 일반 행정가

를 추구하는 한국의 경우에도 한 부처 내부에서 보직이동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

다. 

훈련(Training)은 공무원의 직무 책임과 관련된 분야에서, 계획적

으로 조직된 교육 프로그램을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것이며, 개발

(Development)은 기술과 경험을 습득하면서 조직 내에서 발전하는 

‘과정’으로 훈련, 교육(Education)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Riccucci et al., 2008). Berman et al.(2012: 276)도 교육을 지

식, 기술, 능력(KSA)을 향상시켜 자신의 일을 보다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미래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

았다. 관료들이 급변하는 복잡한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기술, 역량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25) 

25) 훈련 프로그램의 요건은 직무 혹은 직업생애와의 연관성, 승진 잠재력 

강화, 조직 효과성 제고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관료들이 외부환경

과 조직의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학습을 통해서 문제 해결능력을 구

비하는 것이다. Berman et al.(2012)도 정부조직에서 업무를 시작하는 

관료의 경우업무에 대한 충분한 공식적 설명이나 지원을 받지 못하여, 

실수를 통한 좌절을 경험한다고 설명하면서, 교육훈련은 새롭고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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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제조건에 기반을 두어 관료들이 전문성과 합리성을 확보

할 때 외부의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인 행정의 집행이 가

능한 것이다. North(1993)는 제도적 안정성과 지속성, 예측가능성

은 경제성장과 현대 경제시스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

였으며, Acemoglu et al.(2003)도 제도적 발전의 결핍에 따른 안

정성의 결핍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특히 

North(1993)은 외부 행위자와 환경 즉, 부정적인 정치적 영향 등

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합리적 정책형성과 집행이 지속적이고 안

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정부가 합리적인 정책의 형성과 집행을 위해서는 부정적인 외부환

경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 특히 정부

에 대한 정치적 영향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정치인은 가시적인 행정

개혁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Ya Ni & 

Bretschneider, 2007; Bel, Hebdon & Warner, 2007)이다. 정치

인의 유인이 선거의 승리와 재선(Frant, 1996)에 있는 상황에서 행

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유인은 지속될 수 있다. 문제는 행정부의 부

정적인 요소를 견제하고 모니터링 하는 차원보다는 단기적이고 가

시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계산의 결과로 나타나는 보여주기식 단기

성과(정지수․한승희, 2014)에 집착할 수 있다는 점이다. Fernandez 

et al.(2006)도 공공부분에 대한 정치적 개혁이 합리적인 정책결정

과정에 의해서 진행되기보다는 단기성과에 집중하는 경향을 분석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무리 관료의 수준이 높다고 해도 안

정적인 정책추진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있는 기술을 배워서 자신의 커리어를 향상시키려는 젊고 생산적인 직원

에게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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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내용을 요약하면 관료의 질은 “경쟁채용과 교육훈련, 임

기보장 등이 보장되며, 정치적 압력을 비롯한 외부의 부정적인 압력

에서는 자유롭되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정당한 견제를 

받아서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의 형성과 집행을 하는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2. 규제: 제도

1) 규제

행정에서 규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규제가 필요한 

이유는 사회의 정의와 공익의 향상을 위해서이다. 규제는 정부의 

Lowi(1972)의 4대 정책 중 하나(규제정책)로서 정부의 역할 중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만일 규제가 효율적이지 못할 경우 

행정과정의 비효율과 함께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 및 정책 불

순응과 연결될 수 있다. 상술한 것처럼 이 연구에서는 경제규제정책

을 고려하는 것으로 규제의 질은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26)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양하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서

비스인 경제규제정책의 특성을 구분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Lowi(1972)의 정책분류에 따르면 수혜자와 비수혜자와의 갈등이 

없는 모든 시민에게 적용되는 분배정책(국립공원, 교통 등), 혜택을 

26) 많은 국가가 규제개혁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부의 규제

를 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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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과의 갈등이 심한 재분배정책(복지, 

교육 등), 개인과 집단의 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규제정책(사기업행

위, 공공재활용 등), 정치적 특성이 강한 구성정책(정부기관의 신설, 

변경 등) 네 가지로 분류된다. 이 글에서 사용하는 서비스는 이 중

에서 규제정책(서비스)으로 법적인 근거에 따라 개인과 집단의 활

동을 제약하며, 다른 정책에 비해서 관료의 역할(재량, 권력 등)이 

큰 특성(Lowi, 1972)을 가지고 있다. 

경쟁적 규제정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하면 Salamon(2000)의 

경제적 규제 즉, 시장경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활동

(시장진입, 가격, 생산량, 품질, 공급대상 및 조건 등)에 대한 규제

를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규제의 특징은 벌금, 징벌이 가

능한 강제성(Coerciveness), 진입규제와 세금, 보조금 등을 통한 

규제라는 직접성(Directness), 목적달성을 위해 기존 행정 조직이

나 구조를 이용하는 자동성(Automaticity), 경제규제의 영향을 받

는 주체들에게 높은 가시성(Visibility)으로 구분할 수 있다

(Salamon, 2000).27)

이렇게 정부가 경제규제를 하는 원인은 시장실패(불완전 경쟁, 정

보의 비대칭성, 공공재, 외부성, 소득분배 불평등 등)로 인해 자원배

분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배분되지 못할 경우 자원배분의 효율

성과 분배의 공평성 실현을 정부의 개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부의 규제정책이 기업가적 활동(Entrepreneurial 

Activity)에 미치는 영향은 좋지 않은 경제상황을 활성화 시키는 긍

27) 이러한 경제적 규제의 종류는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

격을 규제하는 가격규제, 어떤 산업 또는 직종에 참여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영업의 자유를 제약하는 진입규제, 전쟁/기근 시에 쿠폰을 발행

하는 방식의 생산규제, 독과점 시장에서 경쟁을 유발시키는 규제로서 

친 경쟁적 규제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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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활동(Baumol, 1990)과 함께, 비효율과 기대하지 않은 부정

적인 영향(독점 등의 시장실패)을 견제하는 활동에 영향을 미치며

(Fadahunsi & Rosa, 2002), 이러한 규제의 질은 발전, 공공정책, 

정치경제 등 모든 영역에 영향(Stenholm & Wuebker, 2013; 

Webb et al., 2009)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2) 규제의 질

규제가 특정 주체의 사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공익을 위한 

것일 때 규제정책의 목표는 달성될 것이며, 규제정책의 효율성이 확

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규제제도의 안정성, 지속성, 예

측가능성(North, 1993)은 경제성장과 시장경제시스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결과적으로 국가경제를 성장시키게 된다. 이러한 제

도는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규칙과 법(Scott, 1995; Veciana & 

Urbano, 2008), 사업(Business)을 시작하는 과정, 기업가적 행태

(Baumol & Strom, 2007), 경제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Peng 

& Zhou, 2005)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불편한 행정절차와 단계, 관료와 관련한 요소들은 기업가 개인에

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과도하게 규제된 경제체제에는 새로운 

기업의 형성을 어렵게 하는 요소가 되며, 특히 이러한 과도한 규제

는 부패와의 잠재적 연관관계를 의미한다(Aidis, 2005; Boettke & 

Coyne, 2003). 안정적인 제도의 구조(법의 지배, 좋은 관료, 재산

권의 보호)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많은 거래

비용이 나타나는데(North, 1993), 이 과정에서 부패 (Doh et al., 

2003)가 나타날 수도 있으며, 성장과 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 48 -

게 되는 것이다. 기업의 시장진입이 비용이 많이 수반되고, 많은 시

간이 소요되는 질이 낮은 규제는 성장의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Ciccone & Papaioannou, 2007).28) 또한 규제를 제대

로 하지 못할 경우 각 개인 주체 및 기업과 정부 간의 거래비용

(Transaction Cost)을 증가시켜서 효율성을 낮출 수 있다.

규제의 질(Regulatory Quality)은 “정부가 적절하고 합리적인 

규제정책을 형성해서 합리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시장실패

를 보완하고 시장발전을 촉진”(Kaufmann et al., 2009)할 수 있

는 것을 의미한다. 민간영역의 사업의 시작과 관련한 서비스, 수입

과 수출과 같은 서비스는 민간영역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정책과 규제의 질은 서

비스의 절차, 시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이다. 또한 규제는 불

공정경쟁, 가격조정, 관세차별, 과잉보호, 세금차별, 무역장벽, 지방

경쟁, 반독점, 투자, 재정, 가격공유 등 규제가 포함하여야 할 범위

가 확대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경제규제정책의 질을 민간영역의 발

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로 보고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시장발전을 

촉진하되 필요한 규제의 범위를 확보한 상태”로 정의하고자 한다. 

규제의 질이 높아질수록 서비스의 효율성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

나지만 규제가 고도화되면서 규제의 포괄범위가 넓어지면 규제의 

역할의 확대와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증가한 규제의 포괄범위는 

규제의 정책대상자에게는 규제에 의한 비효율이 일부 발생할 수 있

지만 시장의 효율성과 국가발전에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8) 과도한 규제는 비민주적인 정부와 규제로 연관되어 사회적 이익을 감

소시킨다. 이러한 규제의 사회적 비효율성은 공공선택이론(Tullock, 

1967; Stigler, 1971; Peltzman, 1976)에 의해서도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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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정부: 시스템

1) 전자정부

기술혁신이론(Innovation Theory)은 기술의 발전과 변화의 원인

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연구이다. 예를 들어 경제성

장과 노동시장의 거시경제지표, 인프라와 제도 등의 요인에 관한 연

구가 이에 해당한다. 이를 정보통신기술과 정부의 관점에서 본다면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이 정부의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과 연관되고 

이것이 사회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술혁신은 생산과정, 시장, 조직 등의 생산수단의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현상(Schumpeter, 1961)이라

고 보았다. 이는 점진적(Incremental)개혁과 급진적(Radical)개혁

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는 비교적 

급진적인 개혁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급진적 혁신의 특징이 

과학적 지식을 바탕에 둔 기술주도형 혁신이며, 이에 따른 연관 산

업분야의 혁신이 동반되기 때문이다.

사회기술이론(Sociotechnical Theory)은 기술이 조직적 산출물

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이라고 보지는 않는다(Fountain 2001; 

Garson 2000). 왜냐하면 조직차원에서의 새로운 기술은 조직의 사

회적 맥락에 의해서 복잡하게 결정되기 때문이다. 새로운 기술이 흡

수되고 일상화되기 위해서는 조직적․기술적 적용과정이 있어야 하

고, 이 과정은 결코 쉽지만은 않다(Welch & Pandey, 2007). 

Tornatzky & Fleisher(1990)도 기술혁신이 기술뿐만 아니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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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내적 맥락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이들 간의 유기적 관계가 중

요함을 주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제도의 중요성을 언급한 Coursey & Killingsworth 

(2000)는 외적 요인으로 정치적, 정책적 수요와 제공이 기술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정부조직 차원에서 보면 정부조직의 

여러 특성 예를 들어, 기술변화와 정보공유의 수동적 특성이 정부서

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혁신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Cecez-Kecmanovic et al.(1999)과 Horton et 

al.(2001)도 조직구조, 문화, 관리 방식, 수용성, 소통과정 등의 요

인에 의한 영향을 언급한 바 있다. 

상술한 기술혁신이론과 사회기술 이론의 논의에 따라서 이 글에서

는 정부가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조직차원의 기술적응 노력과 자원

마련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전자정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전자정부는 행정체계를 발전된 정보통신망을 사용하여 정보 및 서

비스를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이종수, 2009)을 

말한다. 하지만 전자정부라는 용어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일관적이

지는 않다. 김동욱(1996)은 ‘디지털화한 정보에 기반을 두어 빠른 

업무처리를 하는 정부’,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정부조직 내/외부, 

시민 간의 정보공유와 업무효율화, 투명성 등을 높이는 정부’라는 

개념을 소개하였다. 이 글에서는 ‘시민들의 정부 서비스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온라인 서비스, 커뮤니

케이션 연결가능성, 인적자원)’(United Nations, 2014)으로 정의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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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g & Rho(2007)는 전자정부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정부

의 정책목표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첫째, 정부의 정보와 

서비스를 시민, 조직 및 다른 정부기관에 전달 및 접근성을 보다 향

상시키고, 둘째, 정부 서비스의 효율성, 효과성, 서비스의 질, 전달성

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전자정부가 정부 서비스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인터넷을 기반으로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

(Shapiro, 1999)하는 것으로 개별 시민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 가

능성과 기대감과 관련이 된다. 다양한 개념정의에서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은 전자정부의 목표와 관련한 것으로, 발전된 기술을 바탕으

로 정보와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효율성의 개념은 전자정부에 따른 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논의에 따라서 차이가 존재한다. 먼저 Brynjolfsson(1993)은 IT의 

가치에 대한 명확한 측정이 어려워서 생산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

렵다고 보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IT시스템의 특성고려, 관련 

행위자, 업무처리 방식 등(Brynjolfddon & Hitt, 2000)을 함께 고

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IT 서비스의 방식에 대한 고려와 조직

차원의 변화에 대한 고려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하였다.

전자정부가 기술발전 정도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지만 이 요인 이

외에 아주 중요한 요인들이 있다. IT 기술을 활용하더라도 수요자

인 시민들의 요구와 편의에 맞추지 못한다면 전자정부 서비스는 성

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자정부의 성공조건으로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은 의사소통과 서비스의 세분화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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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의사소통은 온라인상에서 민원처리 과정 전반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이메일 뿐만 아니라 전화, 팩스, 우편 등이 포함(Santos, 

2003)된다. 경영분야에서는 온라인상에서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의

사소통이 편리함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핵심요인(Yang et al., 

2003)이라고 보고 있다. 공공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시민들의 필요

를 확인하고 이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시민의 만족도가 높아

지고, 업무처리의 효율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

서 민원처리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새로운 전자정부 시스템에 

적용할 수도 있다. 

둘째, 세분화서비스이다. Sen(2011)은 정의론에서 민주주의의 실

현을 위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정의원칙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 개인에게 필요한 개별적 정의원칙을 강조했다. 이는 

정부의 행정서비스의 집행과정에서 많이 나타난다. 개별적 정의원칙

과 연관되는 것이 온라인상에서의 서비스 세분화 원칙(Delone & 

McLean, 2003; Madu & Madu, 2002)이다. 시민(소비자)의 요구

는 매우 다양하며 같은 서비스를 동일하게 제공하는 것보다 각각의 

요구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세분화하여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전자정부를 통해서 의사소통과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지며 정부서비스의 효율성이 증가할 수 있

을 것이다.

경영학계의 논의에서는 소비자와 공급자의 효율적인 관계를 유지

하기 위해서 정보와 소통 행위는 필수적인 것(Wilson, 1999)으로 

보고 있다. 여러 연구에서 소비자와 공급자의 관계에서 정보가 핵심

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으며(Spekman, 1988; Helper, 1991; 

Mohr & Spekman, 1994), 정보의 흐름이 효과적인 관계를 만드는 

핵심역할을 할 수 있는 것(Lewis & Talalayevsky, 2004)이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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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에 대한 행태가 결국 관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다(Hackney, Jones, & Lesch, 2007).

이러한 정보의 소통과 전달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이 ICT를 활용한 시스템이다. 정부의 관점에서 상술한 소비자

는 시민이 되며, 정보는 정부의 각종 정책 및 서비스가 된다. 시민

들이 필요한 정보 혹은 정부가 알려야 할 정보를 효율적이고 효과

적으로 전달하고 소통하는 것을 전자정부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술적, 조직적, 관리적 측면에서 전자정부는 진화하는

(Evolutionary)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Layne & Lee, 2001). 이 

과정은 범주화, 전달 및 처리, 수직적 통합, 수평적 통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정부에 적용하면 첫째, 범주화는 정부가 제공하는 각

종 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시민이 확인하고 접근할 수 있어

야 한다. 둘째, 전달 및 처리과정에서는 시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

공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전달하고 요구사항을 처리하는 과정이다. 

셋째, 수직적 통합은 최하위 정부기관에서 이러한 시민의 요구 및 

처리사항을 결정하는 상위부처와의 정보통합을 말하며, 넷째, 수평

적 통합은 모든 시민이 이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구

축하고, 유관 정부부처에서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2) 전자정부의 질

Chadwick & May(2003)의 전자정부에 대한 세 가지 모형은 정

부 서비스 전달의 효율성, 정부와 시민사이의 의사소통, 정보 접근

성과 참여이다. 정부기관 사이에서의 업무처리의 효율화와 함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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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에 대한 정보제공과 접근성의 증가를 통해서 서비스의 효율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Layne & Lee(2001)도 전자정부가 제대로 기

능한다면 정보의 접근성의 증가, 정부성과와 효율성의 증가, 비용의 

감소, 정부경쟁력의 강화, 투명성과 가시성의 확보, ICT 분야의 산

업성장, 공공부분의 E-Skill의 향상 등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 

E-Service의 도입,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교육과 훈련, 법적 

정비를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홍필기(2007)는 전자정부의 행정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크게 민원서비스의 개선과 내부업무절차의 개선으로 구분하였다. 정

보화의 효과로 거래비용의 감소의 측면을 강조하면서 정보의 탐색

비용, 서비스의 처리비용, 업무와 관련한 연락비용, 고객서비스의 전

달 비용 등을 포함한 비용이 그것이다.29) 전자정부의 도입을 통한 

비용의 감소가 효율성의 큰 기준이 됨을 알 수 있다. 전자정부는 정

보기술을 이용한 서비스 전달체계(West, 2004)로서, 정부와 국민 

사이에서 거래비용을 줄이고 개선하는 것(Sprecher, 2001)을 목적

으로 하고 있다(왕재선, 2013 재인용). 즉, 정보기술을 활용한 정부 

서비스의 시스템을 개선하여 서비스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의

도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전자정부를 “모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정부 서비

스를 제공하여 경제적 기회와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전자정부를 

29)               <표 2> 행정업무의 효율성 측정지표

출처: 홍필기(2007)의 표를 부분적으로 인용하였음

항목 세부항목 지표

행정업무

효율성

민원서비스개선

행정정보공동활용 공동활용건수

민원서비스절차개선
준비서류간소화
방문횟수감소
처리시간감소

내부업무절차개선 행정포털시스템
표준화/자동화

보고/통계 절차 간소화
간편조회를 통한 업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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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시켜 이러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며, 정부의 인프라 구축

과 인적자원 확보의 노력이 뒷받침 되는 것”으로 정의할 것이다. 

이러한 전자정부의 혜택은 모두에게 공유되어야 할 것이다(United 

Nations, 2014).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전자정부의 질은 행정서비

스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제5절 정부내부, 제도적, 경제적 영향요인

상술한 관료, 규제, 전자정부의 핵심변수 이외에 행정서비스의 효

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존재하며, 이는 정부 내부에 존재하

는 요인과 정부 외부의 환경적 요인들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시간

과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내부의 요인으로는 절차와 부패의 

요인이 있으며, 정부 외부 요인으로는 제도적 차원의 요인들과 경제

적 요인들로 구분할 수 있다.

1. 정부내부 요인

1) 절차

정부규제정책의 효율성 즉, 시간과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그동안 학계에서 가장 많이 논의 된 부분이 절차이다. 절차는 관

료제의 부정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1990년대 이후 관료제

의 비효율성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많은 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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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를 레드테이프(Red Tape)30)로 사용하고 있다. 레드테이프이

론은 Bozeman(1993)이 개념정의를 하고, Rainey, Pandey, & 

Bozemen(1995), Pandey & Bozeman(2002)의 연구로 이어졌다. 

이들 연구의 관점에서 레드테이프는 사적인 조직보다 공적인 조직

에 더 많이 존재하고,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 인식

되었다.

레드테이프의 정의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조직차원의 

규칙과 절차(Chandler & Planno, 1982: 216), 이에 따른 불필요

한 규정과 절차(Bozeman, 1999), 지나친 제약과 경직성(김병섭, 

1996) 등으로 구분된다. 레드테이프는 불필요한 절차와 과정을 만

들어서 결과적으로 서비스의 효율성을 낮추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

책집행의 소요시간과 비용도 증가할 수 있는 것이다. 

Bozeman, Reed, & Scott(1992)는 900개 이상의 국가 연구기

관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에서 정부와의 상호작용과정에서 나타나

는 레드테이프가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

다. Ciccone & Papaioannou(2007)는 레드테이프를 축소시키는 

것이 산업발전을 향상시킨다고 주장하면서, 45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절차 수를 감소시켰을 때 산업부분의 생산성과 국제수

준의 기술력의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을 분석하였다. Brewer & 

Walker(2010)는 영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하여 레드테이프가 정

부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 분석하였다. 이들 실

증연구를 통해서 정부의 레드테이프가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0) 레드테이프는 17세기 영국에서 정부문서를 붉은 끈에 묶어서 보관하

던 관행에서 유래하였으며, 현재는 관료제의 비효율성, 문서주의, 과잉

규제, 지체, 경직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안병철,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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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패

법과 규칙은 제대로 설계되어 있지만 관료들이 법을 해석하고 정

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재량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민간부분

의 효과적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부패를 더 많이 양산할 

여지가 있다(Johnson, Kaufmann, & Zoido-Lobaton, 1998). 

QoG(Quality of Government, 2014)는 관료들의 부패문제를 제외

하고 관료의 질을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중요성을 언

급하였다. 발전국가에서 민간부분과 정부의 부패문제, 철의 삼각관

계(Iron Triangle)로 설명되는 정부 관료, 입법부 상임위원회, 이익

집단 사이에서 공식, 비공식적으로 발생하는 부패가 존재한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경우 행정부의 효율적인 정책집행은 불가능하다. 

일부 이해관계자는 뇌물 등을 통해서 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이거나 

인허가가 불가능한 것을 통과시키는 부패를 관료와 만들어 낼 수 

있다. 행정절차를 줄이는 과정에서 일부 이해관계자의 서비스 소요

시간은 줄어들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대다수의 시민에게는 악영향

을 미치게 되어 보다 많은 사회적 비용을 양산하므로 행정의 효율

성을 떨어뜨릴 수 있을 것이다. 즉, 부패, 반경제적 관계, 제도적 불

평등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Acemoglu et al., 2003; 

Loayza et al., 2007)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Djankov et 

al.(2002)은 부패와 비공식적 경제활동이 높은 시작비용(Entry 

Cost)을 야기한다고 보았으며, Antunes & Cavalcanti(2007)는 시

작비용과 정부규제, 부패와의 관련성을 분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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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적 요인

1) 법의 지배

법의 지배(Rule of Law)는 “법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대우를 받는다는 것”(Tamanaha, 2004)이다. 이 의미는 모든 사

람에게 동일한 법적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법

이 공동체에 반드시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야 하며, 시민의 행

복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것이라는 전제가 필요하다(Tamanaha, 

2004). O'Donnell(2004)은 법의 지배라는 개념이 각 국가별로 법

의 수준과 법에 대한 다른 인식이 있어서 쉽게 개념정의를 할 수는 

없지만 민주주의적 요인과 관련되어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

되면서 민주주의적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법의 지배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는 정부의 정책집행에도 적용되는 개념으로 정부는 모든 

정책대상자에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법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한다.

일선관료는 정부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직접 제공하며 상호작용하

는 공무원을 의미하며,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Lipsky, 1980: 

3-5).31) 일반관료와 달리 일선관료는 시민과 직접적인 소통을 하

면서 업무처리를 하기 때문에 업무처리 과정 중에 적응적 재량이 

만들어 질 수 있다.32) Davis(1969: 4)는 재량(Discretion)을 선택

31) 립스키는 시민에게 미친 영향을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시민들의 사회

화 정부서비스에 대한 기대,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자

격결정, 시민들의 서비스 감독, 국가와의 법적 관계 형성이다(Lipsky, 

1980: 4-9).
32) 립스키(1980)는 일선관료제(Street Level Bureaucracy)에 대한 논

의에서 관료들이 재량행위를 하는 원인을 첫째, 업무가 많은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자원이 부족한 상황, 둘째, 관료의 정책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관료의 권위가 위협받는 상황, 셋째, 법규와 규정 등이 모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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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여러 대안 중에서 어떤 한 가지를 선택하는 행위로 보

았다. 일선관료가 해당 서비스에 어떤 법률과 규정에 근거해서 어느 

정도 시간 범위를 가지고 처리를 할지에 대해서 얼마나 재량을 가

지고 있는가의 여부가 중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법과 규칙에 근거한 정책집행 및 서비

스 제공이 되는가의 여부이다. Oldenziel(1998)은 법에 근거한 집

행을 첫째, 정부활동은 반드시 법에 근거할 것, 둘째, 법은 정부행위

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할 것, 셋째, 정부는 법을 적용할 것으로 

제시했다. 관료들이 법에 근거한 정책집행과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고 보았다(Boven & Zouridis, 2002). 법의 지배는 민주주의와 연

관(Maravall & Przeworski, 2003)되어 설명될 수 있다. 법의 지

배라는 원리가 실제화 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정책을 설계 및 

집행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적 과정을 확보하는 제도와 절차를 지

키는 것이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Zacher, 1997)이다(임현, 2012 

재인용).

관료는 법에 정해진 근거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이 과정에서 규칙

이 형성되지만 모든 경우에 항상 그 틀에 묶여 있지 않으며(Moody 

& Musheno, 2000), 관료가 속한 조직 상위 권위에서도 어느 정도 

자율성을 보장(Hupe, 2007) 받는다. 그렇다면 법에 근거한 집행이

라는 요인과 재량적 집행이라는 요인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유추가 가능해진다. 법에 근거한 법집행이 경

제규제정책(서비스)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유는 사회 구성

원 모두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동일한 규제와 법규에 의해서 공평

상황과 이로 인한 직무모호성과 역할 갈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업무량은 많고 자원은 적은데 관련 규제와 법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

아서 어떻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량은 나

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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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우를 받으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때 동일한 절차와 단계를 

밟는다는 것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 

모두는 서비스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예상을 할 수 있고 정부에 대

한 신뢰를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신뢰의 확보를 통해서 추가적인 

거래비용과 정보 탐색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2)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민주주의는 시민이 대리인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Dahl, 1997), 시민은 선호 형성의 자유, 선호 표현의 자유, 선호의 

동등성이 갖춰져야 한다. 조직을 형성하고 참여할 수 있으며, 선거

권과 투표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Przeworski(2000)는 민주주

의가 합법적인 선거제도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패배자가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Easton(1975)도 이러한 체제

(레짐)에서 권위는 공식화 되며, 원칙과 정의에 의해서 사회가 운영

될 수 있다고 보았다. Lijphart(1999)의 정부 권력 집중 문제, 정치

정당의 구조, 선거제도, 다원주의 등의 조건과 Przeworski(2000)

의 선거경쟁, 정권교체 가능성 등의 기준도 제도적 민주주의의 조건

이 된다. 정부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권력기관(권

영성, 2012)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공식적인 대표, 지배구조를 형

성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는 정부뿐만 아니

라 정부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인인 의회, 정당, 선거체제, 법에 

의한 지배가 함께 맞물려야 가능한 것(Diamond, 1999)이다. 

민주주의가 공고화되면 정치, 경제, 사법, 행정 부분이 적법한 절

차에 따라서 이 제도의 틀 안에서 모든 행위자가 행동한다는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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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zeworski, 1991)이 전제된다. 따라서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사

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이 해당 체제에 대해서 적절하고 이를 존

중한다(Diamond, 1999). 법의 지배와 유사하게 민주주의의 공고화

를 통해서 사람들이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편법 혹은 

부패를 저지르지 않고 동일한 행동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Acemoglu, Johnson, & Robinson(2001), Rodrik, 

Subramanian, & Trebbi(2004)는 장기적 측면에서 경제발전과 시

장의 효율성에 규제와 같은 정부의 정책이 중요하며, 이는 구조적 

측면에서 민주주의 제도가 사회에 공고화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를 발전시켜 Persson(2005)는 민주주의의 형태와 정책 및 경제

발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확장하여, 정부 정책이 부패 등의 

부정적 요인이 제거되고, 민주주의적 정책집행이 보장될 때 경제발

전을 촉진시킨다고 주장하였다. Giavazzi & Tabellini(2004)는 민

주주의적 개혁을 통한 경제정책이 산출물과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고 보기도 하였다. 

또한 예산개혁과정에서 보다 비용효율적인 예산이라는 목표 달성

과정에서 민주주의적 의사결정과정 즉, 이해관계자의 민주적 참여와 

의견교환을 통해서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논의(Rubin, 1994)

와 관료적 민주주의(Bureaucratic Democracy)가 담보되었을 때 

관료가 법에 따른 공정한 정책집행과 시민의 요구에 대한 수용, 부

패 등의 문제를 극복하여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논의(Yates, 1982)가 있다. 

권위주의는 “권력과 권한이 집중되어 있으며, 이에 의해 제도적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상태”(Boix & Svolik, 2013)로 볼 수 있다. 

이는 자신이 가진 권위보다 더 크거나 압도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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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조직, 기관에 대해서는 쉽게 인정하는 것(Fromm, 1957)이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일부 정당과 집단이 독재적 힘을 가지고 민주주

의에 의한 삼권분립을 형식적으로만 유지하는 국가체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권위주의적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다(Boix & Svolik, 

2013). Lasswell(1954)은 권위주의의 요인으로 사회적인 불안을 

언급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권위주의의 안정을 선택하는 요인으로 

보았다. 

경제성장과 같은 물질적인 부분이 민주주의를 압도하는 경우도 있

다. Chu et al.(2008)은 아시아적 특성을 언급하면서 새로 생겨난 

민주주의 국가들의 경우 국민들의 물질적 풍족에 대한 열망이 권위

주의를 인정하는 형태로 거버넌스가 유지되기도 한다고 보았다. 즉, 

권위주의를 통한 국가 중심적 경제발전 계획이 보다 효율적 정책수

립과 집행으로 이어져 경제성장을 하는데 원동력이 된다고 보는 것

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권위주의가 정부 서비스의 효율적 

집행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만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Rothstein & Teorell(2008)은 효율성의 개념을 중요한 민주주의

의 지표로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효율성은 정부가 업무와 공공서

비스를 얼마나 잘 처리 및 집행하는가의 여부와 관련되어 있다. 또

한 정부와 민주주의적 요인과 관련해서 필요한 조건은 원하는 정보

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하고,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선발되어야 한다. 

정부 공직자가 선거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선발되어야 하며, 적합

한 제도가 형성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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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민의 참여

시민은 참여자와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비공식적(외부적) 참여자(Kingdon, 2002: 21-71)로 구분

할 수 있다. 정부가 제공하는 정책과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에서 시민과 시민사회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인 것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소통과 대화의 중요성에 기인한다. 

Arendt(1958)는 인간이 모여 형성한 공간에서 다른 관점을 통해 

모두가 속한 세상을 보며 소통할 수 있는 공공영역(Public Realm)

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Harbermas(2006)도 참여와 대화를 통한 

이해지향적 의사소통행위가 나타날 때 자본주의 사회의 인간소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았다. Newton(1999)은 시민사회를 인

간관계 즉, 사람간의 네트워크 형성으로 보았다. 시민이 정부에 영

향을 미치는 방법은 반드시 정부 정책결정과정에 직접적인 참여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참여를 통한 간접참여가 국가 특성에 따라서

는 지배적일 수도 있는 것이다.

Boix & Posner(1998)는 이렇게 시민참여로 형성된 사회자본과 

정부와의 관계를 합리적 유권자 모델, 규제 순응 모델, 시민의식 모

델, 관료정치의 모델, 엘리트동조 모델로 유형을 5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합리적 유권자 모델은 시민의 인지능력과 정치참여 기

회를 증가시켜 거버넌스33)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았고, 규

제순응모델은 정부의 정책과 규제 집행에서 순응을 확보하여 비용

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시민의식 모델에서는 시민의식을 함

양하여 개별이익보다 공익을 고려할 수 있으며, 관료정치 모형에서

33) Peters(2001)의 분류에서 시민사회의 소통과 협의에 중심을 둔 사회

중심이론적 시각과 연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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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책형성과 관료사이의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엘리

트동조 모델에서는 적대적인 엘리트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

고 보았다. 이들 모델은 시민의 사회참여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

는 것으로서 정부 정책과 규제에 대한 영향과 순응이 참여를 통해

서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시민의 사회참여는 자원봉사나 시민의 자발적 모임 등을 통해서 

이뤄지며, 이러한 참여과정을 통해서 참여자들 사이의 규범이 형성

되고, 책임성이 증가하고 가치를 공유하여 결과적으로는 정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Norris, 2002)이다. Putnam(1995)도 사회참여

를 통해서 정치시스템과 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효과와 구성원 

간에 공동체의 덕목을 함양하는 내부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주장

하였다. 또한 이렇게 형성된 사회적 자본은 개인, 집단, 사회 공동체

와 나아가 국가의 경제발전에도 순기능(Marschall & Stolle, 

2004)을 할 수 있는 것이다(정지수, 2011).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의 요구가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경우에는 정부 정책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시간과 비용 등의 요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Kim(2010)은 시민이 참여를 통해서 권한을 형성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정책을 선택하고 이에 대한 협의 및 비

판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시민의 참여가 정부의 결정과정에

서 대의 민주주의적 요소를 약화시키고,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저하

시킬 수(Ho & Coates, 2004)있는 여지도 존재하며, 이 경우에 시

민참여는 정부정책의 효율성을 낮출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시민의 참여는 사업인허가, 수입, 수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요구를 하여 시간과 비

용을 감소시키는 과정이다. 즉, 보다 합리적인 서비스를 형성하여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Tschan et al.(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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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6)의 주장처럼 정책 혹은 프로젝트를 선택하거나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나 관련 그룹들 사이에서 오랜 토론과 협상이 

발생하거나, 업무처리절차를 재조정 및 설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며, 각 행위자간에도 갈

등과정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시민의 참여는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4) 정치적 안정성

정치적 안정성과 갈등수준은 관료조직운영, 법의지배, 3권 분립, 

시민사회조직 등과 함께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효율성에 영향

을 미친다(Newton & Norris, 1999). 정치적 안정성은 폭력과 테

러와 같은 정치적 불안정성의 반대적인 개념으로, 군부갈등, 사회적

불안정, 국제적 갈등, 정치적 테러, 내/외부 갈등 및 종교적 갈등, 

폭동, 전쟁 등이 없거나 낮은 상황을 의미하는 지표이다. 행정부는 

비정부기관 혹은 민간기관과 달리 보다 복잡한 정치적 영향, 정치적 

감시, 법적 제약(Rainey, 2003)을 받으므로 외부로부터의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책의 형성과 집행과정에서 주요 

공식 행위자인 입법부와 사법부의 제도적 영향으로 인해서 행위자

들 사이에서 협상과정이 발생(Tschan et al., 2008: 44-46)하여 

거래비용과 시간이 증가할 수 있는 것이다.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영향과 긴장은 정책과정에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Huber & 

McCarty, 2004). 영향과 긴장, 갈등과 이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시

간과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제도적인 차원을 넘어서 행정부에 대한 불필요하거나 비제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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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을 가하거나, 정치적 권리를 넘는 월권을 행사하거나, 민주주의

적 틀을 벗어나 균형과 견제의 원리를 지키지 못하거나, 정치적 부

패가 심각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입법부가 제도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다고 할 수 없을 것(Aljaz, 2013)이다. 

또한 특정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제도적 절차를 무시하고 정

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책의 형성을 지연시키거나 무력화

(Bachrach & Baratz, 1962) 시킬 수도 있다. 정치인이 자신의 재

선과 정파적 이해에 따라서 행정부를 이용(선거에 유리한 정책)하

여 표를 확보하기 위해서 단기적 정책(Alesina et al., 1997)을 행

정부에 강제할 유인도 존재하는데, 이는 행정부 관료들을 자신의 이

해관계를 실현시킬 수단으로 보는 것으로 합리적 정책추진을 지연 

및 저해한다. 사회적으로 테러와 폭동, 전쟁 등의 위협이 커서 정치

적 안정성이 확보될 수 없는 경우에 정부의 안정적인 정책추진도 

어려우며, 정책단절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시간과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경제적 요인

1) 정부지출

정부의 규모와 효율성에 대한 논의에서 정부규모를 측정하는 대표

적인 지표가 정부지출이다. 기존의 논의는 정부 지출규모가 커지면 

효율성이 낮아진다는 주장(Alesina & Spolaore, 1997; Alesina & 

Wacziarg, 1998; Stephanie Medina & Rui, 2008)과 반대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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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지출이 효율성을 증가시킨다는 주장(Ram, 1986; Rubinson, 

1977; Summers & Heston, 1984)이 혼재한 상황이다. 

정부 지출이 효율성과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

하는 학자들은 정부지출이 큰 경우에 정부의 채무가 더 커지는 것

을 주요 근거로 하여 정부의 역할 감소를 주장하였다. 즉, 시장의 

역할이 커지도록 정부가 세금의 규모를 키워서 시장에 각종 정책 

및 규제를 하기 보다는 작은 정부의 역할을 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Alesina, Spolaore & Wacziarg, 1997). 

반면에 정부지출과 경제성장의 긍정적 상관관계를 연구한 학자들

은 정부지출이 곧 국가에 필요한 인프라와 교육을 통한 인적자원의 

수준을 향상시켜서 효율성과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Rubinson, 1977; Summers & Heston, 1984; Lucas, 

1988; Barro, 1990). 정부지출은 정부의 경제규제정책의 효율성에

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변수의 영향을 통제하여 핵심변수

의 영향력을 분석해야 할 것이다.

2) 경제수준, 인구밀집도

경제수준이 정부 서비스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은 경제

성장을 통해 세수와 공공지출이 늘어나고 이 과정에서 향상된 인프

라 구축과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Aschauer, 1989; 

Srithongrung, 2008)이다. 또한 경제성장은 기술의 향상과 재투자

로 이어져 더 높은 경제성장을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가지게 된다. 

Solow-Swan(1956)은 경제성장이 기술의 향상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며, 이에 따른 정부의 재정지출이 단기적 경제성장의 효과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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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고 보았다. 즉, 정부의 인프라 투자 등의 지출과 같은 생산성 

지출이 생산요소 및 생산성에 영향을 주게 되어 경제성장(Barro, 

1990, King & Rebelo, 1990)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배수호, 2012).

인구밀도가 높아진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만큼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전체 국민을 변수로 

사용하지 않고 대도시의 인구 밀도를 사용하는 것은 정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을 보다 엄밀하게 측정하기 위해서이다. 이 글에서 사

용하는 소요시간과 비용이 대도시(경제수도)가 제공하는 경제규제

정책이기 때문이다. 즉, 대도시의 인구밀도가 증가하는 것은 인허가

를 요구하는 요청건수를 증가시킴으로서 정부가 검토해야할 업무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소요시간이 증가할 수 있는 것

이다. 

3) 인적자원의 질

인적자원은 정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과 제공하는 관료 모두에 

해당하는 변수이며, 국가 전반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또한 인적자본이 지식과 기술을 발전시키고 이를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것(Rodrik, 2001;OECD, 2001)이다. 문맹률(Gerring et al., 

2005), 교육년수 등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물론 인적자원은 정부공

무원의 질적 수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수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일 것이다. 즉, 인적자원

의 수준이 높으면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활용방법

에 대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전파가 가능하다. 정부관료도 보다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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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시민들의 수준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서 정부서비스가 보다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4) 무역자유도와 무역량

무역자유도는 수입과 수출을 하는데 관세나 쿼터 등으로 제한을 

두는 정도로 볼 수 있다. 즉, 무역자유도가 높은 경우에는 그만큼 

관세장벽 등으로 마찰하는 국가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만

큼 시간과 비용이 감소할 수 있다. 서준교 등(2012)은 무역자유화

의 효과에 대해서 관세철폐 효과, 상품다양성 증가효과를 제시한 바 

있다. 관세의 철폐를 통해 수입 혹은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을 낮출 

수 있으며, 규제절차로 인한 시간소요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국가

의 무역량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시간과 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무역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은 국가에서는 무역량이 조금만 늘

어나도 시간과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반면에 무역시스템이 잘 갖춰

진 곳에서는 무역량이 조금 늘어나도 시간과 비용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 70 -

<그림 1> 연구의 이론적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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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선행연구 및 가설

 

제1절 관료의 질, 시간과 비용

관료제를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집행하는 행위자로서 관료의 질

(Bureaucratic Quality)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론부에서 논의한 것

처럼 관료의 질은 첫째, 경쟁채용이라는 공개적인 채용방식과 시험

이라는 자격 및 기준의 확보, 둘째, 관료제 진입이후 지속적인 교육

훈련을 통한 업무습득과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이해, 정책에 대한 

이해와 효율적 집행의 요건 확보, 셋째, 변화하는 환경에도 외부로

부터의 부정적 영향에서 독립되어 지속적으로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정책집행을 제공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관료의 질에 따른 효율적 집행의 결과가 서비스 시간과 비용으로 

보는 관점은 기존에 학계에서 행정학계에서 공공서비스의 효율성 

및 성과를 측정할 때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Satisfaction)를 사

용하는 것에 비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개념이 된다. 서비스

를 제공받는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은 각 개인들의 다양한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동안 서비스 시간에 대

한 연구는 행정학계에서 많은 연구가 없는 상황이다. 주로 경영학 

및 경제학의 영역에서 서비스의 대기시간 연구들(Hornik, 1982; 

Whiting & Donthu, 2009; Houston et al., 1998; Davis & 

Heinke, 1998; 정철현, 2008)이 많다. 이들 연구에서 발견되는 공

통점은 서비스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을 서비스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어떻게 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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춰져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서비스 시간의 증가는 서비스 비용의 

증가와 연결될 수 있으며, 증가하는 시간과 비용이 고객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외에 관료의 레드테이

프에 의해서 시간이 지연되거나 진입비용이 증가한다는 연구들

(Djankov, La Porta, Lopez de Silanes, & Shleifer, 2000; 

Djankov, 2009; De Soto, 2000; Dreher & Gassebner, 2013)이 

있으며, 이들 연구에서는 사업인허가와 관련해서 정부의 서비스 시

간을 축소시켜야 각 기업이 감소한 시간만큼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등의 생산적 활동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정부서비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다. 관료의 행위가 레드테이프로 작용하여 시간을 지연시키고 비용

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시장의 자유

로운 활동을 위해서 관료의 역할은 필수적이며, 관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한다면 서비스의 효율성을 증가시켜 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Weber와 Salamon이 주장한 것처럼 경제규제정

책에서 관료의 역할은 다른 정책에 비해서 매우 중요하며, 관료의 

역할에 따라서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논의와도 연결된다.

Weber(1972)가 제시한 이상적 관료제의 특성은 공식화된 절차, 

위계조직, 전문성, 법에 근거한 집행, 표준화(Olson, 2006), 합리적 

집행, 민주성과 책임성(Aucoin, 1997), 규칙, 제도적 통제, 보편성

(Courpasson & Clegg, 2006), 합리적 절차와 평등주의(Waters, 

1993), 명령의 사슬(Meyer, 1995) 등으로 그 특성을 요약할 수 

있다. 관료가 이상적 관료제의 특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통합과 조

화에 기여하고, 예측가능성, 복종과 충성, 공명정대함을 증가 및 유

지할 수 있으며, 제도화된 업무처리절차와 지식의 축적, 변화하는 

정부안에서의 지속성을 유지하여 업무 처리의 정확성과 속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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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함께 물질 및 대인적 비용을 감소시켜서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Olsen, 2006). 이러한 논의에 따르면 관료

가 이상적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면 공공서비스는 가장 효율적/효

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규제정책(서비스)는 민주적, 법적 절차를 따르되 최소화하는 

것이 좋으며, 최적의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를 효율적

으로 운영할 수 있는 행위자인 관료 질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높은 정부의 질이 긍정적인 사회적 산출물(Social 

Outcomes)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그동안의 연구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La Porta et al., 1999; Rothstein & Teorell, 

2008). 관료의 질을 세분화하여 능력기반 채용과 직업의 안정성은 

관료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

인이며, 인사행정의 핵심적인 내용이다(Dahlstrom, Lapuente, & 

Teorell, 2012; Rauch & Evans, 2000). 또한 Dahlstrom, 

Lapuente, & Teorell(2012)은 공공기관 공무원에게 미치는 정치

적 요인의 부정적 행태를 주인-대리인 이론에 입각하여 분석하면

서, 상위관료의 정치적 유인이 서비스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을 분석하였다. 관료의 정책집행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부정적인 정

치적 압력은 경쟁채용과 임기보장을 통해 관료가 안정적인 정책집

행을 저해하여 서비스의 효율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Berman et al., 2010; Frant, 1993). 경쟁채용과 임기보장이 관

료의 전문성과 조직목표에 대한 몰입을 높여서 관료의 산출물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Carpenter, 2001; Gailmard & Patty, 

2013; Gallo & Lewis, 2012)이다.

이러한 선행연구는 이 글에서 정의한 관료의 질 구성요소인 경쟁

채용, 교육훈련, 외부압력으로부터 독립이 전제된다면 관료의 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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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질 것이며, 이렇게 높아진 관료의 질이 서비스 효율성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논의를 형성할 수 있다. 관료의 질이 행정

서비스의 효율화를 가져온다는 이론적 논의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1: 관료의 질이 높을수록 경제규제정책의 시간이 감소할 것

이다.

가설 1-2: 관료의 질이 높을수록 경제규제정책의 비용이 감소할 것

이다.

규제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규제 주체인 정부기관과 

관료이다(최병선, 1999). 하지만 관료가 해당 산업분야에 대해서 

정보와 전문성에서 민간부분에 뒤떨어지는 경우에는 제대로 된 규

제정책을 형성 및 집행할 수 없다. 왜냐하면 부족한 정보와 논리를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민간부분에 의존하여 정책을 형성할 수밖

에 없기 때문이다. 경제규제정책의 목표 중 하나는 시장실패의 보완

인데 이러한 정보비대칭 상황에서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좋은 규제

를 하기는 어렵게 되는 것이며,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인 규제

(Djankov, La Porta, Lopez, & Shleifer, 2001)가 된다. De 

Mesquita & Stephenson(2007)은 이익집단의 포획이론

(Niskansen, 1971; Stigler, 1971)과 함께 관료의 커리어(승진)에 

대한 기대(Eckert, 1981; Heclo, 1988)와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인지적/제도적 편향성(Rachlinski & Farina, 2002; Seidenfeld, 

2002)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러한 부정적 요소들이 있을 경우 관

료는 정책집행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즉, 관료의 질이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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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황에서는 경제규제정책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관료의 질이 높아진다면 더 합리적이고 빠른 판단과 결정

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미시적인 차원에서 보면 규제업무를 담당하

는 일선관료와 시민사이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도 서비스 시간

과 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좋은 규제와 시스템을 만든다고 해

도 이를 집행하는 일선관료의 질적 수준에 따라서 대응과정과 집행

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관료의 질이 낮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부

정적 요인이 개입되어 경제규제정책의 효율성을 낮추거나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관료의 질이 높아져서 어느 

수준에 이르면 이러한 부정적 요인이 해소될 수 있으며, 경제규제정

책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위의 가설 1-1과 1-2에

서 관료의 질이 높아질수록 시간과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는 1차 선

형관계에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관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어

느 수준을 넘어서 높아질 때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

다.

가설 1-3: 관료의 질이 어느 수준을 넘어서 높아질 때 비로소 시간

과 비용이 감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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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규제의 질, 시간과 비용

North(1991)는 국제 무역의 흐름에 있어서 제도적 역할의 중요

성을 언급한 바 있으며, Anderson & Marcouiller(2002)는 제도와 

사법시스템을 통한 상업적 계약의 이행과 정부의 경제 정책의 중요

성을 주장하였다. Ranjan & Lee(2004)는 분쟁조정 규제의 중요성

을 언급하였으며, Jensen & Nordas(2004)는 제도적 질을, 

Freund & Bolaky(2008)는 무역향상을 위해서 좋은 제도의 필요

성을 언급하였다. Clarke(2005)는 정부 정책이 수출성과를 향상시

킬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Iwanow & Kirkpatrick, 2007).

법적 규제에 관한 정부 정책은 무역기관과 기술표준 등의 문제와

도 연관되어 신뢰와 정보의 교환을 발전시킬 수 있어서(Azadegan, 

Napshin, & Oke, 2013), 자국 내의 업체 간의 신뢰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와의 신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Lane, 

1997). 또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는 정부의 규제는 안

정적 재정환경을 만들고, 이러한 체제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

영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 된다(Zhu, Kraemer, & Dedrick, 

2004). 규제의 질이 창의적 가치를 형성한다는 연구(Wiengarten 

et al., 2015), E-Business와 재정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연구(Barney, 1991)도 있다. 

반대로 Aidis(2005)는 규제의 질이 낮은 경우 과도한 규제가 나

타나게 되어 비효율과 연관되며, 나아가 부패와도 연관된다고 주장

하였다. North(1993)은 규제를 구성하는 제도적 차원의 구조와 연

관하여 규제의 질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많은 거래비용이 발생한다

고 주장하였다. 또한 Ciccone & Papaioannou(2007)도 질이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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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기업의 시장 진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결국 경제성장

의 가능성을 낮춘다고 보았다. Djankov et al.(2002)은 과도한 규

제가 더 큰 부패와 비공식적인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구체적인 서비스 특성에 관한 연구는 무역에 있어서 거래비용이 

높아지면 상품의 국제적 흐름에 영향(Obsfeld & Rogoff, 2000; 

Deardorff, 2004)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가 있다. Djankov et 

al.(2006)은 무역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현상이 무역량 자체를 줄

인다고 주장하였으며, Nordas et al.(2006)도 수입/수출의 과정에

서 나타나는 지연현상을 분석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수출/수입을 담당하는 기관의 개혁을 통해 시간 지연을 감소

시켜야 한다는 연구(Francois et al., 2005; Walkenhorst & 

Yasui, 2005; Hertel & Keeney, 2006)가 있다. 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무역량, 수입/수출의 용이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있지만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요인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

았다.

Lavertu & Yackee(2014)는 규제의 부정적 측면을 규제지연

(Regulatory Delay)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 바 있다. 이들은 정책

형성과정에서 규제지연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 과정을 정책형성과

정으로서 행정프로세스의 일부(Stewart & Kringas, 2003)로 보았

다. 이러한 지연을 통제하는 방법으로서 마감기한(Dead Line)을 둘 

수 있는데(Kerwin & Furlong, 1992), 이는 정치적인 방법으로 제

도적 차원의 기제를 형성(Gersen & Posner, 2007)하여 서비스 

완료 기한을 정해둘 수 있을 것이다.34) 하지만 이렇게 외부적으로 

34) Kerwin & Furlong (1992)는 이를 의회에 의한 정치적 강제와 사법

부에 의한 법적 강제로 구분하면서, 정치적 통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

친다고 보았다. 반면 사법부에 의해서도 정부기관의 행위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기한을 정할 수 있다는 논의(Lubbers, 2006)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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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된 기한이 정부조직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

다. Yackee & Yackee(2010)는 두 가지 방법이 모두 정부조직의 

규칙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Carpenter, 

Zucker, & Avorn(2008)도 기한의 설정이 정부 행위의 속도를 빠

르게 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러한 과정은 규제를 형성하는 

과정에 해당하며 규제의 질을 평가하는데 포함되는 요인이다.

Kaufmann, Kraay, & Mastruzzi(2010)는 규제의 질이 국가의 

성장과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국가의 성장과 

발전은 국가 내부 행위자들의 경제활동의 성과가 모여진 결과일 것

이다. 이론적 논의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부가 제공하는 규제 서비스

의 질이 높을 때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OECD는 규제

개혁을 통해서 규제의 질이 높아지면 행정의 효율성이 증가하여 기

업의 생산성 증가와 GDP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DPMS, 

1995). Card & Freeman(2002)도 시장친화적인 규제개혁이 기업

의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 

글은 이 효율성을 시간과 비용으로 보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

하였다.

가설 2-1: 규제의 질이 높을수록 경제규제정책의 시간이 감소할 것

이다.

가설 2-2: 규제의 질이 높을수록 경제규제정책의 비용이 감소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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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질이 높고 범위가 넓을수록 시간과 비용을 감소시키는 결

과는 지속적인 것인가? 시장경제가 발전하고 서비스가 다양해지면

서 이에 대한 규제의 범위와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불

과 10년 전만 해도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의 게임 산업 규제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단순히 게임 산업에 대한 인허가를 넘어서 구체적

으로 아이템의 구매와 판매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규제할 필

요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허핀달-허쉬만지수

(Herfindahl-Hirschman Index)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시

장에서 일부 대규모 사업 등은 시장 집중도가 매우 크며, 이에 대해

서 반독점규제(Antitrust Law)35)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

황이다. 미국 법무부가 독점기업에 대해 규제를 하기 위해서 규제 

조건과 규정에 대한 연구와 함께 보다 강력하고 범위가 넓은 규제

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대부분의 경제선진국에서 

현재진행형이다. 하지만 해당 기업의 반대소송과 항소과정이 이어지

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또한 특허와 관

련하여 애플과 삼성전자의 법률공방은 각국 정부의 특허에 대한 관

점과 법률에 따라서 다른 판결이 나오기도 한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는 빨

리 개혁을 하여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 형평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도

록 해야 할 것이다(최병선, 2001). 하지만 변화하는 시장상황보다 

규제가 선도적 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문제가 생기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처방적 차원의 규제가 형성되기 쉽기 때문이

35) 미국의 경우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사 등에 대해서 반독점 소송을 진

행했으며, 2004~2013년까지 총 11건에 대해서 모두 정부가 승소를 

했다.(중앙일보뉴욕, 2014년 9월 11일자)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280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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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못한 규제가 경제규제정책의 효율

성을 오히려 낮출 수도 있다. 

이처럼 시장경제의 복잡성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규제도 고

도화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규제에 의한 시간과 비용의 소요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즉, 규제가 시장의 복잡성이 낮아서 범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에서는 규제가 시간과 비용을 단축시키는 역

할을 하지만 어느 수준이 되면 규제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시간을 

증가시킬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논의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3: 규제의 질이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시간과 비용이 증가

할 것이다.

제3절 전자정부의 질, 시간과 비용

선행연구에서 전자정부(E-Government)는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

스가 신뢰와 책임성과 연관된다는 연구가 많다. Wong & 

Welch(2004)는 웹사이트의 개방성의 증가가 정부의 책임성을 증

가시킨다고 보았으며, Welch, Hinnant, & Moon(2005)은 

E-Government가 시민들의 만족도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요인이라고 분석하였다. Tolbert & Mossberger(2006), Parent, 

Vandebeek, & Gemino(2005)도 E-Government가 시민들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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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들 연구들

은 정부서비스의 투명성의 확보가 시민들의 정부신뢰와 연관된다는 

것이다. 

전자정부는 관점에 따라서 전자정부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보는 전

자정부 낙관주의자(Cyber Optimist)와 E자만 들어가도 부정적 반

응을 보이는 전자정부 회의주의자(Cyber Pessimist), 마지막으로 

이 둘 사이에 존재하는 전자정부 현실주의자(Cyber Realist)가 있

다. 낙관주의의 관점에서는 전자정부의 효과성에 집중하여 전자정부 

모형의 성립기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전자정부가 여러 단계를 거

치면서 자연스럽게 성장 및 발전할 것으로 보았다(Hiller & 

Belanger, 2001). 이러한 연구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전자정

부가 정보의 수직적/수평적 통합과 정부와 시민사이의 소통을 확보

하여 민주주의 등의 궁극적 결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ICT와 정보기술의 발전은 문제의 해결과 효과성의 증진, 레드테

이프의 감소와 책임성의 유지(Fountain, 2001; Gore, 1993)와 연

관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특히 정보기술을 활용하면 관료주

의적 문서주의와 형식주의를 줄일 수 있다는 연구(Bozeman & 

Bretschneider, 1986; Moon & Bretschneider, 2002)가 존재한

다. Mahler & Regan(2003)은 조직들이 ICT를 활용한 전자시스템

을 이용할 경우에 보다 효과적인 조직운영이 가능함을 분석하였고, 

조직에 다양한 이익제공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Yang & 

Rho(2007)은 E-Government가 서비스의 접근성(Service 

Accessibility)과 효율성을 증가시킨다고 보았다. 여기서 효율성은 

정부관료가 보다 생산적으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웹사이

트 등을 포함한 전자적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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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vens & Zouridis(2002), Musso, Weare, & Hale(2000)도 정

부가 전자정부에 기반을 두어 서비스를 제공할 때 보다 효과적/효율

적으로 제공된다고 주장하였다.

Papadomichelaki & Mentzas(2009)는 전자정부 서비스의 질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사용의 편리성(검색, 개인맞춤, 기술적 효율성)

과 신뢰성(신뢰, 보안), 기능성, 타당성, 정보의 내용, 시민의 상호

작용을 중요 요인으로 보았다. Ho(2002)는 중앙정부와 시민사이의 

관계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Paradigm Shift)로 보았고, Seifert 

& Peterson(2002)은 시민의 참여와 접근성의 증대와 기술에 의한 

민주주의의 통합 모형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Thomas & 

Streib(2003)은 정부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 향상으로 보았으며, 시

민과 정부 사이의 관계 증진, 시민참여의 새로운 형태와 민주주의 

절차의 향상(Forcella, 2006)으로 보기도 하였다. Bekkers & 

Homburg(2007)은 접근성의 향상, 투명성, 효과성,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가능하다고 보기도 하였으며, 정부 투명성의 개선(Bolivar, 

Perez, & Hernandez, 2007), 정부신뢰의 향상(OECD, 2003)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보았다. Welch, Hinnant, & Moon(2005)은 시민

들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효율성 향

상에 있음을 주장하였다. Brynjolfddon & Hitt(2000)는 IT시스템

의 특성고려, 관련 행위자, 업무처리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

로 정부의 IT 서비스가 효율성을 증가시킨다고 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형성된 전자정부는 

시민들의 정보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요구

와 기대를 참여를 통해 반영시킬 수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서 정부

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증대되고 나아가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

를 증진시킬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시민과 정부의 관계를 새롭게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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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할 수 있으며, 각 정부 기관의 협력과 함께 새로운 책임성을 확보

하여 전자정부를 통해 제공되는 E-Service의 거래비용을 감소

(Garson, 2004)시켜 서비스의 효율성을 증가 시킬 수 있다.

하지만 전자정부의 효과에 대해서는 상술한 낙관주의자들의 기대

에 부응하는 연구결과도 있고, 회의주의자들의 주장을 지지하는 연

구결과도 혼재하는 상황이다. Coursey & Norris(2008)는 미국의 

지방정부에 대한 조사에서 이용률이 적고, 제한적인 상호작용 효과

가 있다고 보았다. 전자정부의 환경적 요인에 따라서 전자정부의 효

과는 달라진다는 주장이 세계의 각 지역별로 연구(Kampen, 

Snijkers, & Bouckaert, 2005; McLoughlin & Cornford, 2006; 

Dunleavy et al., 2008)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발 나아가 전자

정부의 서비스 집행을 실망스러운 시선(Bekkers & Homberg, 

2007)으로 보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회의주의자의 주장과 반대되는 연구도 많은 상황이

다. 시스템의 변화를 바탕으로 정부시스템의 개혁과 장기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Ho, 2002; Torres, Pina, & Royo, 2005)가 

대표적이다. 전자정부 현실주의자에 가까운 O’Neill(2009)은 전자

정부의 변혁적 변화는 거버넌스 차원의 급진적 변화와 시스템 차원

의 변화가 병행될 때 가능하다고 보았다. 또한 조직차원의 다이내믹

스(Dynamics)의 변화와 시민과 정부의 동반 변화, 시민중심의 정

부 등의 제반 여건이 함께 발전해야 함을 주장한 연구(Dunleavy 

et al., 2005)도 존재한다. West(2005)는 전자정부가 급진적 변화

와 결과에 대한 기대보다는 점진적으로 안전한 과정을 거쳐 궁극적 

변혁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논의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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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1: 전자정부의 질이 높을수록 경제규제정책의 시간이 감소

할 것이다.

가설 3-2: 전자정부의 질이 높을수록 경제규제정책의 비용이 감소

할 것이다.

전자정부의 시간과 비용의 감소 효과는 지속적인 것일까? 전자정

부를 구성하는 3대 요소인 인프라의 구축, 온라인 서비스의 준비 및 

제공, 온라인 참여 수준(UN, 2013)이 높아지면서 추가적 소요시간

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컴퓨터, 전화/팩스, 인터넷 망 등의 기본 

인프라의 구축이 첫 번째로 필요하며, 이러한 인프라가 구축되었을 

때 정부서비스의 온라인화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러 참여자

들이 전자정부 서비스에 참여하면서 민원 건수가 증가하여 이를 처

리하는데 시간이 늘어날 수 있으며, 참여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

하여 조정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도 있다(유홍림․윤상오, 2005). 

이러한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관련법과 제도를 형성하는 과정 등에

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논의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3: 전자정부의 질이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시간과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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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분석의 확장

1. 규제유형, 시간과 비용의 차이

이 글의 분석대상인 사업인허가와 수입, 수출은 차이가 존재한다. 

표 1에서 세 가지 유형의 정의와 목적, 시계, 비용, 절차, 주체에 대

한 논의를 한 것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업인허가

와 수입/수출로 특성을 분류할 수 있다. 사업인허가는 민간사업자가 

공식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이 과

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효율성을 측정하는 척도가 되었다. 

수입/수출은 외국물품을 국내에 반입 혹은 외국에 반출하는 것으로 

수입/수출 컨테이너를 배를 통해서 보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

과 비용이다. OECD 국가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업인허가, 수입/

수출의 평균 시계는 10일 내외로 모두 단기규제정책의 특성이 잘 

나타나있다. 하지만 비용은 큰 차이가 난다. 사업인허가 비용은 평

균 4.1달러로 매우 적었지만 수입/수출 비용은 각각 1058달러, 

1098달러에 달했다. 또한 두 서비스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의 차이도 

존재한다. 사업인허가는 관할 시, 군, 구 단위에서 담당하는 것에 비

해서, 수입과 수출은 관세를 담당하는 중앙 부처에 주로 있다는 점

에서 차이가 있다.

사업인허가, 수입, 수출의 시간과 비용은 모두 정부에 의해서 결

정되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사업인허가와 수

입/수출은 그 서비스의 특성에 차이가 있다. 사업인허가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의 승인이 필요하며, 이 연구에서 측정

한 시간과 비용도 서류를 준비해서 정부기관에 접수를 시작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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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것을 측정한 것으로 발생 시간과 비용은 정부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 수입과 수출도 정부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수입/수

출을 위한 문서 처리 및 검토 후 인허가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이외에 조사비가 추가로 포함된다. 이러한 조사비는 사람에 의

해서 직접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사업인허가와 다른 부분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인허가와 수입/수

출의 서비스 특성 자체의 차이이다. 사업인허가에 비해 수입과 수출

의 경우에 조사시간과 조사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점이다. 따라

서 사업인허가와 수입/수출에 대한 관료, 규제, 전자정부의 영향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논의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

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사업인허가 서비스가 수입/수출 서비스에 비해서 관료, 규

제, 전자정부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다.

2. 경로의존성

제도화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어떤 행위에 대해서 사회

의 구성원이 유사한 의미를 부여하는 현상”(Zucker, 1977)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다양한 사회의 주체들이 개인의 주관적 인식을 넘

어 사회적으로 공유되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

회 구성원들은 동질성을 갖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집단사고와 조직

적 기억이 약화되어 사회적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탈제도화와 집단

기억의 강화로 나타나는 재제도화로 연결된다(임도빈․정지수․신혜영, 

2010). 특히 비공식적인 규칙과 관행이 강한 개발도상국에서는 탈



- 87 -

제도화가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Riggs, 1964). 이는 경로의존

성(Path Dependence)의 개념과도 연관이 있다. 경로의존성은 제도

나 문화, 과학기술 등의 요인이 사회적으로 한번 형성되면 그 패러

다임(Paradigm)을 유지하는 특성을 말한다(Kuhn, 2012). 이는 정

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 범위, 질적 수준 등이 큰 틀의 획기적 변화

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전의 인식과 제도 등의 특성이 현재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의와도 연결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반영하여 통계적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이 시차변수(Lag 

Variable)의 활용이다. 통계적으로는 이전 상황의 관료, 규제, 전자

정부가 현재의 관료, 규제, 전자정부에 영향을 미쳐서 경제규제정책

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가 된다. 이는 이론적으로 이전 

상황의 관료, 규제, 전자정부는 올해의 경제규제정책에 직접적 영향

을 미치지 않지만, 올해의 관료, 규제, 전자정부에는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올해의 관료, 규제, 전자정부에 내생

변수(Endogenous Variables)가 이전 시기의 관료, 규제, 전자정부

가 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고려하여 도구변수 추정법을 활용하여 

변수의 내생성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이전 시기

를 작년으로 보고 현재를 올해로 보았다. 이 같은 논의에 따라서 다음

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5: 관료, 규제, 전자정부가 경제규제정책의 시간과 비용에 미

치는 영향은 작년의 관료, 규제, 전자정부의 질로부터 영향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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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료, 규제, 전자정부의 상호작용

관료, 규제, 전자정부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 먼저 규제

와 관료의 관계이다. 규제와 규제개혁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정부기관과 관료이며, 규제정책의 집행과 시장에 

대한 파급력의 주체가 된다(최병선, 1999). 좋은 규제와 시스템을 

만든다고 해도 이를 집행하는 일선관료의 대응과 집행과정에 따라

서 규제의 성과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관료의 수준이 높

아도 좋은 규제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규제의 효율성은 낮아질 

수 있다. 많은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규제개혁과 규제완화 정책

은 관료의 재량과 권한을 줄이고 관료의 이익을 줄이는 방향으로 

연관(Kaufmann, 1976)되어 있다.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서 경제규제정책은 관료의 영향력이 

매우 강하다(Salamon, 2002). 사기업의 행위와 관련한 이 정책은 

법에 근거하여 개별 사업주체의 활동을 제약하게 된다. 관료가 해당 

산업분야에 대해서 정보와 전문성이 뛰어나서 제대로 규제집행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경제규제정책의 효율성은 보다 증가할 수 있

을 것이다. 하지만 규제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관료가 규제집행과정

에서 고려해야 할 요인들을 증가시켜서 시간과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즉, 관료의 질이 높아서 시간과 비용을 감소시키더라도 규제

가 영향을 미쳐서 시간과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논의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6-1: 규제의 질이 증가할수록 관료의 질이 경제규제정책에 

미치는 효율성을 감소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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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와 규제는 전자정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Wiengarten 

et al.(2015)은 정부에 의해서 결정되는 지불보안방식, 관련 법규, 

규제와 이를 집행하는 관료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

다. 정부는 소비자를 사기 등의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보안시스템을 

점검하며, 거래 계약 이행 감시 등을 통해서 e-business의 신뢰를 

확보하도록 도울 수도 있다(Kaynak, Tatoglu, & Kula, 2005). 정

부의 전자서비스 제공의 과정과 방법은 관료가 시민들의 요구를 얼

마나 잘 반영했는가를 통해서 나타나며,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시민들이 인터넷 상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빠른 속도로 

하더라도 정보를 구성하고 제공하는 주체는 관료이므로, 관료의 질

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전자정부 시스템을 활용해서 업

무처리 과정을 공식화(Pandey, 2006)하는 것은 관료의 제대로 된 

역할과 좋은 규제인 것이다. 이 같은 논의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

을 설정하였다.

가설 6-2: 관료의 질이 높아질수록 전자정부가 경제규제정책에 

미치는 효율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4. 절차에 대한 관료, 규제, 전자정부의 영향

레드테이프는 관료제의 부정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것으로 1990년

대 이후 관료제의 비효율성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개념이다. 관료제

에 대한 혁신과 행정의 단순화(Administration Simplication)에 대

한 지속적인 논의(OECD, 2006)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레드

테이프는 17세기 영국에서 정부문서를 붉은 끈에 묶어서 보관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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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에서 유래하였으며, 현재는 관료제의 비효율성, 문서주의, 과잉

규제, 지체, 경직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안병철, 

2009). 레드테이프의 정의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조직

차원의 규칙과 절차(Chandler & Planno, 1982: 216), 이에 따른 

불필요한 규정과 절차(Bozeman, 1999), 지나친 제약과 경직성(김

병섭, 1996) 등으로 구분된다. 레드테이프는 불필요한 절차와 과정

을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서비스의 효율성을 낮추게 된다. 

Aidis(2005)는 규제의 질이 낮은 경우 과도한 규제가 나타나게 되

어 비효율과 연관된다고 보았다. Djankov et al.(2002)도 과도한 

규제가 규제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이렇게 

규제가 부정적일 경우에 규제지연(Regulatory Delay)이 나타날 수 

있다(Lavertu & Yackee, 2014). 하지만 규제의 질이 높다면 이러

한 절차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논의에 따라

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7-1: 절차가 미치는 시간과 비용증가를 규제의 질이 낮출 

것이다.

전자정부에 의한 효과도 가능하다. Mahler & Regan(2003)은 조

직들이 ICT를 활용한 전자시스템을 이용할 경우에 보다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서비스제공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Yang & Rho(2007)

도 E-Government가 서비스의 접근성(Service Accessibility)과 

효율성을 증가시킨다고 보았다. Bovens & Zouridis(2002), 

Musso, Weare, & Hale(2000)도 정부가 전자정부에 기반을 두어 

서비스를 제공할 때 보다 효과적/효율적으로 제공된다고 주장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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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들의 논의에서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점은 전자정부의 도입을 

통해서 기존의 행정처리 방식과 절차 등을 간소화하여 효율성을 증

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논의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

을 설정하였다.

가설 7-2: 절차가 미치는 시간과 비용증가를 전자정부의 질이 낮

출 것이다.

상술한 가설들을 바탕으로 한 이 연구의 기본 분석틀은 다음의 그

림 2와 같다.36)

<그림 2> 연구의 기본 분석틀

36) 이 분석틀은 핵심변수의 주요 분석에 대한 것만을 표현했다. 분석의 

확장에 해당하는 상호작용, 경로의존(시차 도구분석), 절차에 관한 모형

은 표현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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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변수 및 데이터

제1절 독립변수

1. 관료의 질

관료의 질(Bureaucratic Quality)은 보통 제도적 질(Institutional 

Quality)의 측정요소 중 하나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이유

는 민주주의와 독재의 관계에 연관되는 개념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과 승진의 개념으로 책임성을 측정했기 때문이다(Beetham, 

1994: 37; Saward, 1994: 17). 그렇다면 언제 관료의 질이 좋다

고 할 수 있을까? 이론적 논의에 서술한 것처럼 Weber의 이상향

(Ideal Type Model)에 부합해야 하는 경우가 그에 해당할 것이다. 

Rauch & Evans(1999, 2000)도 관료가 베버의 개념에 부합하는 

경우 경제발전에 기여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료의 이상향을 위해서는 

능력에 기반을 둔 경쟁채용과 급여체계와 함께 안정적 정책집행의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개념과 연관된 관료의 질과 관련한 개념은 

PRS(Bureaucratic Quality), EIU(Quality of Bureaucracy), 

World Bank KKZ(Government Effectiveness; Kaufmann & 

Kraay, 2002: 6), CPIA(Quality of Public Administration) 등이 

있다.37) 이 글에서는 PRS, EIU의 개념을 활용하고자 한다.38)

37) 이 밖에도 WEF(Public Institutions Index), IMD(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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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PRS의 데이터이다. International 

Country Risk Guide(ICRG)에서 PRS(Political Risk Service)의 

하위지표 중의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관료의 질 개념으로 각 

국가의 국가전문가에 의해서 1-4점으로 측정된다. PRS의 하위요소

들과 점수(총 100점)는 다음과 같다. 정부안정성(Government 

Stability: 12), 사회경제적 조건(Socioeconomic Conditions: 12), 

투자 프로파일(Investment Profile: 12), 내부갈등(Internal 

Conflict: 12), 외부갈등(External Conflict: 12), 부패(Corruption: 

6), 정치에 군부의 영향(Military in Politics: 6), 종교적 긴장

(Religious Tensions: 6), 법과 규칙(Law and Order: 6), 인종적 

긴장(Ethnic Tensions: 6), 민주적 책임성(Democratic 

Accountability: 6), 관료의 질(Bureaucracy Quality: 4)로 구성되

어 있으며, 이 글에서는 관료의 질 항목만을 따로 추출해서 사용하

고자 한다. 

관료의 질은 그 개념적 특성을 고려할 때 관료들이 외부의 급격한 

변화 즉, 정부 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변화 혹은 충격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즉, 관료들은 정치적 

압력(부정적 의미)으로부터 어느 정도 전문적 자율성을 가지고 있

어야 하며, 관료채용과 교육에 대한 체계화가 필요하다(Howell, 

Efficiency), ECB(Public Sector Efficiency Administration), 

BI(Bureaucratic efficiency)가 있다.
38) World Bank의 정부효과성(Government Effectiveness)도 관료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개념의 정의가 “정부서비스의 질, 정치적 압

력으로부터 독립적인 행정서비스를 지속하는가의 여부, 정책형성과 집

행의 질, 이러한 정책에 대한 정부의 약속에 대한 신뢰정도”를 평가한 

것(Kaufmann et al. 1999, 2007)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부지표에서 

시민들의 세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의 개념 등이 포함되어 이 글의 정

의와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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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즉, 관료의 채용에서 공정하고 경쟁적일 필요가 있으며, 선

발 이후 교육훈련도 지속되어야 한다. 또한 정책형성과 평상시의 행

정기능이 외부의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거나 결핍되어 제대로 된 행

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는 관료의 질이 높다고 할 수 없다.  

관료는 정부의 변화(정권교체)시에 정책의 급격한 수정에 따른 층

격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한다. 즉, 정부의 근본적 목적인 공공서비

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정부의 변화 시에 나타날 수 있는 공백을 최

소화하고 새로운 정부의 정책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

도록 하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관료가 정치적인 압력에서 

자율성(Autonomy)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관료들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고 

경쟁을 통해 채용되었기 때문이다. 정부조직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내/외부의 환경변화와 정부의 변화, 조직 효율성의 증대를 

위한 교육훈련은 경쟁채용과 함께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필수적

인 요소가 된다(Howell, 2001).

PRS는 1992년부터 시작하여 2001년에 ICRG 홈페이지에 PRS

로 공개되었으며, 유료데이터이다. 데이터는 1998부터 2013까지 

총 16년, 140개 국가에 대한 자료가 축적되어 있다.39) 데이터는 

각 항목에 대한 국가데이터, 정부자료(정부관리자)를 바탕으로 0-4

점으로 평가되었으며, 경쟁채용여부, 교육훈련여부, 정책집행의 안정

성의 지표를 각각 합산한 후에 표준화하여 0-1 사이의 지표로 구

성되어 있다.

두 번째는 Economist Intelligence Unit (EIU)의  Quality of 

Bureaucracy 지표로서 전문가 서베이에 기반하고 있다. EIU는 사

39) 연구주체는 미국 시라큐스대학(Syracuse University)이며, 책임자는 

시라큐스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은 Llewellyn D. Howell 박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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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환경(Business Environment)에 초점을 두고 정치환경, 거시경제

환경, 시장의 기회, 자유경쟁정책, 외부투자, 무역, 세금, 재정, 노동

시장, 인프라로 지표가 구성되어 있다. GDP 등의 경성자료(Hard 

Data)와 서베이를 바탕에 둔 연성자료(Soft Data)가 데이터 측정의 

가능성과 유용성에 기반하여 측정되었다. 서베이 자료의 경우는 

1~5점의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구성단위의 하위지표

들의 값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1-10점으로 환산되었다.40) 이 중에

서 관료의 질에 대한 하위항목만을 추출하였다. EIU의 관료의 질은 

“관료의 질과 정부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능력, 레드테이프의 정

도”를 전문가 서베이를 바탕으로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최종 

값은 0-1까지의 점수로 표준화되었다. 이 지표는 정부 관료들의 능

력과 전문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막스베버가 이야기한 관료

의 능력과 전문성, 행정서비스의 지속적 집행이라는 관료제의 기본 

논의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2004년부터 

2014년까지의 데이터를 사용할 것이다. 이상 PRS와 EIU의 관료의 

40) 경성자료와 연성자료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CIA의 World 

Factbook, EIU의 Country Risk Service, Country finance, Country 

Commerce, Encyclopaedia Britannica의 Annual Yearbook, 

Freedom House의 Annual Survey of Political Rights and Civil 

Liberties, Heritage Foundation의 Index of Economic Freedom, 

IMF의 Annual Report on Foreign Exchange Restrictions,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의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의  

International Labour Statistics Yearbook, UN Development 

Programme의 Human Development Report, Monthly Bulletin of 

Statistics, Energy Statistics Yearbook,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의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World Bank의 World Development Report, Indicators and 

Doing Business, World Economic Forum의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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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에 대한 측정지표를 각각 표준화하여 합산한 후 Z-Score로 변환

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2. 규제의 질

규제의 질(Regulatory Quality)은 정부가 적절한 정책과 규제를 

형성하고 집행하며, 민간영역의 발전을 허용 및 촉진할 수 있는 능

력(Kaufmann et al., 2009)으로 정의된다. 이 글의 이론부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민간영역의 사업의 시작과 관련한 서비스는 민간

영역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관련된다. 이 과정에서 정책과 

규제의 질은 서비스의 절차, 시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이다. 

하지만 규제의 질의 하위요소에는 규제의 질을 측정하는 것도 있지

만 규제의 범위와 복잡성을 측정하는 요소들이 더 많다. 규제의 질

을 구성하는 하위요소는 다음과 같다. EIU의 불공평한 경쟁, 가격

조정, 관세차별, 과잉보호, 세금차별, GCS의 정부규제의 부담, 세금

의 범위와 효과, 무역장벽의 보편성, 지방 경쟁의 강도, 새로운 사업

을 시작하는데 용이성, 반독점규제, HER의 투자자유, 재정자유, 

IPD의 지방법에 근거한 비즈니스 시작의 용이성, 가격공유, 새로운 

경쟁기업의 진입용이성, PRS의 투자지표, WMO의 세금의 효과성과 

관련법의 적절성이다.

데이터는 각 항목에 대한 국가 수준 데이터(Economist 

Intelligence Unit Riskwire & Democracy Index, World 

Economic Forum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Heritage 

Foundation Index of Economic Freedom, Institutional Profiles 

Database 등)를 표준화 점수로 전환한 것이다. World Bank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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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Wide Governance Indicator에 포함되어 있으며, 1996년부

터 World Bank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다. 2012년까지 총 17개년

도 140개 국가에 대한 데이터가 누적되어 있다.41)

3. 전자정부의 질

전자정부의 질을 측정할 지표로는 UN이 지난 2001년부터 발표

해온 E-Government 지표를 사용할 것이다. UN은 이 지표를 다음

의 네 가지 원칙에 따라서 전문가 서베이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첫

째, 전자정부를 정부가 모두에게 빈곤, 환경보호, 경제적 기회, 정부

와 사회의 연관성 등의 이슈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도구(tool)로 본

다. 둘째, 각 국가가 E-Government의 지속성에 기반을 두어 웹 

서비스의 발전뿐만 아니라 인프라와 인적자원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시민에 대한 사회경제적 그리고 환경적 서비스를 참여

와 사회적 연관성을 함께 고려한다. 넷째, 궁극적으로 전자정부의 

혜택을 시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United Nations, 

2014).

이상의 원칙을 바탕으로 E-Government 지표는 크게 세 가지 하

위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OSI(Online Service Index)로 온라

인 서비스의 범위와 질을 측정한 것이다. 둘째, 

TII(Telelcommunication Infrastructure Index)로 텔레커뮤니케이

션의 기반시설의 발전수준을 측정한 것이다. 셋째, EPI 

(E-Participation Index)로 시민들이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의견제

41) 연구의 주체는 Brookings Institute의 Kaufmann, D. 박사, World 

Bank의 Kraay, A. 박사와 Mastruzzi, M. 박사이다.



- 98 -

시와 요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시민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뤄

지는가의 여부를 측정한 것이다. E-Government 지표는 이상의 3

개 지표를 표준화하여 합산한 지표를 사용한다.42)

제2절 종속변수(시간과 비용)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지표는 정부의 민간부분에 대한 

경제규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 지표는 Djankov, Porta, 

Lopez de Silanes, & Shleifer(2000)의 연구에 기반을 두어 

World Bank에서 2003년에 시작하여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Doing Business 지표는 민간 기업에 대한 규제와 관련되는 것으로 

총 189개국에서 25,000명 이상의 지역전문가(정부공무원, 법률전

문가, 규제전문가, 법조인, 비즈니스 컨설턴트, 회계사)가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기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World Bank(Doing Business)에서 2003년부터 

189개국에서 서비스에 걸리는 시간(일)과 비용을 조사한 데이터를 

사용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민간부분에서 비지니스를 시작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절차, 비용이 모잠비크의 경우는 149일, 16개 절

차, $256의 비용이 소모되지만, 캐나다의 경우는 2일, 2개 절차, 

$280의 비용이 소모된다.

World Bank의 Doing Business는 2003년부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03년부터 World Bank 홈페이지에 공개되었으며, 

42) 이상의 3개 지표의 요인분석 결과 요인 값이 0.89로 한 요인으로 분

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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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89개국에 걸쳐서 누적되어있다.43) 데이터는 각 항목에 대한 

국가별로 기준에 맞는 기업에 대한 사례연구로 진행되었다. 기업선

정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경제전문가에 대한 서베이로서 자신

이 기업을 운영한 실제적인 경험이 있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선정회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100% 국내 그리고 개인이 

소유한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LLC)일 것, 둘

째, 공장을 짓거나 건설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하고 보증 받

을 것, 셋째, 일반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세금, 보험 등을 

이미 납부할 것, 넷째, 법적문제가 없는 5명의 소유인이 있을 것, 

다섯째, 국가로부터 건설 허가와 승인을 획득한 60명의 건설자와 

기타 직원이 있을 것, 여섯째, 공인 건설자격증이 있는 최소한 1명

의 직원이 있을 것, 일곱째, 공장건설부지로 10,000(Square Feet)

가 있고, 회사에 의해서 소유된 등록된 부지일 것, 여덟째, 도로접근

성을 보유한 지역에 있을 것, 아홉째, 특별경제/산업구역에 위치하

지 않을 것, 열째, 지상 2층, 총면적 14,000(Square Feet)이고, 각 

층은 9(Feet) 높이이고, 안전한 물품을 저장할 수 있을 것, 이상 

10가지 기준이다.44)

예를 들어 사업 인허가의 경우 절차는 기업가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요구되는 절차의 수, 시간은 기업가가 사업(산업 혹은 상업)과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절차를 마치는데 소요되는 시

간(일), 비용은 기업가가 사업(산업 혹은 상업)과 관련해서 공식적

으로 요구되는 모든 절차를 마치는데 소요되는 비용(소득대비 비용

43)  연구의 주체는 World Bank의 Djankov 박사, Harvard 대학교의 La 

Porta교수와 Shleifer, A 교수, Yale 대학의 Lopez de Silanes, F 교

수로 구성되어 있다.
44) http://www.doingbusiness.org/methodology

http://www.doingbusiness.org/method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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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율)을 나타낸다(Djankov et al., 2002; Botero et al., 2004; 

Djankov et al., 2003). 최종적으로 소요시간은 사업 인허가, 수입, 

수출의 3개 서비스를 분석대상으로 결정하였고, 소요비용은 비즈니

스 인허가, 수입, 수출의 3개 서비스를 분석대상으로 결정하였다.

출처: Djankov et al.(2002), Botero et al.(2004), Djankov et 

al.(2003)에 근거하여 형성된 Doing Business 데이터 설명자료.

제3절 정부내부, 제도적, 경제적 요인

1. 정부내부 요인

1) 절차

이 글의 종속변수는 경제규제정책(서비스)로 절차가 최소화되는 

것이 정책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다. 하지만 레드테이프에 해당하

경제규제정책 시간, 비용

사업 인허가
시간: Time (days)

비용: Cost (% of income per capita)

무역

수출
시간: Time to Export (days)

비용: Cost to Export (US$ per container)

수입
시간: Time to Import (days)

비용: Cost to Import (US$ per container)

<표 3> 경제규제정책의 시간과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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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절차가 많다면 서비스 시간을 길게 할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

도 레드테이프는 관료적 효율성(Bureaucratic Efficiency)의 지표

(BI: Business International)에 포함되어 효율성을 낮추는 개념으

로 사용되었다. 레드테이프는 1990년대 이후 관료제의 비효율성, 

문서주의, 과잉규제, 지체, 경직성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개념으로, 

관료제에 대한 혁신과 행정의 단순화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에 영향

을 미치고 있다(안병철, 2009). 레드테이프의 정의와 관련하여 선

행연구를 종합하면, 조직차원의 규칙과 절차(Chandler & Planno, 

1982: 216), 이에 따른 불필요한 규정과 절차(Bozeman, 1999), 

지나친 제약과 경직성(김병섭, 1996)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여기서 불필요한 규정, 절차, 제약과 경직성을 변수로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경제규제정책에 한정하면 합리적으로 최소화되는 

것이 좋다. 관료가 전문적이고 합리적이라면 그들이 만들어낸 규제

정책도 합리적일 것이므로 절차는 합리성을 담보한 최소수준이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세계은행(World Bank)의 Doing Business에

서 측정한 경제규제서비스의 절차 수를 측정한 데이터를 사용할 것

이다.

2) 부패

가장 잘 알려진 부패지표는 국제투명성기구와 갤럽의 서베이 지표

이다. 첫째, 국제 투명성 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부

패인식 지표이다. 이는 공공영역에서 사적이익을 위해서 정부기관의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의미한다(Transparency International 

Report, 2014). 서베이 방식으로 진행된 이 지표는 사업가, 위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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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risk analysis), 일반대중에 대해서 민간부분의 이익에 대해서 

공공부분의 권력을 오용하는가를 물어보았으며, 10 (Highly Clean)

부터 0 (Highly Corrupt)까지의 범위로 측정되었다. 둘째, 이와 함

께 갤럽(Gallup World Poll)의 여론조사에서도 정부의 부패에 대한 

통제(Control of Corruption)에 대한 문항이 있다. 정부가 부패를 

통제하기 위해서 제도적/정책적으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에 대한 

설문을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것45)이다. 하지만 이들 지표는 시

민들의 부패에 대한 민감도에 따라서 주관적 평가가 이뤄지는 것으

로 측정의 한계가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정부 엘리트 및 개인의 

이해관계로 인해 정부가 포획당하는 것과 같은 부패행위, 사적이익

을 위해서 공권력을 사용하는 행위 등’(Kaufmann, Kraay, & 

Mastruzzi, 2010)에 대한 정부의 통제정도를 사용하고자 한다. 

EIU의 관료들의 부패에 대한 전문가 서베이를 사용할 것이다. 관료

들의 부패정도가 얼마나 높거나 낮은지에 대한 5점 척도로 구성되

어 있으며, 0-1의 값으로 표준화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2. 제도적 요인

1) 법의 지배

다음은 법의 지배(Rule of Law)46)이다. 관료는 법에 근거하여 

권위를 얻음과 동시에 법에 의한 집행이라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45) 갤럽 시민조사에서는 정부의 부패에 대한 통제지표 이외에도 사법부 

시스템에 대한 신뢰, 정당한 선거에 대한 신뢰, 경찰력에 대한 신뢰가 

포함되어 있다.
46) 법의 지배(Rule of Law)는 세계은행(World Bank)의 자료를 활용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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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지배(Rule of Law)는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사회에 대한 

법의 권위와 영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인과 제도적 행위 전반

에 적용될 때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동일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이 연구에 적용해보면 관료들이 여러 사업 

주체에게 특혜 혹은 불이익을 주지 않고 모두 공정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료가 부패

하거나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모두에게 동일하게 제

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법의 지배는 법 앞에 공정함을 의미하

는 범죄, 사법절차, 계약, 사적재산보호, 경찰 등의 요소들을 포함한

다.

법의 지배라는 원리에 따라서 경제규제정책을 집행할 경우에 이 

원리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와 근거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

서 소요되는 필요시간은 정책의 질을 확보하고, 근본원리인 공정한 

법의 적용이라는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서비스 시간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법의 지배(Rule of Law)는 각 행

위주체가 사회의 규칙과 계약, 재산권, 경찰, 사법시스템, 범죄와 폭

력 등이 사회의 규칙에 의해 행동할 것이라는 신뢰에 대한 인식정

도(Howell, 2001)로 정의될 수 있다. PRS의 자료는 0-1까지의 

표준화 지표로 사용할 것이다.

2)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변수에 대해서는 Polity IV의 제도적 민주주

의와 제도적 권위주의 지표를 사용할 것이다. Marshall & 

Jaggers(2011)는 민주주의를 세 가지 필수적이고 독립적인 요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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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첫째, 대안적 정책과 리더에 대한 선호를 효

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제도와 절차의 존재이다. 둘째, 행정부의 

권한 행사에 대한 제도적 제약의 존재이다. 셋째, 일상생활과 정치

참여에 있어서 시민들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다. 이 외의 다른 요

소는 다원 민주주의, 법의 지배, 균형과 견제, 언론의 자유 등이다. 

이러한 요인들을 포함하여 0-10점 척도로 민주주의를 평가하였다. 

권위주의 레짐은 공식화된 정치경쟁이나 정치적 자유에 대한 관심

이 결여된 상태를 말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권위주의는 정치참여

를 통한 경쟁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억압한다. 억압의 최상위에

서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은 매우적은 제약 하에서 집행권한을 행사

하는 정치 엘리트 사이에서 선택되는 정형화된 과정이 존재한다. 대

부분의 현대 권위주의는 사회, 정치활동에 대해서 높은 수준의 방향

성을 가지고 있다(Marshall & Jaggers, 2011).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0-10점 척도로 권위주의를 측정하였다.

3) 시민참여

시민참여 변수는 시민들이 정부활동(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를 측정한 WGI 지표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 지표는 표현의 자유, 

참여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을 통해서 시민이 정부의 정책형성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반영시킬 수 있는가의 여부

를 측정한 지표이다. 이 글의 경제규제정책(서비스)에도 영향을 미

쳐서 서비스를 보다 빠르게 혹은 느리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

으로 EIU의 정부공무원의 시민요구에 대한 책임성, 인권, 참여의 

자유, FRH의 시민의 정치적 권리, 시민자유, 언론 자유,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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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S의 정부정책결정의 투명성, 언론자유, GWP의 투명선거에 대한 

확신, IPD의 참여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소수인권

의 존중, 정부정책에 대한 의사소통과 논쟁여부 등의 지표를 종합하

여 만든 지표이다. 세부지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정부 정책

에 시민들의 참여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것이

다. 표준화 점수로 측정하여 Z-Score값으로 환산되었다.

4) 정치적 안정성

정치적 안정성은 폭력과 테러와 같은 정치적 불안정성의 반대적인 

개념으로, 군부갈등, 사회적불안정, 국제적 갈등, 정치적 테러, 내/외

부 갈등 및 종교적 갈등, 폭동, 전쟁 등이 없거나 낮은 상황을 의미

하는 지표이다. 사회적으로 테러와 폭동, 전쟁 등의 위협이 커서 정

치적 안정성이 확보될 수 없는 경우에 정부의 안정적인 정책추진도 

어려우며, 정책단절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시간과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PRS에서 전문가 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위의 내용

을 0-1점의 표준화 점수로 측정한 자료를 사용할 것이다. 

3. 경제적 요인

1) 정부지출, 경제수준, 인구밀도

정부규모에 대한 측정으로서 정부지출은 WDI의 Government 

Expenditure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로그 값을 취하였다. 경제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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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서 GDP는 WDI의 GDP per capita(PPP)

를 사용하였으며, 로그 값을 취하여 사용하였다. 

인구밀도는 WDI가 각 국가에서 가장 큰 도시의 인구밀도를 측정

한 것으로 도시지역의 인구를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0~100%)로 측정한 것이다. 

2) 무역량, 무역자유도, 인적자원

무역량은 WDI가 조사한 실제 각 국가의 한해 무역량을 의미하며, 

무역량 지수의 로그값을 사용할 것이다. 무역자유도는 WDI에서 각 

국가의 무역자유도를 전문가가 평가한 것으로 0-90점으로 평가되

어 있으며, 0-1까지의 표준화 지수로 사용할 것이다. 

인적자원은 UN의 Human Capital Index(HCI)를 사용하였다. 이

는 성인문해율, 기초교육이수율, 기대학업년수, 25세 이상 성인 평

균교육년수의 Z-Score값을 다음과 같이 가중치를 두어 계산한 결

과이다.

    


성인문해율 


기초교육이수율




기대학업년수 


성인평균교육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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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변수와 측정지표, 척도, 출처

변수 측정지표 척도 지표

종속

변수

시간

사업인허가시간

소요일(Days)

Doing 

Business

수입시간

수출시간

비용

사업인허가비용 인허가과정 공식 비용

수입비용 수입/수출과정 공식 
비용(서류비 및 조사비)수출비용

독립변수

관료의 질 대략(-2.5~+2.5) PRS/EIU

규제의 질 대략(-2.5~+2.5) WGI

전자정부의 질 대략(-2.5~+2.5) UN

정부내부

제도적

경제적 

요인

정부내부

요인

절

차

사업인허가 절차 절차의 수(number)
Doing 

Business
수입문서 수

문서의 수(number)
수출문서 수

부패억제 0~1 EIU

제도적

요인

정치적 안정성 0~1 PRS

법의 지배 0~1 PRS

민주주의 0~10
Polity IV

권위주의 0~10

시민참여 대략(-2.5~+2.5) WGI

경제적

요인

정부지출 log(정부지출)

WDI

GDP log(GDP)

인구밀집도 0~100%

무역자유도 0~90

무역량 log(무역량)

인적자원 0~1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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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분석방법 및 모형

이 논문에서 사용할 패널자료는 데이터의 기간이 동일 개체에 대

해서 복수 년도를 대상으로 한 시계열적 자료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여러 개의 단년도의 횡단면 데이터가 결합된 형태라고 할 수 있

다. 패널분석의 기본 모형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는 상수, 는 회귀계수,   는 독립변수,   는 각 개

체별 특성변수, 는 시불변 변수,  는 오차항, 는 각 국가, 는 년

도를 의미한다.

패널자료가 횡단면 자료와 다른 것은 시간 특성이라고 할 수 있으

며, 의 시불변 요인의 통제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다. 

Wooldridge(2012)와 Greene(2012)은 최소자승법(OLS)의 일치

추정량의 조건으로 독립변수와 오차항이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가정

을 설명하였다. 즉,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인 독립변수와 오차항의 연

관성이 없다는        ,        을 만족할 수 있

는 것이다. 여기서 의 가정에 따라서 고정효과(Fixed Effect)와 

확률효과(Random Effect) 분석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내생성의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

는 것이다. 내생성은 측정문제, 관찰 불가 변수, 동시성의 문제로 발

생된다. 여기서 측정의 내적/외적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할 경우에 

문제는 관찰 불가 변수와 동시성의 문제이다. 동시성의 문제는 이론

적으로 설명을 하거나 도구변수 추정법으로 해소할 수 있다. 남은 

하나가 관찰 불가 변수의 문제인 Omitted Variable Bias의 문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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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패널분석을 할 경우에 의 시불변 관찰 불가 변수를 통제하

여 내생성의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을 고려하여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1. 패널고정효과 모형

이 연구는 2003~2014년의 13개년도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최대 

162개 국가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균형패널(Strongly 

Balanaced Panel)을 만들기 위해서 각 변수별로 시간 갭이 있는 

경우를 제거하였다. 횡단면(Cross-Section) 데이터는 특정한 한 

해에 관련한 데이터인 것에 비해서 패널 데이터는 이 횡단면 데이

터를 복수의 해에 걸쳐서 동일한 개체에 대해 데이터를 축적한 것

이다. 각 해에 개체수가 적은 경우 혹은 기간이 짧은 경우, 각 개체

의 특성이 시간에 따라서 독립적인 경우 등에는 패널자료임에도 불

구하고 즉, 올해 a 개체와 내년 a 개체를 각기 다른 개체로 보고 1

개년도로 모든 개체를 붙여서(Pooled)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국가 수준 개체가 최소 10년 정도 패

널로 구성되어 있고, 각 해에 따라서 변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

므로 패널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민인식․최필선(2009)은 패널분석의 장단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

고 있다. 장점으로는 횡단면 데이터가 특정 시점을 분석한다는 점에

서 정적이지만, 패널자료는 동적 관계까지를 분석할 수 있으며, 관

측되지 않은 이질성 요인을 고려하여 분석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반

면 단점으로는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 결측치의 존재, 그룹간의 상

관관계 문제를 제시하였다.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귀분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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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전제인 이질성(Heterogeneity)의 문제, 관찰 불가능한 시불

변 요인의 통제를 통한 Omitted Variable Bias 및 corr(X, e)≠0의 

문제의 해소 등의 장점이 있으므로, 분명히 통계적으로는 횡단면 분

석에 비해서 엄밀한 분석을 할 수 있다. 또한 분석결과의 일반화 및 

외적타당성의 확보도 보다 용이하다.

이 글에서는 패널고정효과모형(Panel Fixed Effect Model)을 적

용하여, 각 국가의 시불변 변수와 각 국가의 특성을 통제하였다. 

Wooldridge(2012)와 Greene(2012)은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

는 각 단위 변수의 특성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

다. 즉, 회귀분석을 하기 위해서 독립변수와 에러텀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기본전제를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확률효과모형

(Random Effect Model)을 함께 고려하였으며, 하우스만 검정

(Hausman Test; Hausman, 1978)을 병행하여 분석을 진행하여 

최종 모형을 선택할 것이다. 하우스만 검정의 기본 아이디어는 확률

효과모형과 고정효과모형의 각 결과값(Estimator)의 차이를 비교하

여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정하는 것이다. 즉, 확률효과모형의 

Estimator 과 고정효과모형의 Estimator 를 비교하여, 귀무가

설을 두 Estimator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설정하고 이의 기

각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만일 귀무가설이 기각될 경우에는 고정

효과모형을 최종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확률효과모형과 고정효과모

형의 차이는 각 국가의 시불변 요인에 대한 통제여부이다. 통계적으

로는 확률효과모형에 각 관측집단의 더미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하우스만 검정의 결과인 영가설에 대한 기각여부에 대한 

P-Value값을 각 결과표의 하단부에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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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모형

분석모형은 크게 두 개로 구분하였다. 종속변수가 각각 서비스 소

요시간과 소요비용이다. 서비스 소요시간은 3개 서비스의 시간과 이

에 따른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서비스 별로 필요한 

절차가 다르므로 각각의 서비스에 맞는 변수를 고려하였다. 또한 관

료의 질 변수도 네 가지 변수를 각각 모형에 추가하여 분석할 것이

다. 서비스 소요비용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서비스에 맞는 비용, 시

간, 절차를 고려하였다. 

모델 1: 소요시간모형

          

       

      

         

           

 = 비즈니스 인허가 소요시간(일)

 = 수입 소요시간(일)

 = 수출 소요시간(일)

 = 관료의 질

 = 규제의 질

 = 전자정부의 질

   = 비즈니스 인허가 절차의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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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 시 필요한 문서의 수(수)

 = 수출 시 필요한 문서의 수(수)

 = 부패인식(높을수록 깨끗)

 = 민주주의

 = 권위주의(높을수록 비권위)

 = 시민의 참여

 = 법의 지배

  = log(GDP) 

 = 인구밀도

 = 무역자유도

 = log(무역량)

 = log(정부지출) 

 = 인적자원

  = 각 국가별 특성변수 

= 각 국가 시불변 변수

= Year 더미변수

 = 에러텀

모델 2: 소요비용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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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니스 인허가 소요비용

 = 수출 소요비용

 = 수입 소요비용

 = 비즈니스 인허가 소요시간(일)

 = 수출 소요시간(일)

 =수입 소요시간(일)

cf. 다른 변수는 소요시간모형과 동일함

모델 3: 비선형모형

     
  

  
 

         

       

      

           

      

 
 =  *   : 관료의 질의 제곱항

 
 =  *   : 규제의 질의 제곱항

 
 =  *   : 전자정부의 질의 제곱항

cf. 다른 변수는 소요시간모형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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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4: 경로의존(시차 도구변수)

    
  

  
  

       

      

        

          

 = 작년의 관료의 질(도구변수)에 의한 현재의 관료의 질의 추정량

 = 작년의 규제의 질(도구변수)에 의한 현재의 규제의 질의 추정량

 = 작년의 전자정부의 질(도구변수)에 의한 현재의 전자정부의 질의 추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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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5: 상호작용모형

          

       

      

        

           

  

 = 관료*규제, 관료*전자정부, 절차*관료, 절차*규제, 절차*전

자정부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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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분석결과

제1절 기초분석

1. 기술통계량

기초통계량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각 변수별로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관측치에 관한 값이며, 관측치에서 대문

자 N은 총 관측치, 소문자 n은 총 국가 수, Year는 평균기간을 의

미한다. 평균기간에서 소수자리가 있는 것은 각 관측치에 결측값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between은 집단 간, within은 집단 내, overall은 전체의 값을 나

타내며, 이 값들 중에서 특히 표준편차의 해석에서 의미가 중요하

다. 패널분석의 기술통계량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값들은 

첫째, 집단 간(between) 편차는 분석 대상 국가 간의 차이며, 둘

째, 집단 내(within) 편차는 한 국가 내에서 주로 시간의 변화에 따

라서 나타나는 편차이며, 셋째, 전체(overall) 편차는 패널자료를 

pooled한 횡단면 자료로서의 편차를 의미한다.

자료를 살펴보면 국가 내에서 나타나는 시간에 따른 편차보다 국

가 간의 편차가 더 큰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국가 사이의 각 

변수에 대한 편차가 큰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서 기술통계량의 상

단에 있는 사업인허가비용, 수입비용, 수출비용의 각 편차 값은 다

음과 같다. 사업인허가비용의 경우 집단 간 편차는 94.78이며,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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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편차는 72.42이다. 수입비용과 수출비용에서 나타나는 두 지표

의 차이는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수입비용의 경우 집단 간 편차는 

1223.20이며, 집단 내 편차는 411.55이다. 수출비용의 경우 집단 

간 편차는 905.90이며, 집단 내 편차는 310.30이다. 

<표 5> 각 변수의 기술통계량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관측치

사업인허가시간 overall 37.3092 53.0061 0.5000 697.0000 N = 2169
　 between 　 49.2417 2.7083 581.3000 n = 192
　 within 　 23.9975 -459.9908  153.0092 Year = 11.296

수입시간 overall 26.6431 19.3287 4.0000 130.0000 N = 1863
　 between 　 19.6166 4.0000 130.0000 n = 192
　 within 　 4.9015 -0.6569 72.7431 Year = 9.703

수출시간 overall 23.5775 15.5124 6.0000 102.0000 N = 1863
　 between 　 15.1067 6.0000 91.0000 n = 192
　 within 　 3.5608 5.0775 62.8775 Year = 9.7031

사업인허가비용 overall 55.2259 114.3130 0.0000 1491.600 N = 1760
　 between 94.6997 0.0666 972.211 n = 185
　 within 64.4453 -536.884 990.485 Year = 9.5135

수입비용 overall 1618.513 1174.9020 317.000 10250.00 N = 1610
　 between 1206.7500 415.1111 9280.00 n = 185
　 within 387.7844 -984.709 6118.51 Year = 8.7027

수출비용 overall 1361.8 907.9915 390.000 8650.00 N = 1610
　 between 892.6953 442.333 5531.77 n = 185
　 within 286.4416 -323.200 5500.68 Year = 8.7027

관료의 질 overall -0.0161 0.9913 -1.7935 2.0580 N =1302
　 between 　 1.0084 -1.7935 2.0580 n = 138
　 within 　 0.1263 -0.7864 0.6097 Year = 9.4347

규제의 질 overall 0.0003 1.0000 -2.6409 2.0411 N = 1981
　 between 　 0.9975 -2.4061 1.9645 n = 201
　 within 　 0.1476 -0.7964 0.8688 T = 9.8557

전자정부의 질 overall 7.48e-17 1.0000 -1.1651 3.2570 N = 1829
　 between 　 0.9525 -1.1546 2.8694 n = 186
　 within 　 0.3245 -1.0829 1.6246 Year = 9.8333

사업인허가절차 overall 8.3157  3.3140  1.0000  19.0000  N = 2157
　 between 　 2.8437 1.4167 18.0000 n = 191
　 within 　 1.7134 0.6491 17.2324 Year = 11.2932

수입 필요문서 overall 7.4703 2.7678 2.0000 21.0000 N = 1863
　 between 　 2.6184 2.0000 17.0000 n = 192
　 within 　 0.9032 4.6703 16.7703 Year = 9.7031

수출 필요문서 overall 6.3181 2.1749 2.0000 15.0000 N = 1863
　 between 　 2.1000 2.0000 12.7000 n = 192
　 within 　 0.5772 3.9181 13.2181 Year = 9.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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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관분석

주요 변수에 대한 표 6의 상관분석결과에서 서비스 시간과 서비

스 비용과 관료의 질, 규제의 질, 전자정부의 질 사이에서 모두 음

부패억제 overall 0.3498 0.3130 0.0000 1.0000 N =2400
　 between 0.3028 0.0000 1.0000 n = 203
　 within 0.0789 0.0790 0.7456 Year = 11.8227

정치적 안정성 overall 0.6525 0.2531 0.0000 1.0000 N =1662
between 0.2488 0.0868 1.0000 n = 139
within 0.0526 0.2288 0.9545 Year= 11.9568

시민의 참여 overall -0.0543 0.9990 -2.2842 1.7679 N =1979
between 0.9993 -2.1934 1.6278 n = 184
within 0.1457 -1.0145 0.7529 Year= 10.7554

법의 지배 overall 0.6172 0.2211 0.0833 1.0000 N = 1662
between 0.2181 0.1250 1.0000 n = 139
within 0.0443 0.2700 0.9992 Year= 11.9568

민주주의 overall 5.4759 3.9396 0.0000 10.0000 N = 1746
　 between 　 3.8058 0.0000 10.0000 n = 161
　 within 　 1.0193 -1.8877 10.1123 Year= 10.8447

권위주의(R) overall 8.2623 2.7849 0.0000 10.0000 N = 1746
　 between 　 2.6617 0.0000 10.0000 n = 161
　 within 　 0.7904 0.3532 13.9895 Year= 10.8447

log_정부지출 overall 23.9020 2.4127 17.4153 30.4637 N = 1845
between 2.3941 17.6698 30.3205 n = 192
within 0.3153 22.2863 24.7783 Year=  9.6093

log_GDP overall 23.7911 2.4281 16.5532 30.4505 N =2372
　 between 　 2.3999 17.0985 30.2666 n = 202
　 within 　 0.4027 22.2800 24.8670 Year = 11.7426

인구밀집도 overall 32.9619 17.6167 3.0189 100.0000 N = 1989
　 between 　 17.5772 3.0436 100.0000 n = 153
　 within 　 1.8035 23.1222 56.6787 Year=  13

무역자유도 overall 71.6172 13.8392 0.0000 90.0000 N = 1910
between 12.2615 0.0000 90.0000 n = 172
within 6.8613 31.5005 99.6354 Year= 11.1047

log_무역량 overall 4.4005 0.5212 -1.1750 6.1275 N = 2107
between 0.6017 -0.8948 5.9650 n = 186
within 0.1374 3.6602 5.1259 Year=  11.328

인적자원 overall 0.7454 0.2240 0.0000 1.0000 N = 1805
between 0.2139 0.0160 0.9933 n = 186
within 0.0882 0.1499 1.3827 Year=  9.7043

참고: N(관측치), n(국가 수), Year(평균기간), between(집단 간), within(집단 내), overall(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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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관성을 나타냈다. 상관분석표로 알 수 있는 또 다른 흥미로운 

사항은 관료의 질, 규제의 질, 전자정부의 질의 음의 상관성이 경제

규제 서비스의 유형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음의 상

관계수가 수입/수출 시간에서 보다 크게 나타났다. 각 서비스별 소

요시간의 상관성은 높게 나타나지 않았다. 각 서비스별로 소요시간

의 상관성이 낮은 것은 각각의 서비스가 가진 특성에 따른 것이라

고 볼 수 있다. 어떤 서비스인가에 따라서 소요시간은 상대적으로 

많이 걸릴 수도 있고, 반대로 적게 걸릴 수도 있을 것이다.

관료의 질, 규제의 질, 전자정부의 질의 경우는 0.8이상의 높은 

상관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 개념은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구분되

는 개념이지만 실제 측정 자료가 구분되는가는 확인이 필요하다. 우

선 여기서는 다중공선성 테스트를 하여 문제여부를 확인하고, 이후 

회귀분석에서는 각 변수들을 단계적으로 모형에 포함 혹은 제거하

면서 회귀계수의 변화와 설명력의 변화를 통해서 문제여부를 확인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다음의 표 7은 주요변수와 기타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표이다. 관료, 규제, 전자정부와 상관계수가 높게 

나타나는 변수들은 부패억제, 정치적 안정성, 법의 지배였다. 이에 

따라서 다중공선성 테스트를 실시하였으며, 모든 값(VIF)이 8을 넘

지 않았으며, 평균 VIF는 4.37로 나타나서 문제가 없었다.47)

47) 각 변수의 VIF값은 다음과 같다. 관료의 질(7.45), 규제의 질(7.82), 

전자정부(4.46), 부패억제(5.10), GDP(3.61), 인구밀도(1.64), 민주주

의(7.90), 권위주의(5.10), 시민참여(2.98), 정치적 안정성(5.07), 법

의지배(3.00), 무역자유도(2.31), 무역량(1.66), 인적자원(2.50)이었

다. GDP와 정부지출의 상관성은 아주 높지만 이론적으로 중요한 변수

이므로 모형에 포함하였다. 주요 선행연구(Alesina & Spolaor, 1997; 

Alesina & Wacziarg, 1998; Nistotskaya & Cingolani, 2015)에서도 

두 변수를 모두 고려하였다. GDP 혹은 정부지출 두 변수 중 어느 하나

만을 포함하거나, 두 개 변수를 모두 포함한 경우에도 핵심변수의 유의

미성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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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주요변수의 상관분석표

사업인허가비용 수입비용 수출비용 사업인허가시간 수입시간 수출시간 관료의 질 규제의 질 전자정부의 질
사업인허가비용 1

수입비용 0.2280* 1
수출비용 0.2206* 0.9336* 1

사업인허가시간 0.2512* 0.0231 0.0222 1
수입시간 0.3686* 0.7204* 0.7331* 0.1418* 1
수출시간 0.3469* 0.6878* 0.7309* 0.1455* 0.9349* 1
관료의 질 -0.4024* -0.4361* -0.3981* -0.2552* -0.6519* -0.5811* 1
규제의 질 -0.3904* -0.3936* -0.3862* -0.2777* -0.6726* -0.6327* 0.8649* 1

전자정부의 질 -0.3703* -0.3152* -0.2754* -0.2643* -0.5402* -0.5289* 0.8010* 0.7763* 1

<표 7> 독립변수의 상관분석표

관료의 질 규제의 질
전자정부의 

질
부패억제 민주주의

권위주의

(R)
시민참여

정치적

안정성
법의지배 GDP 인구밀도 무역자유도 무역량 정부지출 인적자원

관료의 질 1
규제의 질 0.8649* 1

전자정부의 질 0.801* 0.7763* 1
부패억제 0.8509* 0.774* 0.6825* 1
민주주의 0.5545* 0.6362* 0.5249* 0.4571* 1

권위주의(R) 0.264* 0.3653* 0.2491* 0.1834* 0.7646* 1
시민참여 0.6188* 0.5806* 0.3945* 0.6995* 0.4051* 0.0495* 1

정치적안정성 0.7011* 0.7889* 0.6389* 0.6137* 0.7647* 0.5110* 0.6103* 1
법의지배 0.6717* 0.6627* 0.6001* 0.6871* 0.2329* -0.1210* 0.6701* 0.5104* 1

GDP 0.5419* 0.4558* 0.6871* 0.3421* 0.3047* 0.0765* -0.0446* 0.3777* 0.3921* 1
인구밀도 -0.0517* -0.0297 -0.2537* 0.0311 -0.1701* -0.0230 -0.0760* -0.2249* -0.1237* -0.4739* 1

무역자유도 0.5158* 0.6506* 0.5419* 0.4437* 0.4642* 0.3187* 0.3464* 0.5845* 0.3435* 0.4088* -0.0514* 1
무역량 0.1917* 0.2409* 0.0731* 0.2110* -0.0080 -0.0883* 0.3422* 0.188* 0.2508* -0.2223* 0.3491* 0.1543* 1

정부지출 0.5474* 0.4692* 0.6891* 0.3521* 0.3133* 0.0909* -0.0408 0.3779* 0.3937* 0.9987* -0.4714* 0.4063* -0.2247* 1
인적자원 0.5924* 0.518* 0.5635* 0.4790* 0.4155* 0.0991* 0.3632* 0.5616* 0.4485* 0.4413* -0.2785* 0.5182* 0.2204* 0.433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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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모형분석결과

서비스 시간과 서비스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관료의 질, 

규제의 질, 전자정부의 질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먼

저 3가지 서비스 즉, 비즈니스 인허가, 수입, 수출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시차변수, 비선형, 상호작용 분석을 보고할 것이

다.48)

1. 시간에 미치는 영향

1) 전체모형: 시간

아래의 표 8은 주요 변수인 관료의 질, 규제의 질, 전자정부의 질

이 사업인허가, 수입, 수출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고정효과모형으로 

분석한 것이다.49)

첫째, 관료의 질은 수입시간(-2.853**)과 수출시간(-1.526*)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났다. 사업인허가시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으며, 방향은 음의 방향(-2.881)이었다. 관

료의 질이 높은 경우 수입 및 수출과 관련한 프로세스(절차, 문서처

48) 각 회귀분석의 단계별 분석결과는 부록에 보고하였다. 분석결과 핵심

변수들이 이론적/실증적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각 변수의 회귀계수의 변

화와 설명력(R-sq)의 변화를 살펴볼 때 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

다. 
49) 확률효과 모형을 함께 분석하고 Hausman Test를 통해서 고정효과모

형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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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등)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수

입과 수출 과정에서 관료의 역할은 관련 문서와 절차의 확인과 함

께 물품이 맞는가를 현장에서 조사하는 역할도 한다. 이 때 관료들

이 전문성을 가지고 자신의 역할을 한다면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

해서 소요시간이 줄어들 것이다. 반면 사업인허가시간에 영향이 없

게 나타난 것은 아직 단정할 수는 없다. 이후 추가분석을 통해서 관

료의 질이 사업인허가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둘째, 규제의 질이다. 규제의 질은 사업인허가(-13.08***), 수입

(-3.647**), 수출(-3.417***)의 모든 서비스 분야의 시간을 감소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관료, 규제, 전자정부의 회귀계수 값

을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다 좋

은 규제와 폭넓은 범위가 시간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

이다. 규제를 잘 할수록 경제규제정책의 효율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Salamon(2002)의 이론적 주장이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가장 큰 영

향력을 나타냈다는 점에서 각 국가가 사업인허가시간, 수입시간, 수

출시간을 줄이려면 좋은 규제를 형성하고 집행해야 함을 알 수 있

다. 

셋째, 전자정부의 질이다. 전자정부의 질은 수입(-2.686***), 수

출시간(-1.799)을 줄이는 효과를 나타냈다. 사업인허가 시간은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며, 방향은 음의 방향

(-1.746)이었다. 전자정부를 통한 서비스 효율화와 개선은 최근 급

속도로 발전하는 기술의 영향으로 전 세계에 파급되고 있다. 아프리

카 등에서는 불편한 교통시설과 부족한 관공서 숫자로 인해서 서비

스의 이용에 제약이 많다. 이러한 경우 전자정부 시스템을 효과적으

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저렴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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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필요한 인프라를 투입하는 것이 관료와 규제 정비에 비해서 보

다 효과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정부내부 요인이다. 선행연구에서 시간소요에 큰 영향을 미

친다고 보았던 절차와 문서의 숫자는 모든 서비스의 시간을 증가시

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업인허가시간(+4.008**), 수입시간

(+1.106***), 수출시간(+1.503***)로 나타났다. 절차와 문서의 증

가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분석결과에서는 시

간소요를 증가시키는 확실한 요인이 되고 있다. 절차와 문서의 숫자

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보다 적은 수로 효과적인 규제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존재한

다. 예를 들어 동일한 양의 절차와 문서 수를 가지고 있더라도 규제

나 관료, 전자정부가 좋은 역할을 한다면 절차가 늘리는 시간 소요

를 감소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후에 추가분석을 

통해서 실증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부패억제 수준은 수출시간

(-2.811*)에만 시간 감소영향을 나타냈다. 수입시간에서도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음의 방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에 비춰

볼 때 부패억제를 통해서 수입 및 수출 과정의 부정적인 문제를 개

선하는 것으로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과거 수입, 수출 과정에서 관세직원들의 부패가 존재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개도국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해당 국가에서는 

부패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효율성을 증가시킬 정책적 대안을 강구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제도적 요인이다. 민주주의는 사업인허가시간(+1.259**), 

수입시간(0.451**), 수출시간(0.254*)로 모든 영역에서 시간을 증

가시켰다. 이 결과는 기존에 Acemoglu, Johnson, & 

Robinson(2001), Rodrik, Subramanian, & Trebbi(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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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son(2005), Giavazzi & Tabellini(2004)등이 장기적 측면에

서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민주주의적 개혁이 경제성장과 효율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반대되는 부분이다. 민주주의적 요인은 

사회의 안정과 법적 제도의 일반화, 시민의 참여와 표현 등이 보장

되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모든 시민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정부의 기조와 연결되면서 시간소요의 증가와 연결되었

을 가능성이 있다. 민주주의가 시민의 선호와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

(Dahl, 1997)의 보장을 통해서 시민들을 동동하게 대하고, 보다 원

칙과 정의에 바탕을 두고 사회가 운영(Easton, 1975)되면서, 정치, 

경제, 사법, 행정 부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 제도의 틀 안에

서 모든 행위자가 행동한다는 가정(Adam Przeworski, 1991)으로 

인해서 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권위주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나타내지 않았다. 시민참여의 요인도 수입시간

(+1.189*), 수출시간(+20.092***)로 증가시키는 결과를 나타냈

다. 시민의 정부정책과정에 대한 참여는 장기적으로는 정부서비스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시민의 요구가 다

양해지고 이익집단의 압력이 강해지면서 단기적으로는 시간을 증가

시키는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정치적 안정성은 사업인허

가시간(-27.85**)로 시간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나타냈지만, 수입시

간(+9.179*), 수출시간(+6.372*)은 증가시켰다. 법의 지배는 수출

시간(-9.471**)을 감소시켰다.

여섯째, 경제적 요인들에서 인구밀도는 예상처럼 사업인허가시간

(+2.214***), 수입시간(+0.346**), 수출시간(+0.342***)로 나타

나 시간을 증가시키는 영향을 미쳤다. 이는 두 가지 차원의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인구가 많아서 서비스를 이용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증가하는 요인이 있을 것이다. 반면 인구밀집으로 인한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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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접근도와 효율성의 증가의 측면에 대한 기존의 도시공학계의 논

의와는 반대로 인구밀집도가 높아지면 서비스 소요시간은 증가하는 

비효율성으로 나타났다. 무역자유도는 사업인허가시간(-0.184*), 

수입시간(-0.120***), 수출시간(-0.058***)로 시간을 모두 감소

시키는 역할을 했다. 무역자유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이에 상응하여 

업체의 사업인허가, 수입, 수출 과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반면에 무역량은 사업인허가시간을 증가

(+13.88**)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무역량이 많다는 것은 그만

큼 무역 관련 업체가 많고 경제가 활성화 된 환경임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업체들이 더 많이 생겨날 수 있는 조건

에서 인허가 요청이 많아진다면 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GDP, 정부지출, 인적자원의 질은 시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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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전체모형: 시간

Panel Fixed Effect
사업인허가시간 수입시간 수출시간

관료의 질 -2.881 -2.853** -1.526*
(3.938) (1.282) (0.891)

규제의 질 -13.08*** -3.647** -3.417***
(4.479) (1.471) (1.023)

전자정부의 질 -1.746 -1.313*** -0.783**
(1.535) (0.468) (0.325)

절차 4.008*** 1.106*** 1.503***
(0.383) (0.146) (0.194)

부패억제 2.083 -2.813 -2.811*
(6.287) (2.100) (1.461)

민주주의 1.259* 0.451** 0.254*
(0.657) (0.221) (0.153)

권위주의(R) -1.020 -0.227 -0.166
(0.928) (0.292) (0.203)

시민참여 -2.183 1.189 2.092***
(2.317) (0.773) (0.537)

정치적안정성 -27.85** 9.179* 6.372*
(13.53) (4.730) (3.284)

법의지배 -4.111 -8.268 -9.525***
(15.58) (5.097) (3.535)

logGDP -21.38 1.572 -3.821
(20.95) (6.482) (4.504)

인구밀도 2.214*** 0.346** 0.342***
(0.462) (0.155) (0.107)

무역자유도 -0.184* -0.120*** -0.0585**
(0.104) (0.0350) (0.0243)

log무역량 13.88** -1.964 0.759
(5.519) (1.770) (1.239)

log정부지출 21.44 -4.796 0.853
(20.57) (6.328) (4.397)

인적자원 12.74 -3.494 -4.616
(20.06) (6.118) (4.254)

상수 -104.3 108.3*** 85.96***
(108.1) (34.88) (24.48)

관측치 918 837 837
R-sq 0.371 0.393 0.392
국가수 111 112 112

Hausman Test p<0.01*** p<0.01*** p<0.01***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cf. 1. Hausman Test 결과에서 p<0.01로 유의미한 것의 의미는 고정효과모형으로 

분석해야 함을 의미한다.

   2. 년도별 더미는 모델에 포함되어 있으며, 가독성을 위해서 표에서는 제외하였다.



- 127 -

2) 비선형모형: 시간

위의 표 8의 분석처럼 관료의 질, 규제의 질, 전자정부의 질은 항

상 시간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까? 이들 요인들이 어느 수준을 넘

어서면 시간을 증가 혹은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논의에 따라

서 다음의 표 9의 비선형성 분석을 진행하였다.50)

첫째, 관료의 질의 경우 사업인허가 시간에서 비선형성

(-20.52**)을 나타냈다. 표 8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관료의 

질은 1차항에서는 사업인허가 시간에 음의 방향성은 나타냈지만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은 도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비선형성 분석을 

통해서 확인한 사실은 관료의 질이   의 미분 값인 

0.4078을 넘어서서 사업인허가 시간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났다. 

즉, 관료의 질의 사업인허가 시간에 대한 영향은 관료의 질이 낮은 

상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수입과 수출시간에서는 비선형성

이 나타나지 않고 선형성만 나타난 것은 이들 서비스의 시간을 줄

이는 효과는 관료의 질이 좋으면 그만큼 시간을 줄이는 것이라는 

의미가 된다. 하지만 사업인허가 시간은 관료의 질이 특정 수준을 

넘어설 때 시간 감소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규제의 질이다. 규제의 질의 비선형성은 매우 뚜렷하게 나

타나고 있었으며, 관료의 질과 반대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사업

인허가(+40.29***), 수입(12.84***), 수출(9.89***) 시간에 대해

서 각각    ,    ,   의 미분 

값인 0.6625, 0.6514, 0.6840 지점을 넘어설 때 오히려 시간을 증

가시키는 결과가 나타났다. 규제의 질이 이 세 지점을 지나기 전에

50) 관료의 질∧2, 규제의 질∧2, 전자정부의 질∧2은 각 변수의 제곱항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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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간을 모두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이 후에는 해당 서비스

의 시간이 증가하는 것이다. 시장의 복잡성과 경제활동의 증가는 더 

세밀하고 다양한 규제의 필요성과 연관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규제가 서비스 시간을 줄이는 효과를 나타내지만 이러한 국가에서

는 시장상황에 대한 폭넓은 규제로 인해 시간이 증가하는 것이다. 

다만 회귀계수 값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증가폭이 매우 큰 것은 아

니었다. 

셋째, 전자정부의 질의 비선형성은 수입시간(+4.518***)과 수출

시간(+2.103**)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각각    , 

  의 미분 값인 0.6716, 0.7073 지점을 넘어서면 규

제의 질과 유사한 형태로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전자정부의 질이 

좋아진다는 것의 의미는 관련 인프라의 구축 수준, 정부의 온라인 

서비스 수준, 시민의 온라인 참여 증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각각의 

과정에서 질이 높아지면서 인프라 구축의 시간, 온라인 서비스 준비 

및 발전,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요구의 증가 등의 요인으로 시간 증

가요인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관료의 질의 역할이 사업인허가 시간에

서는 0.4048 이상이 되었을 때 시간 감소역할을 하며, 수입시간과 

수출시간에서의 비선형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즉, 관료의 질이 좋을

수록 수입/수출에서는 시간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사업

인허가시간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료의 질적 수준의 향

상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최소한 0.4048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음

은 규제와 전자정부의 역할이다. 우선 규제는 사업인허가, 수입, 수

출의 모든 분야에서 규제의 질이 0.6625, 0.6514, 0.6840을 넘어

서면 시간을 증가시키는 현상이 나타난다. 즉, 낮은 규제의 질에서

는 시간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이후에 증가시킨다는 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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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 결과는 앞의 결과를 보다 세밀히 분석한 결과라고 할 수 있

다. 규제의 질과 유사하게 전자정부의 질도 0.6716, 0.7073보다 높

아졌을 때 수입시간과 수출시간의 증가현상이 나타났다. 전자정부의 

질은 사업인허가 시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수입과 수출시간에

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전 세계를 표본

으로 했을 경우에 사업인허가 서비스가 아직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서 제공되기 보다는 관공서 방문을 통한 직접적 접촉 방식으로 진

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에도 정부 3.0, 민원 24에서 

사업인허가와 관련해서 특정 지역에서 가능한 사업 분야를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은 할 수 있지만 인허가 과정은 실제 관공서

를 방문해서 절차를 진행하면서 최종적인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 전자정부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하지만 수입과 수출의 경우는 전자정부 시스템의 영향이 매우 

크며, 많은 서비스(물품 등록: 상품코드 등)를 전자정부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사업인허가와는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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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비선형모형: 시간
Panel Fixed Effect

사업인허가시간 수입시간 수출시간
관료의 질∧2 -20.52* -0.930 -2.033

(11.69) (3.899) (2.723)
규제의 질∧2 40.29*** 12.84*** 9.899***

(14.38) (4.362) (3.041)
전자정부의 질∧2 -3.112 4.518*** 2.103**

(4.230) (1.308) (0.909)
관료의 질 16.74 -1.803 0.517

(12.27) (4.078) (2.848)
규제의 질 -53.39*** -16.73*** -13.53***

(15.07) (4.662) (3.251)
전자정부의 질 1.739 -6.069*** -2.975***

(4.794) (1.488) (1.035)
절차 3.798*** 1.177*** 1.560***

(0.389) (0.146) (0.193)
부패억제 0.627 -3.161 -3.038**

(6.322) (2.081) (1.452)
민주주의 1.326** 0.519** 0.295*

(0.658) (0.220) (0.154)
권위주의(R) -0.953 -0.189 -0.137

(0.930) (0.290) (0.202)
시민참여 -2.238 1.316* 2.160***

(2.307) (0.765) (0.534)
정치적안정성 -27.16** 9.117* 6.407**

(13.46) (4.669) (3.253)
법의지배 -1.813 -8.288 -9.254***

(15.52) (5.037) (3.503)
logGDP -19.21 1.663 -3.605

(20.85) (6.401) (4.462)
인구밀도 2.112*** 0.337** 0.334***

(0.461) (0.153) (0.107)
무역자유도 -0.187* -0.108*** -0.0522**

(0.104) (0.0347) (0.0242)
log무역량 14.74*** -1.132 1.311

(5.503) (1.757) (1.234)
log정부지출 19.29 -4.312 0.944

(20.48) (6.253) (4.359)
인적자원의 질 14.97 -7.671 -6.617

(20.40) (6.227) (4.338)
상수 -107.1 92.65*** 76.83***

(108.2) (34.62) (24.39)
관측치 918 837 837
R-sq 0.380 0.411 0.406
국가수 111 112 112

Hausman Test p<0.01*** p<0.01*** p<0.01***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cf. 1. Hausman Test 결과에서 p<0.01로 유의미한 것의 의미는 고정효과모형으로 

분석해야 함을 의미한다.

   2. 년도별 더미는 모델에 포함되어 있으며, 가독성을 위해서 표에서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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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용에 미치는 영향 

1) 전체모형: 비용

첫째, 다음의 표 10은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규제

의 질만 사업인허가비용(-18.92*)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관료의 질과 전자정부의 질은 패널고정효과 모형에서는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51) 관료, 규제, 전자정부가 

시간과 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각각 다른 것이다. 특히 비용의 구성

요인은 시간과 달리 정부의 외적요인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규제

만이 비용감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업인허가비용이 규제에 근거

하여 결정되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수입과 수출의 경우는 규제

에 의해서 사업인허가 비용에서처럼 인허가 서류절차비용이외에 관

세, 조사비 등이 포함되어 차이가 있다. 하지만 관료, 규제, 전자정

부의 영향에 대해서 이 분석 결과만으로 영향이 없다고 단정할 수

는 없으며, 이후 추가분석을 통해서 그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앞

서 시간의 논의에서도 관료의 질이 사업인허가시간을 감소시키는 

영향은 관료의 질이 0.4078 이상에서만 나타났기 때문이다. 비용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정부내부 요인으로서 절차와 부패억제요인이다. 절차요인은 

다음으로 사업인허가비용(+3.861***), 수입비용(-22.04*), 수출비

용(-60.17***)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수입과 수출에서의 절차는 

수입/수출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문서의 숫자이다. 즉, 이 문서의 

51) 부록 표 30의 토빗모형에서는 관료의 질이 사업인허가 비용을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규제의 질이 수입비용과 수출비용을 낮추는 결과

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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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가 더 많을수록 수입/수출의 비용은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난 것

이다. 수입과 수출시에 필요한 문서에는 물품의 정보와 인허가 관련 

서류 등이 포함되어 있다. 무역의 특성 상 상대국가의 요구문서가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필요한 문서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의 절차, 예를 들어 물건이 항만에 도착했는데 필요문서가 없어

서 물류 이동이 지연되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수입

과 수출 과정에서 필요한 문서가 제외되어 있는 상태보다 필요한 

문서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을 때 비용이 감소되는 여지가 있는 것

이다. 부패억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제도적 요인이다. 민주주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다. 권위주의는 사업인허가 비용을 감소(-3.890*) 시키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여기서 권위주의는 역코딩 값으로 권위주의가 아닐

수록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반대로는 권위주의적 요인이 증가

할수록 사업인허가 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권위주의 체제의 경우 

제도와 법에 비해 인물 중심의 운영이 되면서 제도에 의해 정해진 

비용 이상의 비효율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치적 안

정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법의 지배는 

수출비용을 감소시키는 영향(-781.5***)을 나타냈다. 수입비용의 

경우도 방향이 음의 방향으로 동일한 방향이었다. 법의 지배가 보편

화된 국가는 정부부분 뿐만 아니라 민간부분에서도 법에 의한 보호

가 가능하며 상호간 거래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처벌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수입과 수출과 관련한 비용의 발

생은 어느 단일 기업체 하나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체와 정

부, 기업체와 다른 물류/유통 업체 등과 계약을 통해 진행이 된다. 

이 과정에서 법의 지배에 따른 신뢰확보가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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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경제적 요인이다. GDP는 수입비용을 –2,500***, 수출비용

을 –830.8**만큼 감소시켜서 큰 비용감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

제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그만큼 오랜 기간의 수입/수출 경험을 바

탕으로 한 노하우와 효율적 인프라 및 물류시스템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부 및 민간 부분의 효율성이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서 

더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수입과 수출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져 비용을 감소시킨 것이다. 인구밀도는 수입비용(+71.66**), 

수출비용(+26.15***)을 모두 증가시켰다. 서비스 시간 증가와 마찬

가지로 인구밀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

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업무지체와 민간부분

의 물류시스템을 이용하는데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역자유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으며, 무역량은 수입

비용(+772.5***), 수출비용(+426.1***)을 증가시켰다. 하지만 사

업인허가비용은 감소(-37.81***)시켰는데, 무역량이 많은 국가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기업들이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므로, 정부도 이

를 보완하기 위해서 신규 기업들이 보다 적은 비용으로 사업을 시

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정부지

출은 수입비용(+3,220***), 수출비용(+1,297***)에 큰 증가 관계

를 나타냈다. 정부지출이 큰 것은 그만큼 국가의 경제규모가 크며, 

정부의 규모도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규모는 GDP에서 나타난 

것처럼 비용을 감소시키지만 정부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비용을 오

히려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 결과는 기존의 정부의 규모와 관련한 

연구(Alesina & Wacziarg, 1998; Stephanie Medina & Rui, 

2008; Roubini & Sachs, 1989; Levinson, 1998; Lane,2003)와 

유사한 결과이다. 인적자원의 수준은 사업인허가비용(-195.5***), 

수출비용(-749.0**)으로 감소시키는 결과가 나타났다. 보다 높은 

교육수준과 사회에 대한 이해능력은 서비스를 이용하고, 인허가를 

받고 수입과 수출을 하는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이해를 증가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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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전체모형: 비용

Panel Fixed Effect
사업인허가비용 수입비용 수출비용

관료의 질 -9.575 133.2 106.0
(8.518) (113.2) (68.56)

규제의 질 -18.92* -198.1 -124.7
(9.736) (130.0) (79.19)

전자정부의 질 -2.006 56.38 24.70
(3.322) (41.43) (25.08)

시간 -0.0317 15.66*** 14.33***
(0.0773) (3.320) (2.898)

절차 3.861*** -22.04* -60.17***
(0.883) (13.36) (15.52)

부패억제 11.80 107.8 87.13
(13.59) (185.0) (112.5)

민주주의 -0.718 -18.76 7.658
(1.423) (19.48) (11.80)

권위주의(R) -3.890* 22.70 -23.60
(2.008) (25.69) (15.58)

시민참여 -9.160* 190.0*** 63.79
(5.013) (68.10) (41.68)

정치적안정성 19.76 13.33 71.42
(29.33) (417.2) (252.8)

법의지배 23.14 -30.17 -781.5***
(33.69) (449.3) (272.8)

logGDP 30.81 -2,500*** -830.8**
(45.32) (570.3) (346.0)

인구밀도 -1.135 71.66*** 26.15***
(1.013) (13.64) (8.301)

무역자유도 0.528** -2.288 -2.611
(0.225) (3.107) (1.876)

log무역량 -37.81*** 772.5*** 426.1***
(11.98) (155.8) (95.13)

log정부지출 -72.03 3,220*** 1,297***
(44.51) (556.9) (337.6)

인적자원의 질 -195.5*** -180.4 -749.0**
(43.39) (538.4) (326.9)

상수 1,366*** -22,055*** -11,698***
(233.9) (3,089) (1,895)

관측치 918 837 837
R-sq 0.215 0.271 0.330
국가수 111 112 112

Hausman Test p<0.01*** p<0.01*** p<0.01***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cf. 1. Hausman Test 결과에서 p<0.01로 유의미한 것의 의미는 고정효과모형으로 

분석해야 함을 의미한다.

   2. 년도별 더미는 모델에 포함되어 있으며, 가독성을 위해서 표에서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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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선형모형: 비용

표 11은 관료, 규제, 전자정부의 비선형성 분석을 진행한 것이

다.52) 표 10에서 사업인허가비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규제였다. 하지만 표 11의 분석결과에서는 다른 점이 관측되었다. 

가장 큰 차이는 관료의 질의 영향이다. 관료의 질은 수입비용

(-612.6*), 수출비용(-437.7**)로 비용을 감소시키는 영향이 나

타났다. 미분하여 보면 수입비용의 경우는   로서 

관료의 질이 0.6027을 넘어설 경우에 수입비용을 감소시키는 결과

가 나타났다. 수출비용의 경우는   로서 관료의 질

이 0.6182를 넘어설 경우에 수출비용을 감소시키는 결과가 나타났

다. 이는 관료의 질이 수입, 수출비용을 감소시킨다는 가설에 부합

하지만 관료의 질이 각각 0.6027과 0.6182 이상이어야 한다는 전

제가 필요한 것이다. 관료의 질이 높아졌을 때 수입과 수출과정에서 

나타나는 관세, 서류 처리 비용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업인허가 비용에서는 반대로   로 관료의 

질이 0.6236을 넘으면 비용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Nistotskaya & Cingolani(2015)의 관료의 임기보장이 사업인허가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논의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이에 따르면 관료

의 질이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사업인허가비용은 부정적인 요소가 

된다. 반면에 관료의 질이 높아질수록 사업인허가와 관련한 제반 제

도와 법률의 검토과정에서 서류준비 미비, 불법적 요소 등을 발견하

여 인허가를 거부할 수도 있고, 필요한 관련서류의 요구 과정에서 

52) 관료의 질∧2, 규제의 질∧2, 전자정부의 질∧2은 각 변수의 제곱항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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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절차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과

정을 전제하면 늘어나는 비용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이라고만 할 수

는 없다.

다음은 규제의 질이다. 규제의 질은 시간의 비선형성과 마찬가지

로 사업인허가비용을 증가(+128.1*)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로 규제의 질이 0.5772가 넘으면 규제는 오히려 사

업인허가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는 시간에 미치는 비선형성과 

마찬가지로 규제의 범위가 증가하면서 고려할 규제 요소가 증가하

면서 발생하는 비용증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전자정부

의 질도   로 전자정부의 질이 0.5491을 넘으면 사업

인허가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정부의 질이 향상되면

서 특히 시민들의 전자참여(E-Participation)의 증가에 따른 비용

증가로 해석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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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비선형모형: 비용

Panel Fixed Effect
사업인허가비용 수입비용 수출비용

관료의 질∧2 42.55* -612.6* -437.7**
(25.10) (347.4) (210.9)

규제의 질∧2 128.1*** -32.06 171.9
(30.97) (391.0) (237.2)

전자정부의 질∧2 16.67* -72.94 61.57
(9.067) (117.5) (70.60)

관료의 질 -53.07** 738.5** 541.2**
(26.33) (363.3) (220.4)

규제의 질 -147.9*** -167.4 -305.6
(32.55) (419.2) (254.8)

전자정부의 질 -18.89* 130.3 -43.92
(10.27) (134.1) (80.59)

시간 -0.0502 16.01*** 13.74***
(0.0767) (3.369) (2.928)

절차 3.278*** -23.93* -56.45***
(0.883) (13.56) (15.65)

부패억제 9.431 89.11 64.93
(13.55) (185.7) (112.8)

민주주의 0.101 -22.89 6.080
(1.414) (19.70) (11.93)

권위주의(R) -4.558** 26.51 -20.11
(1.994) (25.82) (15.65)

시민참여 -8.381* 180.7*** 61.01
(4.947) (68.30) (41.79)

정치적안정성 19.36 18.51 79.98
(28.92) (417.0) (252.4)

법의지배 23.70 -10.29 -778.1***
(33.26) (449.6) (272.5)

logGDP 36.06 -2,483*** -822.7**
(44.71) (570.2) (345.5)

인구밀도 -1.137 69.96*** 25.09***
(1.002) (13.67) (8.307)

무역자유도 0.597*** -2.344 -2.457
(0.223) (3.110) (1.878)

log무역량 -34.11*** 765.1*** 438.7***
(11.85) (156.6) (95.61)

log정부지출 -75.27* 3,204*** 1,301***
(43.91) (557.2) (337.4)

인적자원의 질 -203.4*** -208.6 -875.9***
(43.73) (555.3) (336.3)

상수 1,310*** -21,959*** -11,950***
(231.9) (3,100) (1,901)

관측치 918 837 837
R-sq 0.240 0.275 0.335
국가수 111 112 112

Hausman Test p<0.01*** p<0.01*** p<0.01***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cf. 1. Hausman Test 결과에서 p<0.01로 유의미한 것의 의미는 고정효과모형으로 

분석해야 함을 의미한다.

   2. 년도별 더미는 모델에 포함되어 있으며, 가독성을 위해서 표에서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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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의 확장

1) 경로의존(시차 도구변수)

다음의 표 12는 경로의존성과 내생성 변수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

해서 관료, 규제, 전자정부의 시차(Lag)변수를 사용하여 분석한 도

구변수 분석결과이다. 즉, 올해의 관료, 규제, 전자정부에 작년의 관

료, 규제, 전자정부의 변수가 영향을 미쳐서 종속변수인 시간과 비

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첫째, 시간에 대한 분석결과는 매우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표 8의 

전체모형결과와 비교해볼 때 회귀계수의 방향이 변한 경우는 없었

으며, 도구변수를 사용한 경우에 각 변수의 회귀계수 값이 모두 증

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인허가시간에 규제의 질의 

도구변수(Lag)로 추정했을 때 –193.7***로 사업인허가 시간을 감

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단순추정시의 –13.08***에 비해

서 영향이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수입시간에서도 관료의 질

(-5.981***>-2.853**), 규제의 질(-6.960***>-3.647**), 전자

정부의 질(-1.832***>-1.313***)로 단순추정시의 결과에 비해서 

그 영향력이 증가하였다. 수출시간에서도 관료의 질

(-3.201**>-1.526*), 규제의 질(-9.247***>-3.417***), 전자정

부의 질(-1.080***>-0.783**)로 시간 감소에 대한 영향이 커졌다.

이 결과에서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사업인허가시간, 수입

시간, 수출시간에 미치는 각 변수의 영향력의 크기이다. 모든 경우

에서 영향력의 크기를 나타내는 회귀계수 값(Coefficient)이 규제의 

질>관료의 질>전자정부의 질 순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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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이는 데에 있어서 규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을 의미한다. 회

귀계수 값을 비교할 때 관료의 역할도 매우 크며, 상대적으로 전자

정부의 역할이 가장 작았다.

고정효과모형은 각 국가의 시불변 요인을 통제하는 것으로 내생성

요인은 여전히 문제로 남을 수 있다.53) 표 12의 도구변수 추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작년의 관료, 규제, 전자정부가 올해의 

관료, 규제, 전자정부에도 영향을 줘서 최종적으로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어떤 국가의 관료, 규제, 전자정부가 

높은 경우에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의 서비스 시간에도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도구변수 추정을 통해서 관

료, 규제, 전자정부의 변수가 다른 변수들과 비교할 때 안정적으로 

시간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비용에 대한 분석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

나지 않았다. 도구변수의 추정에서 유의미한 도구변수의 영향이 나

타날 경우에는 회귀계수의 값이 증가하고 설명력도 증가하며, 영향

의 방향도 유지된다. 하지만 사업인허가 비용에서 관료, 규제, 전자

정부의 모든 회귀계수 값이 감소하였으며, 수입비용과 수출비용에서

도 관료의 질의 회귀계수 값이 약간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 규제의 

질은 모두 감소하였고, 전자정부의 질도 수출비용에서 약간 증가하

였을 뿐 수입비용에서는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 결과에 따르

면 지난해의 관료, 규제, 전자정부의 시차변수가 올해에 영향을 미

쳐서 종속변수인 사업인허가비용, 수입비용, 수출비용에 영향을 미

치는 효과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3) 표 8의 모형의 R-sq가 모두 40%에 가까운 것으로 볼 때 누락변수

(Omiited Variable)에 의한 내생성의 문제가 크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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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관료, 규제, 전자정부의 도구변수 분석

Panel Fixed Effect
사업인허가

시간 수입시간 수출시간 사업인허가
비용 수입비용 수출비용

관료의 질 6.440 -5.981*** -3.201** 1.109 201.0 114.1
(6.825) (2.260) (1.565) (15.15) (192.1) (122.5)

규제의 질 -19.37*** -6.960*** -9.247*** -1.956 -128.3 -105.2
(7.433) (2.621) (1.817) (16.71) (236.2) (145.5)

전자정부의 질 -3.194 -1.832** -1.080* 1.232 19.26 33.34
(2.529) (0.800) (0.553) (5.641) (68.97) (43.44)

시간 ․ ․ ․ 0.0160 5.267*** 13.53***
․ ․ ․ (0.0816) (1.113) (3.155)

절차 3.915*** 1.124*** 1.263*** 4.046*** -1.630 -59.52***
(0.393) (0.146) (0.198) (0.926) (11.58) (15.85)

부패억제 -0.0758 0.308 -0.0902 0.728 68.71 79.83
(6.851) (2.296) (1.591) (15.24) (195.8) (123.6)

민주주의 1.415** 0.403* 0.240 -1.047 -16.21 3.078
(0.686) (0.237) (0.164) (1.532) (20.45) (12.78)

권위주의(R) -0.969 -0.284 -0.255 -3.382 55.56** -21.30
(0.932) (0.295) (0.205) (2.076) (26.29) (15.92)

시민참여 -3.713 1.457* 2.540*** -10.16* 175.3** 63.59
(2.415) (0.844) (0.584) (5.372) (72.07) (46.22)

정치적안정성 -28.46** 11.11** 6.762* 24.42 284.4 274.8
(13.91) (5.025) (3.477) (31.06) (430.8) (270.8)

법의지배 -4.074 -6.292 -7.360** 14.52 869.0* -833.8***
(15.38) (5.098) (3.519) (34.19) (461.5) (274.1)

logGDP -5.114 1.514 -4.021 30.28 -2,084*** -708.4**
(21.26) (6.643) (4.598) (47.29) (568.5) (357.4)

인구밀도 2.084*** 0.350** 0.407*** -1.544 59.38*** 22.03**
(0.466) (0.159) (0.110) (1.052) (13.87) (8.655)

무역자유도 -0.168 -0.124*** -0.0562** 0.446* -2.775 -3.455*
(0.104) (0.0356) (0.0247) (0.232) (3.048) (1.921)

log무역량 13.38** -1.749 0.973 -37.56*** 797.5*** 457.2***
(5.538) (1.803) (1.257) (12.36) (154.4) (97.69)

log정부지출 4.333 -3.805 2.078 -75.27 2,763*** 1,181***
(20.92) (6.485) (4.488) (46.53) (554.9) (348.8)

인적자원의 질 13.95 -1.052 -2.648 -205.5*** -334.8 -727.8**
(20.30) (6.280) (4.347) (45.18) (539.1) (337.7)

상수 -76.38 78.93** 55.35** 1,483*** -21,760*** -12,022***
(111.2) (37.21) (25.98) (247.6) (3,194) (2,021)

관측치 904 823 823 904 815 823
국가수 111 112 112 111 111 112

Hausman Test p<0.01*** p<0.01*** p<0.01*** p<0.01*** p<0.01*** p<0.01***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cf. 1. Hausman Test 결과에서 p<0.01로 유의미한 것의 의미는 고정효과모형으로 분석해야 함을 

의미한다.

   2. 년도별 더미는 모델에 포함되어 있으며, 가독성을 위해서 표에서는 제외하였다.



- 141 -

2) 상호작용모형

다음의 표 13의 결과는 시간과 비용에 대한 관료, 규제, 전자정부

의 상호작용항을 관료를 중심으로 검증한 것이다. 규제와 전자정부

의 운영의 주체로서 행위자가 관료이기 때문이다.

첫째, 시간의 분석결과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관료의 질과 규제

의 질의 상호작용항이 수입시간(+13.42**)과 수출시간(8.357**)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석은 표 9에서 나타난 

수입/수출시간에 대한 규제의 비선형성, 관료의 비선형성과 연관해

서 볼 때 관료의 질은 수입시간과 수출시간을 감소시키지만 규제의 

질은 이를 오히려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업인허가시간

에서는 전자정부와 관료의 질의 상호작용항이 –18.17**로 시간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앞의 표 8, 9에서 전자정부의 질은 

사업인허가 시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

지만, 관료의 질은 0.4078 이전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지만 이상

에서는 사업인허가시간을 낮추는 역할을 했다. 전자정부의 운영주체

가 관료라는 점에서 전자정부의 질과 관료의 질이 높아질 때 시너

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54)

둘째, 관료, 규제, 전자정부의 비용에 대한 상호작용 분석결과이

다. 표 10의 규제의 비용감소와 표 11에서 나타난 관료의 질이 

0.6236을 넘었을 때의 비용증가와 규제가 0.5772를 넘었을 때는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종합해보면, 관료와 규제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사업인허가 비용은 105.2***로 증가시키는 결과가 나타나는 

54) 이상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우선 관료와 규제의 선후관계에 대한 검증

을 한 Sobel-Goodman Mediation Test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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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증가 비용이 부정적인 것이라면 관료와 

규제는 각각의 영향도 0.6236과 0.5772보다 높을 때 사업인허가 

비용을 증가시키는데, 두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서도 비용이 증가

하는 것으로서 사업인허가 비용의 감소를 위해서는 두 가지 요인을 

모두 고려한 정책대안을 형성하여야 할 것이다. 반면에 경제적 복잡

성의 증가에 따라서 규제의 범위가 증가하고, 관료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면서 인허가 검토과정이 엄밀해지면서 사업인허가 비용이 증

가한 것이라면, 개별 기업체에는 비용증가로 인해 비효율적인 측면

이 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후생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어 반드

시 부정적인 결과라고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전자정부와 관료의 상호작용도 220.0*으로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

났다. 관료의 수출비용에 대한 영향은 0.6182 보다 좋을 때 감소하

였다. 하지만 전자정부의 질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방향은 비용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즉, 관료의 질이 감

소시키는 수출비용의 감소를 전자정부가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전자정부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관련 전자정부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인프라와 정부온라인 서비스의 준비와 홍보, 관련 제도

의 정비, 시민들의 온라인 참여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비용이 소모된

다. 이러한 과정에서 관료의 비용감소 효과가 상쇄된 것으로 보인

다.55)

55) 이상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우선 전자정부와 관료의 선후관계에 대한 

검증을 한 Sobel-Goodman Mediation Test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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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관료, 규제, 전자정부의 상호작용 분석

Panel Fixed Effect
사업인허가

시간 수입시간 수출시간 사업인허가
비용 수입비용 수출비용

관료의 질 -0.453 -8.813** -4.833** -76.19*** 62.02 -121.8
(10.54) (3.498) (2.434) (22.73) (310.2) (187.5)

규제의 질 -19.42** -10.28*** -7.549*** -69.29*** -206.1 -233.4
(9.834) (3.300) (2.294) (21.26) (293.4) (177.6)

전자정부의 질 1.588 -0.828 -0.347 -5.401 36.31 -9.354
(2.045) (0.612) (0.425) (4.412) (54.07) (32.70)

시간 ․ ․ ․ -0.0254 15.70*** 14.41***
․ ․ ․ (0.0772) (3.337) (2.905)

절차 3.941*** 1.103*** 1.496*** 3.800*** -21.83 -61.72***
(0.383) (0.146) (0.194) (0.880) (13.39) (15.52)

부패억제 2.005 -2.653 -2.718* 13.05 109.0 90.12
(6.273) (2.096) (1.459) (13.53) (185.3) (112.4)

민주주의 1.289* 0.521** 0.294* -0.217 -18.08 10.08
(0.660) (0.223) (0.155) (1.427) (19.79) (11.96)

권위주의(R) -1.053 -0.298 -0.207 -4.856** 22.23 -25.56
(0.938) (0.293) (0.204) (2.024) (25.91) (15.67)

시민참여 -1.974 1.351* 2.205*** -8.953* 188.2*** 62.63
(2.313) (0.774) (0.538) (4.991) (68.50) (41.85)

정치적안정성 -28.21** 9.169* 6.388* 19.11 8.716 62.94
(13.50) (4.719) (3.277) (29.18) (417.8) (252.5)

법의지배 -2.501 -8.306 -9.523*** 19.04 -35.50 -792.3***
(15.56) (5.086) (3.527) (33.56) (449.9) (272.5)

logGDP -20.07 1.347 -3.939 26.99 -2,504*** -841.4**
(20.90) (6.467) (4.494) (45.10) (571.1) (345.6)

인구밀도 2.192*** 0.352** 0.346*** -1.144 71.48*** 25.89***
(0.460) (0.154) (0.107) (1.007) (13.67) (8.294)

무역자유도 -0.176* -0.117*** -0.0572** 0.559** -2.281 -2.571
(0.104) (0.0349) (0.0243) (0.225) (3.111) (1.874)

log무역량 14.03** -1.799 0.860 -37.77*** 772.6*** 426.5***
(5.505) (1.767) (1.237) (11.92) (156.1) (95.08)

log정부지출 20.38 -4.530 0.997 -67.85 3,224*** 1,307***
(20.53) (6.314) (4.388) (44.30) (557.7) (337.2)

인적자원의 질 26.99 -0.614 -2.265 -206.2*** -264.1 -879.0***
(20.83) (6.360) (4.423) (44.96) (561.6) (340.0)

규제*관료 12.50 13.42** 8.357** 105.2*** 19.27 226.9
(18.10) (6.002) (4.175) (39.03) (531.9) (321.8)

전자정부*관료 -18.17** -2.290 -2.248 21.89 124.4 220.0*
(7.444) (2.368) (1.646) (16.11) (209.2) (126.6)

상수 -120.8 105.1*** 83.45*** 1,379*** -21,976*** -11,542***
(108.0) (34.84) (24.46) (233.1) (3,096) (1,895)

관측치 918 837 837 918 837 837
R-sq 0.376 0.398 0.396 0.225 0.271 0.334
국가수 111 112 112 111 112 112

Hausman Test p<0.01*** p<0.01*** p<0.01*** p<0.01*** p<0.01*** p<0.01***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cf. 1. Hausman Test 결과에서 p<0.01로 유의미한 것의 의미는 고정효과모형으로 분석해야 함을 의미한다.
   2. 년도별 더미는 모델에 포함되어 있으며, 가독성을 위해서 표에서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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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차요인

다음의 표 14는 절차와 관료, 규제, 전자정부의 상호작용 분석결

과이다. 우선 관료의 질은 절차와 유의미한 상호작용 결과가 나타나

지 않았다. 하지만 규제의 질, 전자정부의 질에서는 유의미한 결과

가 나타났다. 

첫째, 절차가 시간에 미치는 영향이다. 절차는 표 8의 결과처럼 

사업인허가, 수입, 수출 시간을 모두 증가시킨다. 여기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은 전자정부였다. 전자정부의 질과 절차의 상호작용항의 

결과는 사업인허가시간 감소(-1.057**), 수입시간 감소

(-0.634***)로 나타났다. 즉, 절차가 증가시키는 사업인허가시간과 

수입시간을 전자정부가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전자정부를 

활용할 때 절차를 온라인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시간 감소 효과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56)

둘째, 절차가 비용에 미치는 영향이다. 우선 규제와 절차의 상호

작용항의 결과이다. 절차는 사업인허가 비용을 증가시키는 결과가 

나타났지만, 규제의 질은 사업인허가 비용을 감소시켰다. 상호작용

항의 결과에서도 –5.128***로 나타났다. 즉, 절차가 증가시키는 사

업인허가비용을 규제가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수출비용에

서는 절차와 규제가 모두 비용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했는데, 상호작

용항의 결과에서도 –73.55***로 감소결과가 나타났다.57) 또한 수출

56) 이상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우선 관료와 규제의 선후관계에 대한 검증

을 한 Sobel-Goodman Mediation Test에서 절차와 전자정부의 선후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

타난 사업인허가시간, 수입시간을 두고 절차에 대한 전자정부의 영향을 

검증한 결과, 관료와 전자정부의 상호작용의 경우에도 선후관계가 나타

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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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에서는 규제의 질과 절차의 선후관계도 나타났다. 그림 3은 

Sobel Test의 결과이며, 규제의 질은 절차의 수를 –0.451개로 약 

반개의 절차를 줄이는 효과가 나타났다. 규제의 질 자체가 수출비용

도 줄이면서 절차의 수도 낮추는 것이다.58)

다음은 전자정부와 절차의 상호작용항 결과이다. 우선 사업인허가

비용에 대해서는 절차는 증가시키는 결과, 전자정부는 감소방향(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음)이 나타났다. 상호작용 결과 –
2.232***로 절차가 증가시키는 사업인허가비용을 전자정부의 질이 

감소시키는 결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수입비용과 수출비용에서는 각

각 34.65***, 68.49***로 절차가 감소시키는 비용을 전자정부가 증

가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사업인허가비용이 

인허가서류와 관련한 검토비만이 있는 반면에 수입과 수출비용에는 

이러한 인허가 검토비와 함께 관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차이점에 기

인한 것으로 보인다.59) 

57) 규제와 절차의 사업인허가 비용에 대한 Sobel-Goodman Mediation 

Test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58) 수출비용에서는 규제의 질과 절차의 선후관계도 나타났다. 규제의 질

은 절차의 수를 –0.451개로 약 반개의 절차를 줄이는 효과가 나타났다. 

규제의 질 자체가 수출비용도 줄이면서 절차의 수도 낮추는 것이다. 

Sobel (p value=0.04), Goodman-1 (0.03)로 유의미했다. 이에 대해

서는 향후 추가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림 3> Sobel Test

59) 전자정부와 절차의 사업인허가비용, 수입비용, 수출비용에 대한 

Sobel-Goodman Mediation Test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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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절차에 미치는 관료, 규제, 전자정부의 영향 분석

Panel Fixed Effect
사업인허가

시간 수입시간 수출시간 사업인허가
비용 수입비용 수출비용

관료의 질 -9.267 -5.251** -1.407 -20.57 7.921 49.52
(6.429) (2.127) (1.919) (13.64) (189.3) (142.8)

규제의 질 -8.396 -2.947 -0.597 32.76* -191.9 306.3*
(8.198) (2.595) (2.388) (17.38) (230.2) (177.6)

전자정부의 질 1.214 -0.0369 -0.738* 4.702 -3.119 -84.24***
(1.819) (0.544) (0.391) (3.854) (48.18) (29.16)

시간 ․ ․ ․ -0.0732 17.79*** 14.46***
․ ․ ․ (0.0759) (3.352) (2.813)

절차 4.445*** 1.368*** 1.543*** 4.268*** -30.58* -52.03***
(0.456) (0.171) (0.228) (1.024) (15.82) (17.48)

부패억제 1.413 -2.619 -2.745* 10.91 78.61 76.95
(6.261) (2.070) (1.463) (13.27) (183.6) (109.1)

민주주의 1.207* 0.470** 0.255* -0.907 -20.74 6.924
(0.655) (0.217) (0.153) (1.390) (19.31) (11.44)

권위주의(R) -0.861 -0.232 -0.162 -3.403* 26.87 -18.17
(0.925) (0.288) (0.203) (1.960) (25.51) (15.12)

시민참여 -2.430 1.238 2.078*** -9.586* 188.6*** 60.52
(2.321) (0.761) (0.537) (4.920) (67.53) (40.37)

정치적안정성 -28.90** 10.49** 6.768** 17.36 -93.39 47.91
(13.47) (4.674) (3.292) (28.62) (415.7) (245.5)

법의지배 -1.074 -8.649* -9.626*** 35.71 63.49 -705.7***
(15.58) (5.039) (3.537) (33.00) (447.4) (264.4)

logGDP -18.33 1.612 -3.760 34.86 -2,521*** -801.6**
(20.88) (6.379) (4.504) (44.25) (565.3) (335.2)

인구밀도 2.159*** 0.393** 0.341*** -1.093 67.36*** 21.98***
(0.463) (0.152) (0.108) (0.994) (13.57) (8.082)

무역자유도 -0.191* -0.123*** -0.0594** 0.491** -2.249 -2.554
(0.104) (0.0346) (0.0243) (0.220) (3.092) (1.818)

log무역량 14.38*** -1.342 0.886 -37.00*** 746.1*** 408.0***
(5.505) (1.746) (1.241) (11.71) (154.8) (92.32)

log정부지출 19.70 -3.703 0.949 -67.47 3,163*** 1,210***
(20.50) (6.229) (4.400) (43.46) (552.2) (327.3)

인적자원의 질 25.98 -0.0953 -4.114 -170.2*** -366.3 -1,186***
(20.44) (6.105) (4.342) (43.35) (541.0) (323.1)

관료*절차 0.911 0.381 0.0164 1.517 15.09 7.661
(0.661) (0.244) (0.294) (1.402) (21.63) (21.85)

규제*절차 -0.510 -0.134 -0.489 -5.128*** 1.989 -73.55***
(0.684) (0.321) (0.372) (1.449) (28.46) (27.70)

전자정부*절차 -1.057*** -0.634*** -0.0238 -2.232*** 34.65*** 68.49***
(0.355) (0.138) (0.134) (0.757) (12.45) (9.974)

상수 -151.9 71.31** 80.11*** 1,107*** -19,682*** -9,922***
(110.1) (35.22) (24.88) (233.4) (3,130) (1,864)

관측치 918 837 837 918 837 837
R-sq 0.380 0.415 0.395 0.257 0.287 0.375
국가수 111 112 112 111 112 112

Hausman Test p<0.01*** p<0.01*** p<0.01*** p<0.01*** p<0.01*** p<0.01***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cf. 1. Hausman Test 결과에서 p<0.01로 유의미한 것의 의미는 고정효과모형으로 분석해야 함을 의미한다.
   2. 년도별 더미는 모델에 포함되어 있으며, 가독성을 위해서 표에서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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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집단별 분석

(1) 법과 정치체제

국가 유형을 분류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법과 정치체제는 이 

논문의 핵심변수인 관료, 규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우선 법체제는 보통법/영미법(Common Law)과 시민법/

대륙법(Civil Law)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두 법체제의 가장 큰 특

성은 기본권에 대한 보장 개념이다. 대륙법이 법에 의해서 기본권이 

정의되는 것으로 보는 반면에, 영미법은 천부인권 사상에 기초하여 

원래 주어진 개념으로 보는 차이가 있다(권영성, 2014). 이에 따라

서 대륙법은 법에 기반을 두어 시민들의 기본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법의 역할이 보다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국가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시민들의 인

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영미법은 미리 만들어진 법체계에 의

해서 판결을 내리는 대륙법과 달리 사건이 생길 경우 법리적 판단

에 따른 판결을 법이라고 판단한다. 이후에는 이러한 기존의 판결에 

준한 판결을 내린다. 이러한 판결이 모여서 영미법을 이룬다. 반면 

대륙법은 가능한 추상적인 내용이라도 법에 규정하여 이에 따른 판

결을 한다. 이러한 법체계에 따라서 정부의 서비스 특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륙법의 경우 보다 적극적인 인허가 제도 

설계를 통해서 시장규제에 보다 효율성을 가질 수도 있다. 반대로 

영미법의 경우가 시장자율을 확보하여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만 정

부가 개입하는 것으로 보다 효율성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분석결과 표가 많아서 해당 표는 부록에 보고하였으며, 여기서는 

주요 결과에 대한 특성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부록의 표 32 ~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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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은 첫째, 법체제(영미법과 대륙법), 정치체제(대통령제와 의원내

각제), 둘째, 문화적 요인으로서 위험기피도, 개인/집단주의, 권력거

리, 셋째, 시민참여, 법의지배, 부패, 민주주의, 권위주의, 넷째, 정부

지출과 GDP를 중심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관료, 규제, 전자정부의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법체제와 정치체제는 각각의 특성으로 2개 

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이 외는 평균값을 중심으로 2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에서 영미법과 의원내각제, 대륙법과 대통령제에서 관료, 

규제, 전자정부의 영향이 유사하게 관측되었다. 또한 두 가지 유형

에서 영향의 유의미성과 방향도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유사했다. 

법체제에서 대륙법의 경우에 관료의 질은 수입과 수출시간, 사업인

허가 비용을 낮추고, 수입비용과 수출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유

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지만 영미법 국가군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았다. 또한 규제의 질에서는 수입시간과 수출시간에서 대륙

법국가의 경우는 시간을 감소시키는 결과가 나타났지만 영미법 국

가에서는 오히려 시간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나서 정반대의 결과

가 나타났다. 전자정부의 질은 큰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

통령제와 의원내각제에서도 유사했다. 결과를 종합하면, 대륙법과 

대통령제 국가군에서 관료와 규제가 시간을 감소시키는 반면에 영

미법과 의원내각제 국가군에서는 관료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고, 규제의 영향은 오히려 시간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나타냈

다는 점이다. 대륙법과 대통령제 국가가 정부의 역할이 보다 적극적

이고, 시민들이 국가와 정부에 바라는 바가 더 크다는 점에서 이러

한 차이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 149 -

(2) 문화

국가의 문화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문화가 언어, 종교, 지

역, 기후, 인종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들 중 어느 하나의 요인으로 문화군을 구분하는 것은 다른 요인

들을 고려하지 않아서 편의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Hofstede(2001)는 문화를 “다른 사람 및 집단과 구분되도록 하는 

집단적인 마음의 형성”으로 정의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정의

에 따라서 Hofstede(2001)가 만든 국가문화 분류유형 중에서 권력

거리, 개인/집단주의, 위험회피 지수를 활용하고자 한다. 

첫째는 권력거리(Power Distance Index)이다. 권력거리는 권력

이 약한 사회구성원이 불평등하게 분배된 권력에 대한 인식정도이

다. 즉, 권력거리가 크면 클수록 권력의 분배가 불평등한 것을 의미

한다. 이는 권력에 따라서 위계적 질서를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

으로 이 권력이 사회운영에 정당성을 가지게 된다. 둘째는 개인주의

와 집단주의(Individualism vs. Collectivism)이다. 이것은 시민들

이 사회시스템에 대한 선호를 대변할 수 있다. 즉, 개인주의 사회에

서는 개인이 자신의 삶을 유지하고 책임지는 주체라고 판단하여 사

회 및 정부에 기대려고 하지 않는다. 반면 집단주의는 이러한 보살

핌에 대한 기대가 있으며, 집단 및 사회에 대한 중요성과 정부 및 

국가의 역할에 대해 보다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개인주의는 사회

를 ‘나’의 관점에서 보며, 집단주의는 ‘우리’의 관점에서 본다

는 차이가 있다. 셋째는 불확실성의 회피(Uncertainty Avoidance 

Index)이다. 시민들이 불확실성, 모호성에 대하는 불편함을 측정한 

것이다. 불확실성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통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과 관련된다. 이는 이자율과 관련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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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율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도 유사하다. 불확실성에 대한 회피

가 큰 사회에서는 보다 안정적이고 확실한 것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정부의 서비스 제공과 처리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적 요인으로 위험기피도와 개인/집단주의, 권력거리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위의 법/정치체제로 구분한 것처럼 명확한 차

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위험기피도가 큰 국가군, 집단주

의적 성향, 권력집중도가 큰 국가군에서 관료, 규제, 전자정부의 영

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으며, 시간을 줄이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안정을 선호하는 문화유형에서 관료, 규제, 전자정부의 영향

이 나타난 것이다.

(3) 경제(GDP, 정부지출)

Ho & 임도빈(2012)의 정부경쟁력 개념은 제약된 자원을 바탕으

로 국가와 사회발전을 이끄는 힘이라고 요약할 수 있으며, 이를 위

해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 정부경쟁력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서 달라지고, 경제수준과 민주주의의 발전정도, 정부 정책의 변화, 

정치체제 등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에 따르면 국가 발전단계

는 발전의 기반이 다져지는 도입기와 급속도로 성장을 하는 도약기, 

그리고 어느 정도 발전이 진행되어 완만한 성장곡선을 그리는 성숙

기로 나눌 수 있다. 이는 Maslow의 욕구단계이론과도 관련이 되며, 

중요한 점은 각각의 시기에 국민에게 필요한 것을 필요한 시기에 

제공하여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효율적인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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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ns & Rauch, 1999)을 해왔으며, 이 역할이 결국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

준비기는 발전 초기단계로 주로 의식주의 기초적 욕구가 필요한 

단계이다. Ho & 임도빈(2012)은 이 준비기에 정부와 관료의 능력

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면서, 주어진 제약 조건하에서 얼마나 좋은 

성과를 나타내는가가 사회, 경제 발전의 필수요소라고 보았다. 도약

기는 준비기의 기반으로 경제성장에 초점을 두는 시기이다. 기본적 

의식주가 뒷받침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초점은 경제 활

성화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정부는 다른 국가

와의 무역 즉, 수출, 수입 증대와 시장경제의 규모를 성장시키는데 

국가 역량을 집중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은 성숙기이다. 성숙기는 경

제수준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상황으로 단순히 규모를 늘리기 

위한 정책보다도 장기 발전을 위한 질 좋은 제도와 정책의 설계에 

초점을 두는 시기이다. 또한 시민들을 정부 정책의 수동적 객체로 

보던 시각에서 능동적 주체로 변화하는 시기로 시민들의 참여와 욕

구가 구체적으로 표출되는 시기이다. 정부신뢰와 참여, 거버넌스의 

질 등의 요소가 중요해진다. 민주성과 합리성, 정부 업무 집행의 효

율성과 효과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시기이다. 이글에서는 정

부지출과 GDP를 경제수준의 변수로 보고 평균값을 중심으로 2개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경제지표인 정부지출과 GDP, 두 지표에서 나타난 경향은 흡사했

다. 정부지출이 많고 GDP 수준이 높은 국가군에서 관료의 질, 규제

의 질, 전자정부의 질이 수입시간과 수출시간을 감소시키는 결과가 

나타났다. 사업인허가 시간에서는 반대로 경제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규제의 질이 사업인허가 시간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된 것을 제

외하면 정부지출 및 경제수준과 관료, 규제, 전자정부의 질의 역할



- 152 -

과는 매우 큰 상관성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업인허가비용에

서는 관료의 질은 경제수준이 높은 국가군에서 비용감소효과가 나

타난 것에 비해서, 규제의 질은 경제수준이 낮은 국가군에서 비용감

소효과가 있었다. 

(4) 제도적 환경

다음으로 분석한 것은 제도적 환경 요인으로서 시민참여, 법의지

배, 부패, 민주주의, 권위주의이다. 시민참여가 높은 국가군에서 관

료의 질이 시간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났으며, 규제의 질은 반대로 

시민참여가 낮은 국가에서 시간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났다. 법의 지

배가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에서 관료의 질과 규제의 질이 함께 시

간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났으며, 법의 지배가 높은 국가에서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부패에 대한 억제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규제의 질이 시간을 감소시키는 결과가 나타났다. 민

주주의와 권위주의가 높은 수준의 국가군에서 관료의 질이 시간을 

감소시키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규제의 질은 반대로 민주주의와 권

위주의가 낮은 수준인 국가군에서 시간을 감소시키는 결과가 나타

났다. 이상을 종합하면 관료의 질은 시민참여, 민주주의, 권위주의의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시간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나타난 것에 비해

서, 규제는 관료의 질이 미치는 영향과는 반대의 경향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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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논의 및 결론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선행연구와 비교

Salamon(2002)은 시장효율성의 증진과 시장실패를 보정하기 위

한 핵심정책도구로서 경제규제정책을 제시했으며, 적절하고 타당한

(효율성) 규제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 글은 이러한 경제규제정책

의 효율성에 미치는 핵심 영향요인을 정책과정60)의 행위자로서 관

료, 제도로서 규제, 시스템으로서 전자정부로 보고 이들을 중심으로 

이론적 논의 및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경제규제정책으로는 사업인

허가, 수입, 수출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효율성은 서비스 소요시간과 

비용을 대상으로 하였다.

적절한 규제는 시장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부의 핵심적인 

정책도구이며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경제규제정책은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 글에서는 행위의 효율성(Simon, 1965)을 확보하기 위

해서 관료가 그 이상형(Weber, 1978)을 실현하여 전문성을 가지

고 안정적인 정책집행을 하는 관료와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합리적

이고 효율적인 제도로서의 규제(North, 1993; Salamon, 2002),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혁신을 통한 정부영역의 서비스 효율화를 

가능케 하는 전자정부(Schumpeter, 1961)를 중심으로 논의와 분

석을 진행하였다. 

60) 여기서 정책과정은 정책의제설정, 정책형성, 정책분석, 정책집행, 정책

평가의 전 과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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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규모가 커질 때 정부의 효율성이 낮아진다는 기존의 논의

는 정부 역할의 비효율성을 비판하는 근거가 되어왔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밝힌 것은 정부의 질이 좋아지면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기존의 연구가 정부의 

규모로서 정부지출과 GDP에 초점을 두고 이 요인들과 정부의 채무

나 경제성장과의 연관성을 분석한 기존의 연구와 분명한 차별점이 

있다. 또한 정부 자체의 역할을 관료, 규제, 전자정부로 세분화하여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에서는 간과하였던 부분을 

보다 세밀히 분석한 연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표 15는 

연구결과를 요약한 결과이다.61)

<표 15> 연구결과의 요약

가설 관료, 규제, 전자정부
시간 비용

사업
인허가

수입 수출
사업

인허가
수입 수출

가설 1-1. 1-2, 4 관료의 질 ・ - - ・ ・ ・
가설 2-1, 2-2, 4 규제의 질 - - - - ・ ・
가설 3-1, 3-2, 4 전자정부의 질 ・ - - ・ ・ ・
가설 1-3 관료의 질(비선형) - ・ ・ + - -
가설 2-3 규제의 질(비선형) + + + + ・ ・
가설 3-3 전자정부의 질(비선형) ・ + + + ・ ・
가설 5 관료의 질(도구변수) ・ - - ・ ・ ・
가설 5 규제의 질(도구변수) - - - ・ ・ ・
가설 5 전자정부의 질(도구변수) ・ - - ・ ・ ・
가설 6-1 관료의 질 * 규제의 질 ・ + + + ・ ・
가설 6-2 관료의 질 * 전자정부의 질 - ・ ・ ・ ・ +
     ․ 관료의 질 * 절차 ・ ・ ・ ・ ・ ・
가설 7-1 규제의 질 * 절차 ・ ・ ・ - ・ -
가설 7-2 전자정부의 질 * 절차 - - ・ - + +
cf.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만 보고하였음. +는 증가, -는 감소를 의미

61) 비용의 경우 토빗분석에서는 관료의 질이 사업인허가비용을 낮추는 

결과, 규제의 질이 수입비용과 수출비용을 낮추는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분석되었다. 부록의 표 28과 표 30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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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관료의 질은 사업인허가시간(비선형), 수입시간, 수출시간, 

수입비용(비선형), 수출비용(비선형)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관료의 질이 높다는 것의 의미는 경쟁채용과 교육훈련(Riccucci 

et al., 2008; Evan & Rauch, 1999; Nigro, Nigro, & Kellough, 

2013; Berman et al., 2012)을 통해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외부영향으로부터 독립(Ya Ni & Bretschneider, 2007; Bel, 

Hebdon & Warner, 2007; Frant, 1996; 정지수․한승희, 2014; 

Fernandez et al., 2006)되어 안정적인 정책집행이 가능함을 의미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부서비스의 효율성이 극대화(Weber, 

1978)되어, 시간과 비용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관료의 질이 높

을수록 사업인허가시간, 수입시간, 수출시간, 사업인허가비용, 수입

비용, 수출비용이 감소한 것은 시장경제의 활성화에 관료가 순기능

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업인허가시간과 수입

비용, 수출비용의 경우는 관료의 질이 낮을 때는 나타나지 않고 각

각 0.4078, 0.6027, 0.6182(범위: -1.79~+2.05: Z-Score) 보

다 높을 경우에 시간과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을 

밝혔다. 이 결과는 선형모형으로만 분석해서는 확인할 수 없는 결과

로서 관료의 질에 대한 연구에서 관료의 영향이 나타나기 위한 조

건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관료의 질이 이상의 변곡점들보다 낮은 

국가에서는 관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경쟁채용, 교육훈련, 효율적 

정책집행을 위한 정책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결과는 관료제가 비효율적, 법률만능주의, 레드테이프의 전형

적인 형태라는 du Gay(2000)의 비판, 관료들의 효율화에 대한 낮

은 의지, 업무처리의 경직성을 가진다는 Peters & Pierre(2003)의 

비판과는 다른 결과이다. 또한 경영학계의 서비스 대기시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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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nik, 1982; Whiting & Donthu, 2009;  Houston et al., 

1998; Davis & Heinke, 1998)와 규제 및 레드테이프에 의한 서

비스 시간 지연, 진입비용(Djankov, La Porta, Lopez de Silanes, 

& Shleifer, 2000; Djankov, 2009; De Soto, 2000; Dreher & 

Gassebner, 2013; LiPuma, Newbert, & Doh, 2013; Ciccone & 

Papaioannou, 2007)의 관점의 문제점을 비판할 수 있는 근거가 된

다. 관료의 질적 수준이 높아진다면 시간과 비용을 감소시키는 결과

는 관료의 역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결과이다.

둘째, 규제의 질은 사업인허가시간, 수입시간, 수출시간, 사업인허

가비용을 감소시키는 결과가 나타났다.  좋은 규제는 제도가 안정

성, 지속성, 예측가능성(North, 1993)을 가져야 하며, 시장경제 시

스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한다. 또한 각 개인과 정부 간의 거

래비용을 최소화시켜 효율성을 증가시켜야 한다. 정부가 합리적인 

규제정책을 통해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

야 하는 것이다. 또한 경제상황을 활성화(Baumol, 1990)하고, 시

장실패를 보정(Fadahunsi & Rosa, 2002)하여, 국가의 모든 영역

에 영향(Stenholm & Wuebker, 2013; Webb et al., 2009)을 미

치게 된다. 시장실패의 보정과 시장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규제

의 범위는 보다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좋

은 규제는 행정의 효율성(DPMS, 1995)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

다. 또한 규제가 시장의 여러 요인들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시

장경제가 고도화되면서 정부의 경제규제도 다양해질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규제의 질이 모든 경제규제정책의 시간과 비용을 감소시

킨 것은 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규제를 비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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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적인 것으로 보고 규제철폐와 축소가 시장효율성의 출발점으로 

보는 부정적인 시선에 대한 비판의 근거도 될 수 있다. 

문제는 규제의 질이 담보되지 않는 비효율적인 규제(Djankov, La 

Porta, Lopez, & Shleifer, 2001)의 경우이다. 불필요하고 불편한 

행정절차는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저해하며, 특히 과도한 규제는 부

패와 연관(Aidis, 2005; Boettke & Coyne, 2003; Djankov et 

al., 2002)된다. 또한 거래비용을 증가(North, 1993)시킬 수 있는 

것이다. 무역 분야에서 거래비용의 증가는 상품의 국제적 흐름에 부

정적 영향(Obsfeld & Rogoff, 2000; Deardorff, 2004)을 미친다

는 연구가 있으며, Freund & Bolaky(2008)는 무역향상에 좋은 제

도가 필요하며, Clarke(2005)는 정부 정책에 따라 수출성과가 다

라 질 수 있다고 보았다. Djankov et al.(2006)은 무역과정의 지연

현상이 무역량 자체를 줄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규제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 경제규제

정책의 효율성에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다. 또한 이 글에서는 

규제가 고도화되고 범위가 확대될 때 즉, 사업인허가시간, 수입시간 

수출시간, 사업인허가비용에서 각각 0.6625, 0.6514, 0.6840, 

0.5772(범위: -2.64~+2.04: Z-Score)의 변곡점을 지나서는 시

간과 비용이 증가되는 비선형성도 발견하였다. 규제의 범위가 증가

하면서 나타나는 이러한 증가현상은 규제의 범위 확대에 따라서 필

요한 시간과 증가라고 볼 수도 있다.62)

셋째, 전자정부의 질은 수입시간, 수출시간을 감소시키는 결과가 

나타났다. 전자정부가 제대로 기능할 경우 정보접근성 및 효율성증

가, 비용감소(Layne & Lee, 2001)의 결과와 연관되며, 거래비용

을 개선(Sprecher, 2001)할 수 있으며, 시민들이 요구하는 서비스

62)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면밀한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 158 -

를 맞춤형(Delone & McLean, 2003; Madu & Madu, 2002)으로 

제공하여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과 정부의 책임성 유지

(Fountain, 2001; Gore, 1993)가 가능해진다. 효과적인 조직운영

(Mahler & Regan, 2003), 서비스의 접근성과 효율성 증가(Yang 

& Rho, 2007), 시민의 참여와 정보 접근성 증대(Seifert & 

Peterson, 2002; Thomas & Streib, 2003), 민주주의 절차의 향

상(Forcella, 2006; Bekkers & Homburg, 2007), 정부 투명성의 

개선(Bolivar, Perez, & Hernandez, 2007), 정부신뢰의 향상

(OECD, 2003)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보았다. Wong & 

Welch(2004)의 정보개방성 확보를 통한 정부책임성의 제고, 

Welch, Hinnant, & Moon(2005), Tolbert & 

Mossberger(2006), Parent, Vandebeek, & Gemino(2005)의 시

민 만족도와 정부신뢰도의 제고도 이러한 과정에서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전자정부의 질이 향상될 경우 서비스 전달의 효율성이 증대

되는 것으로 서비스 시간이 감소되는 것이다. 반면에 전자정부는 시

간에서만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고 비용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자정부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관련 서류를 준비

하는데 시간을 단축시키기는 하지만 인허가 과정과 조사비 등의 정

부 규제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자체를 감소시키지는 못하기 때문으

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시차변수를 활용한 도구변수 분석 결과와 관료, 규제, 전자

정부의 영향력의 크기에 대한 분석이다. 시차변수를 활용한 분석결

과에서는 관료, 규제, 전자정부의 시간에 대한 영향이 경로의존적이

라는 점을 밝혔다. 즉, 지난해에 관료, 규제, 전자정부의 질이 올해

의 관료, 규제, 전자정부의 질에 영향을 미쳐서 시간을 줄이는 효과

가 있는 것이다. 어떤 국가의 관료, 규제, 전자정부가 높은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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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의 서비스 시간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관료, 규제, 전자정부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비용에서는 이와 같은 영향이 나타

나지는 않았다. 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시간과 달리 각 국가의 경제

상황과 인건비, 세율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설 4의 내용과 관련해서 사업인허가시간, 수입시간, 수출시간에 

미치는 각 변수의 영향력의 크기를 분석하였다. 모든 경우에서 영향

력의 크기를 나타내는 회귀계수 값(Coefficient)이 규제의 질>관료

의 질>전자정부의 질 순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시간을 줄이는 데

에 있어서 규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을 의미한다. 회귀계수 값

을 비교할 때 관료의 역할도 매우 크며, 상대적으로 전자정부의 역

할이 가장 작았다.

다섯째, 관료, 규제, 전자정부의 상호영향의 결과이다. 수입시간과 

수출시간에서 관료와 규제의 상호작용 결과는 +로 시간을 증가시키

는 결과가 나타났다. 관료를 중심으로 분석을 했을 때 관료의 질이 

수입과 수출시간을 줄이는 영향을 규제의 질이 영향을 미쳐서 시간

을 증가시키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규제의 질의 비선형성과 

연관해서 분석해 볼 때 규제의 질이 높아지면서 포괄해야할 규제의 

범위가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시간의 증가원인과 연관성이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비용에서는 전자정부가 증가시키는 수출비용을 관료

가 감소시키는 영향이 나타났다. 전자정부의 질이 어느 수준에 이르

기 전에는 전자정부가 수출비용을 증가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관료

가 비용을 줄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이 결과는 개도국 

등 전자정부의 구축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소요될 때 관료를 활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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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비용의 감소를 추구할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해주는 것

이기도 하다.

여섯째, 절차 및 문서의 수는 사업인허가시간, 수입시간, 수출시

간, 사업인허가비용을 모두 증가시키는 영향을 미쳤다. 반면에 수입

비용과 수출비용은 감소시키는 결과가 나타났다. 먼저 절차의 시간

소요증가와 사업인허가비용의 증가는 기존의 레드테이프에 대한 논

의처럼 외부적 환경, 조직규모, 복잡성 등의 요인으로 인해 행정조

직의 레드테이프 심화현상(Kaufman, 1977; Knott & Miller, 

1987; Pandey & DeHart-Davis, 2004; Rainey, 2003; Rainey, 

Pandey, & Bozeman, 1995)과 연결된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의 시간 증가를 규제의 질, 전자정부의 질이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즉, 절차가 발생시키는 소요시간 

증가는 규제의 질이 높을 때 사업인허가비용과 수출비용을 감소시

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자정부의 질은 사업인허가 비용은 감소

시켰지만 수입비용과 수출비용은 증가시키는 결과가 나타났다. 수입

과 수출에서는 절차가 시간은 증가시키지만 비용은 감소시키는 결

과를 나타내고 있다. 즉, 수입과 수출과 관련한 절차로서 문서의 수

는 비용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수입/수출 서비스는 관

련 규제와 관료의 역할이 중요하다. 개별 사업체 혹은 개인의 수입/

수출 물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신고 물품이 맞는지, 정확한 물

품을 컨테이너에 실었는지 등 현장 조사가 필요한 것이다. 



- 161 -

제2절 연구의 함의

1. 이론적 함의

정부규모(정부지출, 공공재 규모 등)가 커지면 정부의 채무, 경제

성장 등의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

(Alesina & Spolaore, 1997; Alesina & Wacziarg, 1998; 

Stephanie Medina & Rui, 2008)는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이 역

할을 시장이 해야 효율성이 증가한다고 보고 있다. 이 글은 시장의 

효율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의 연구가 정부의 역할을 규모

로만 보는 것의 문제점을 정부의 실제적 역할로서 관료, 규제, 전자

정부로 보고 실증분석을 통해 이를 검증하였다. 즉, 규모가 효율성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질은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이다. 효율성의 측정에 있어서도 시간과 비용이라는 

객관 데이터를 사용하여 관료, 규제, 전자정부의 직접행위의 결과로

서 보다 구체적 인과관계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기여가 있

다.

이 연구는 Weber(1978)의 이상적 관료제가 전제될 경우 정부정

책의 효율적/효과적 형성과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

하였다. 이 관료제를 구성하는 행위자로서 관료, 제도로서 규제, 시

스템으로서 전자정부를 고려하였으며,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

로서 경제규제정책(서비스)의 시간과 비용을 활용하였다. 경제규제

정책이 다른 정책에 비해서 시장실패를 보완하되 효율성이 극대화

되어야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Salamon(2002)의 논의에 따른 

것이다. 동시에 이상적 관료제의 저해요인으로 절차, 부패를 통제하

였으며, 이외에 인적자원, 경제수준, 법의 지배, 민주주의와 권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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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치적 안정성, 시민참여, 무역자유도, 무역량, 정부지출, GDP 

등의 요소를 통제하여 분석하였다. 

기존연구에서 정부의 행위의 결과로서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는 

주로 정부서비스 만족도(Welch, Hinnant & Moon, 2005; Ting, 

1997), 정부성과에 대한 인식 혹은 재정지표(Kloot &Martin, 

2000; Boix & Posner, 1998; Kravchuk & Schack, 1996), 정부

신뢰(Citlin, 1974; Miller, 1974) 등이었다. 이 지표들이 인식의 

차이에 따른 차이와 문화적/전통적 요인에 의한 차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시간과 비용을 사용한 것은 정부서비스의 효율성

을 보다 정확히 측정할 수 있으며, 인과관계도 명확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서비스의 효율성에 대한 기존의 이론적 논의들(Weber, 

1978; Simon, 1965; Salamon, 2002; North, 1993; 

Schumpeter, 1961)에서 관료, 규제, 전자정부의 중요성은 언급되

었다. 이 이론적 논의를 실증개념으로 측정하고, 이를 시간과 비용

이라는 효율성의 개념으로 분석하여 이론적 인과관계를 실증분석으

로 검증하였다.

정부의 역할에 대한 거버넌스의 논의에서는 시장의 역할에 의한 

효율성을 중심에 둔 연구들(Knack & Keefer, 1995; Kaufmann 

et al., 1999; Kaufmann & Kraay, 2002; Rodrik et al., 2004)

과 정부의 역할을 중심에 둔 연구들(World Bank, 1994; 

Camdessus, 1997; Rhodes, 1997; Kooiman, 2003; Peters, 

2001)이 있으며, 각각은 시장과 정부의 역할을 우위에 두고 국가경

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들 연구는 

거버넌스의 차원에서 시장과 정부의 역할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논의로서 주로 제도적 차원의 거시적 접근법을 선택하였

다. 이 글은 이러한 논의를 보다 구체화 시켜서 제도로서의 규제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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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행위자로서 관료와 정책도구로서 전자정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국가경제성장에 중요한 요인이 되는 정부서비스의 시

간과 비용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미가 있다.

정부기관의 질에 대한 연구는 Amsden(1989), Wade (1990), 

World Bank(1993)의 발전국가 전통을 가진 국가의 정부기관의 역

할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가 존재한다. 이들 연구는 사례분석을 통해

서 발전국가에서 정부의 역할의 중요성에 집중을 하면서 관료 엘리

트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음을 조망하였다. 선진국에 비해서 뒤떨어

져 있는 국가의 경제/산업 환경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발전계획과 정

책을 수립하여 개선하였다는 것이다. Knack & Keefer(1995), 

Mauro(1995)은 경영학적 시각에서 그 국가의 제도적 질을 측정하

여 국제적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였는가를 판단하는데 

정부기관의 질적 수준을 포함하였다. Rauch, & Evans(2000)는 정

부기관의 질에서도 특히 정부관료와 규제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

행하였다. 이들 연구는 기존의 거버넌스의 시각에서 보다 세부적인 

정부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여전히 정부의 

역할의 결과를 거시변수인 국가경제성장에 두었다는 한계가 존재한

다. 국가 차원의 경제성장은 정부의 역할 뿐만 아니라 시장의 역할

이 상존하므로, 정부의 역할만의 결과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

한다. 또한 이들 연구가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상관성을 설명한 것으

로 인과관계에 대한 실증연구가 병행할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의 역할을 세분화하고 정부의 역할

에 의한 결과로서 나타나는 시간과 비용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또

한 이 연구는 비용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경영학계

를 중심으로 일부 존재(Djankov, La Porta, Lopez de Silanes, & 

Shleifer, 2000; Djankov, 2009; De Soto, 2000)하므로,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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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에 의한 시간과 비용의 영향을 분석한 이 연구가 인과관계를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에 시간과 비용에 관한 연구는 주로 레드테이프와 부패와 관

련한 정부역할의 비효율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du 

Gay(2000), Peters & Pierre(2003), DPMS(1995), Djankov, 

La Porta, Lopez, & Shleifer(2001)의 연구들은 정부 역할의 부

정적인 측면들에 의한 비효율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레드테이프와 

부패의 부정적 영향을 강조하면서, 정부 역할의 축소를 언급하였다. 

하지만 이 주장들은 정부의 규모, 정부역할에 대한 거버넌스적 시각

의 연구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상술한 것처럼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노동경제학의 노동의 질과 노동생산성의 연구(Francie & 

Schipper, 1999; Lev, 2001; Rosenberg, 1994)들과 마찬가지로 

행위자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결과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논의를 연장하여 관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정부서비스의 효율

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된다. 이와 함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차원의 관리가 중요하며, 업무처리 환경의 개선을 위한 

기술적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할 때 정부 서

비스 이용자의 대기시간 지연(Hornik, 1982; Whiting & Donthu, 

2009;  Houston et al., 1998; Davis & Heinke, 1998)문제는 해

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때 시장부분의 효율성

도 확보되어 무역과정의 시간과 비용문제(Obsfeld & Rogoff, 

2000; Deardorff, 2004; Freund & Bolaky, 2008; Clarke, 

2005)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이론들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나아가 그 대안을 찾았으며 이를 실증

분석을 통해서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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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함의

정부의 정책형성은 국가 전체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거친다. 정

책의제설정과정에서도 정부주도, 사회주도, 복합형(정정길 외, 

2009)이 있는 것처럼 정부, 시장, 사회의 상호작용이 있는 것이다. 

다양한 정책 중에서 경제규제정책은 시장과 사회의 요구를 받아들

이면서도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것으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

하며 주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글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료의 질이다. 사업인허가의 경우 시간에 미치는 관료의 

질의 영향은 관료의 질이 낮은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고 특정 수준

을 넘을 경우에만 나타났다. 이는 수입비용과 수출비용에서도 마찬

가지로 나타난 현상이다. 즉, 관료의 질이 어느 수준을 넘어야 시간

과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 결과에 따르면 경제

규제의 효율성이 나타나지 않는 국가에서는 관료의 질을 향상시켜 

특정 수준을 넘도록 정책추진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료제의 합리성의 전제조건인 전문성, 위계성, 표

준성에 기반을 둔 민주적 구조(Aucoin, 1997)를 확보하되, 공정한 

경쟁채용과 교육훈련(Riccucci et al., 2008; Evan & Rauch, 

1999; Nigro, Nigro, & Kellough, 2013; Berman et al., 2012)

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부정적인 외부영향으로부터 독립(Ya Ni 

& Bretschneider, 2007; Bel, Hebdon & Warner, 2007; Frant, 

1996; 정지수․한승희, 2014; Fernandez et al., 2006)되어 안정적

이고 합리적인 정책추진과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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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의 채용과정에서 능력에 기반을 둔 경쟁채용을 실시하여 업무

처리 능력과 전문성을 확보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채용된 관료들에게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사회의 요구에 맞춰

서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과정, 교육훈련 등의 과정을 통해서 보다 

능력을 발전시켜야 하며, 부정적인 외부 요인 즉, 정치적 압력 등에

서 자유롭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행정업무를 형성 및 집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인사행정 정책과 정부 규제시스템의 

면밀한 설계가 필요하다. 

둘째, 규제의 질이다. 경제규제에 대한 관료의 질의 영향과는 달

리 규제의 질은 향상될수록 시간과 비용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

다. 하지만 규제의 질이 특정 수준을 넘어서면 시간과 비용이 증가

했다. 규제의 질이 변화하는 시장의 복잡성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규

제의 범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규제의 질에 대한 국가

별 정책은 상이하다. 규제의 질이 낮은 국가에서는 시장의 복잡성의 

증가에 따라서 규제의 범위가 넓어져 시간과 비용이 증가하기 전까

지는 규제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펴야할 것이다. 

경제규제정책은 경제상황을 활성화 시키거나(Baumol, 1990), 독

점 등의 시장실패를 견제하는 역할(Fadahunsi & Rosa, 2002) 등

을 통해서 국가발전과 공공정책 전반에 영향(Stenholm & 

Wuebker, 2013; Webb et al., 2009)을 미칠 수 있다. 시장이 역

사적으로 만들어 온 시장실패(Pigou, 1938)가 제대로 보완되지 않

고 관료가 포획되거나(Stigler, 1971), 산업 및 정치 부분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McChesney, 1987; De Soto, 

1990)하는 상황에서 규제는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

서 비효율적인 규제(Djankov, La Porta, Lopez., & Shleifer, 

2001; Ciccone & Papaioannou, 2007)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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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안정성, 지속성, 예측가능성(North, 1993)을 가지고 집행되

고, 모든 개인에게 평등하게 집행된다면 규제의 효율성은 극대화 될 

것이다. 

반면 규제의 질이 특정 수준을 넘어선 국가에서는 규제의 범위 증

가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증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

적 처방을 해야 할 것이다. 규제의 질은 불공정한 경쟁, 가격조정문

제, 관세차별, 과잉보호, 세금차별, 규제부담, 세금의 범위, 무역장

벽, 지방경쟁, 반독점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유, 재정자유, 사

업진입의 용이성, 공정한 경쟁, 세금이 효과성 등의 요인과 관련된

다. 이들 요인은 규제 자체의 요인보다는 시장의 건전한 자율성이 

확보되고 이를 보완하는 정치/제도적 요인과 함께 시민사회의 역할

이 함께 필요한 부분이다. 규제 효율성을 확보하면서 적절한 규제의 

범위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셋째, 전자정부의 질이다. 전자정부는 규제의 질과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수출과 수입시간을 줄이는 역할을 하지만 특정 수준을 넘어

서면 시간을 증가시키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우선 전자정부의 도

입을 통해서 각 국가의 정부는 서비스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다. 정

부서비스는 기술혁신(Schumpeter, 1961)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아

서 발전한다. 기술발전과 정부조직(Cecez-Kecmanovic et al., 

1999; Horton et al., 2001; Fleisher, 1990) 그리고 사회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 형성되는 전자정부 시스템(Fountain, 2001; 

Garson, 2000)은 행정서비스를 보다 효율적(United Nations, 

2014; Yang & Rho, 2007; Shapiro, 1999; 이종수, 2009; 김동

욱, 1996)이고, 세분화(Sen, 2011; Delone & McLean, 2003; 

Madu & Madu, 2002)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효율성과 세분화

는 정부와 시민간의 소통(Wilson, 1999; Spekman,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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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pwe, 1991)을 통해서 보다 효과적인 관계를 만드는 핵심요소

(Lewis & Talalayevsky, 2004; Hackney, Jones, & Lesch, 

2007)가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정보접근성, 성과와 효율성의 

증가, 비용의 감소, 투명성의 확보(Layne & Lee, 2001)가 가능한 

것이다. 전자정부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공하는 온라

인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

며, 전자정부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확충과 온라인 서비스의 

이용자가 온라인 참여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피드백 시

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정부가 모든 시민에게 공평하

게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전자정부의 혜택을 시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와 기반시설의 확충과 보완, 관료들

에 대한 교육과정에서 추가적 시간 소요가 발생한다. 전자정부를 구

성하는 기본적 요인이 확보된 이후 전자정부의 질이 특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현재 전자정부 시스템은 완성

단계라고 할 수 없으며, 보완이 필요한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다. 

각 국가의 정부는 전자정부의 보급으로 인한 시민들의 늘어나는 요

구와 피드백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정책적 대안을 온/오프라인

으로 동시에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연구

상술한 연구의 함의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한계점도 존재한다. 여

기에서는 연구의 한계점과 함께 이를 극복할 대안으로서 향후연구 

방향을 제시하기로 한다. 첫째, 변수의 측정문제이다. 핵심변수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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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관료의 질, 규제의 질, 전자정부의 질은 각각 PRS/EIU, 

World Bank, UN의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모두 학계에서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이다. 또한 이 글의 이론적 논의에 가장 합당한 데

이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연구자의 이론적 관점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의 객관(Hard) 데이터와 전문가 및 관료

의 주관(Soft) 데이터가 모두 적절히 반영된 것이어야 한다. 연구기

간의 확장과 함께 대상변수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요인을 더 

포함하여 측정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이 글에서 사용한 관료

의 질 변수는 인사행정의 차원이 강조된 것으로 각 국가의 공직문

화(위계질서, 집단주의, PSM) 등의 조직적 요인이 반영되지는 않은 

것으로 이후 추가 연구에서는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국

가 단위의 데이터의 수집은 많은 영향요인이 있어 어려움이 존재한

다. 전문가의 편향이 존재할 수도 있고, 자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

선이 존재할 수도 있다. 

이 글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만든 데이터이

므로 현재로서는 최선의 대안이지만 여전히 완벽한 수준의 데이터

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국가 단위의 연구는 이론의 정립과 데이터

의 수집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수반되므로 추후 장기적 시계를 가지

고 추가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종속변수인 시간과 비용의 데이터

는 World Bank에서 많은 고려를 하여 최대한 유사한 대상을 각 국

가의 가장 큰 수도에서 선택하여 기업가, 전문가, 관료 등 복수에게 

설문하여 측정한 값으로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다만 변수별로 결측

치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서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분석기간의 문제이다. 변수마다 차이는 있지만 종속변수인 

서비스 시간과 비용의 변수는 2004년부터 데이터가 존재하며, 

2014년까지 총 11년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독립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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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중에서 더 오랜 기간의 데이터가 존재하지만 종속변수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분석기간이 짧다는 것은 그만큼 

분석결과의 일반화와 외적타당성 확보에 대한 비판의 여지가 있다.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으므로, 향후에 

보다 오랜 기간이 축적되었을 때 연구를 한다면 외적타당성의 확보

에 보다 용이할 것이다. 하지만 기간상의 문제로 핵심변수의 변동성

의 문제가 존재함에도 유의미한 결과가 많이 도출된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경제규제정책의 시간과 비용뿐만 아니라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다른 정책분야의 시간과 비용을 측정할 수 있다면 

정부정책과 서비스의 효율성을 비교 분석하는데 보다 획기적 기여

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 결과에 따른 국가별 정책처방을 할 수

도 있으므로 향후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분석대상이다. 이 글이 이론에 근거하여 일반현상을 분석한

다는 점에서 국가수준의 분석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관료

제의 제도적 요소와 관료 개개인은 서로 상호작용하며, 법과 규칙에 

의해 운영되는 관료제는 관료 개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며 행동을 제

약한다(Wilson, 1989)는 관점과 합리적/법적 관료제의 가장 중요

한 특성은 공식적인 규칙(formal rule)을 관료 개개인의 특성이 개

입되지 않고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Weber, 1978; Evans & 

Rauch, 1999)이라는 관점에 기반을 두어 국가 수준분석을 진행하

였으므로 국가 단위의 일반화된 현상을 분석할 수 있지만, 각 국가

에서 나타나는 미시적인 현상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것은 다른 차원

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관료의 재량행위를 구체적으로 

측정하여 분석할 수 있다면 관료의 역할을 보다 역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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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보다 다양한 경제규제정책에 대한 분석이다. 이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을 사업인허가, 수입, 수출의 시간과 비용을 대상으로 분석

을 진행하였다. 경제규제정책은 재산등록, 분쟁조정, 세금납부 등 다

른 분야가 많다. 물론 다양한 경제규제정책의 차이를 엄밀히 분석하

고 해석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이후에는 이들 분야에 대한 추가 연

구를 통해서 경제규제정책 전반에 대한 유형분류와 특성을 연구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데이터에 결측치가 많고 사업인허가, 수입, 수출

에 비해서 누적 기간도 짧은 상황이다. 더욱이 재산등록, 분쟁조정,  

세금납부 등의 요인은 대상이 주로 국내 사업체에 초점이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차이점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서 효율성에 미치

는 영향요인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면밀히 고려하여야 한다.

다섯째, 서비스 시간과 비용의 성과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다. 줄

어들거나 늘어난 시간이 해당분야 서비스의 구체적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최적의 시간과 비용은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 서비스 별로 성과는 다를 것이다. 예를 들어 

수출과 수입에서는 무역량이 될 수 있고, 사업인허가에서는 신규 사

업체의 이윤 등의 성과가 가능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성과지표는 다음 년도의 성과를 고려해야하며, 분석모형은 동적패널

모형(system GMM)63)을 적용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63) 동적패널분석(system GMM)은 종속변수가 Lag Dependent 변수를 

사용할 경우에 사용(Arellano & Bond, 1991)할 수 있는 모형이다.  

     

   여기서 는 상수, 는 회귀계수,  는 독립변수,   는 각 개체별 

특성변수, 는 시불변 변수,  는 오차항, 는 각 국가, 는 년도를 의

미한다.   위의 모형에서    ,     라는 Lag Dependent를 사용할 

경우는     에  를 포함하게 되므로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인 

         ,          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동

적패널모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 172 -

참고문헌

권영성. (2012). 「헌법학 원론」, 서울: 법문사.
김대욱. (2012). 지방행정구역 규모가 민주성과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서

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박사학위논문.
김동욱. (1996).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행정논총」, 34(2): 89-98.
김병섭. (1996). 행정조직의 레드테이프, 「한국행정학보」, 30(2), 

1-17.
남궁근 외. (1994). 「정책분석론」 제 2판, 서울: 법문사.
민인식․최필선. (2009). STATA 패널데이터 분석. 서울: 한국 STATA 학

회.
박천오․주재현. (2007). 정부관료제와 민주주의: 정부관료제의 책임과 통제 

확보를 통한 조화의 모색. 「행정논총」, 45(1), 221-253.
배수호. (2012). 경제성장이 인프라 지출에 미치는 영향 –미국 주정부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국정관리연구」, 7(2), 43-68.
손화정. (2012). 한국지방정부 공공서비스의 효율성 측정 및 영향요인 분

석. 한양대학교 대학원 행정학박사학위논문
임도빈 외. (2008). 주택정책에 대한 시차론적 분석: 서울시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2(1): 215-235
임도빈. (2003). 시간적 관점에서 조직연구의 필요성, 「한국정책학회

보」, 12(1),  375-409.
임도빈. (2007). 시간의 개념분석, 행정학에의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2(2), 1-21.
임도빈․정지수. (2014). 행정의 사회과학화를 위한 하나의 도전?: 시간연

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4(4), 81-108.
임도빈․정지수․신혜영. (2010). 러시아의 행정개혁: 제도화, 탈제도화와 재

제도화의 관점에서, 「러시아연구」, 21(1), 231-266.
임지영. (2001). 가정간호서비스의 비용효과분석 –뇌혈관질환자를 중심으

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임현. (2012). 법의 지배와 좋은 정부. 「정부학연구」, 18(2), 29-52.
임혜경․하태수. (2015). 일반논문: 립스키 (Lipsky) 의 일선관료 이론에 

근거한 교사의 재량행위 분석: 수원지역 중학교 3학년 교사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21(1), 123-163.

정정길 외. (2011). 「행정의 시차적 접근」. 서울: 박영사.
정정길. (2002). 행정과 정책연구를 위한 시차적 접근방법. 「한국행정학

보」, 36(1), 1-19.
정지수. (2011). 정부신뢰의 영향요인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

학 석사학위논문.
정지수․한승희. (2014). 공공기관장의 출신배경이 혁신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5(1), 115-140.
조희진. (2014). 공공가치의 융합적 전환 –정부의 효율성과 시장의 책임성

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행정학박사학위논문.
주효진. (2004). 규제개혁에 대한 일선관료들의 인식유형 분석. 「한국정

책과학학회보」, 8(2), 1-22.



- 173 -

최병선. (2001). 「정부규제론」. 서울: 법문사.
홍필기. (2007) 전자정부 효율성 측정방법론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

지역정보화학회지」, 10(1), 165-191.
Ho․임도빈. (2012). 정부경쟁력(government competitiveness)의 개념정

립: 시간과 공간의 관점에서. 「행정논총」, 52(3), 1-34.

Acemoglu, D., Johnson, S., & Robinson, J. A. (2000). The colonial 
origins of comparative development: An empirical investigation 
(No. w7771).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Acemoglu, D., Johnson, S., Robinson, J. A., & Thaicharoen, Y. 
(2003). Institutional causes, macroeconomics symptoms: Volatility, 
crises, and growth.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50, 49–122.

Ades, A. F., & Glaeser, E. L. (1994). Evidence on growth, 
increasing returns and the extent of the market (No. w4714).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Afonso, A., Schuknecht, L., & Tanzi, V. (2005). Public sector 
efficiency: an international comparison. Public choice, 123(3-4), 
321-347.

Alesina, A., & Spolaore, E. (2003). The size of nations.
Alesina, A., & Wacziarg, R. (1998). Openness, country size and 

government. Journal of public Economics, 69(3), 305-321.
Alesina, A., Nouriel R. & Gerald D. C. (1997). Political Cycles and 

the Macroeconomy. MIT Press.
Alesina, A., Spolaore, E., & Wacziarg, R. (1997). Economic 

integration and political disintegration (No. w6163).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Alesina, A., Spolaore, E., & Wacziarg, R. (2005). Trade, growth and 
the size of countries. Handbook of economic growth, 1, 
1499-1542.

Amsden, A. H. (1994). Why isn't the whole world experimenting 
with the East Asian model to develop?: Review of the East Asian 
miracle. World Development, 22(4), 627-633.

Anderson, J. E., & Marcouiller, D. (2002). Insecurity and the pattern 
of trade: An empirical investigation.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4(2), 342-352.

Antunes, A. R., & Cavalcanti, T. V. D. V. (2007). Start up costs, 
limited enforcement, and the hidden economy. European Economic 
Review, 51(1), 203-224.

Arendt, H. (1958). What is authority?. Between past and future, 
105.

Aron, J. (2000). Growth and institutions: a review of the evidence. 
The World Bank Research Observer, 15(1), 99-135.

Aschauer, D. A. (1989). Does public capital crowd out private 
capital?.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24(2), 171-188.



- 174 -

Aucoin, P. (1997). The design of public organizations for the 21st 
century: why bureaucracy will survive in public management. 
Canadian Public Administration, 40(2), 290-306.

Azadegan, A., Napshin, S., & Oke, A. (2013). The influence of R&D 
partnerships on innovation in manufacturing firms: The moderating 
role of institutional attach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Operations 
& Production Management, 33(3), 248-274.

Bain, J. S. (1956). Barriers to New Competi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Barney, J. (1991). Firm resources and sustained competitive 
advantage. Journal of Management, 17(1), 99-120.

Barro, R. J., & Sala-i-Martin, X. (1990). Public finance in models 
of economic growth (No. w3362).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Barseghyan, L. (2008). Entry costs and cross-country differences 
in productivity and output. Journal of Economic Growth, 13(2), 
145-167.

Bekkers, V., & Homburg, V. (2007). The myths of e-government: 
Looking beyond the assumptions of a new and better government. 
The Information Society, 23(5), 373-382.

Bel, G., Hebdon, R., & Warner, M. (2007). Local government reform: 
Privatisation and its alternatives. Local government studies, 33(4), 
507-515.

Berman, E. M., Bowman, J. S., West, J. P., & Van Wart, M. R. 
(2012). Human resource management in public service: Paradoxes, 
processes, and problems. Sage.

Black, S.E., Strahan, P.E. (2002). Entrepreneurship and bank credit 
availability. Journal of Finance, 57, 2807–2833.

Boix, C., & Posner, D. N. (1998). Social capital: Explaining its 
origins and effects on government performance.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8(4), 686-693.

Boix, C., & Svolik, M. W. (2013). The foundations of limited 
authoritarian government: Institutions, commitment, and 
power-sharing in dictatorships. The Journal of Politics, 75(2), 
300-316.

Bolivar, M. P. R., Perez, C. C., & Hernandez, A. M. L. (2007). 
E-Government and Public Financial Reporting The Case of Spanish 
Regional Governments. The American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37(2), 142-177.

Botero, J. C., Djankov, S., La Porta, R., Lopez de Silanes, F., & 
Shleifer, A. (2004). The Regulation of Labor.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9(4), 1339-1382.

Bovens, M., & Zouridis, S. (2002). From street‐level to system‐level 
bureaucracies: how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s 
transforming administrative discretion and constitutional control.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2(2), 174-184.



- 175 -

Bozeman B. & Leish D. (1999). Red Tape and Clean Air.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9(1): 141-177.

Bozeman, B., & Bretschneider, S. (1986). Public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Theory and prescrip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6, 475-487.

Bozeman, B., Reed, P. N., & Scott, P. (1992). Red tape and task 
delays in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Administration & 
Society, 24(3), 290-322.

Brewer, G. A., & Walker, R. M. (2010). The impact of red tape on 
governmental performance: An empirical analysis.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20(1), 233-257.

Brynjolfsson, E. (1993). The productivity paradox of information 
technology. Communications of the ACM, 36(12), 66-77.

Camdessus, M. (1997). Good governance: the IMF's rol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Cameron, A. C., & Trivedi, P. K. (2010). Microeconometrics Using 
Stata.

Campbell, J. L., Hollingsworth, J. R., & Lindberg, L. N. (1991). 
Governance of the American economy (Vol. 5).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rpenter, D., Zucker, E. J., & Avorn, J. (2008). Drug-review 
deadlines and safety problems.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58(13), 1354-1361.

Cecez-Kecmanovic, D., & Webb, C. (2000). Towards a 
communicative model of collaborative web-mediated learning. 
Australasian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16(1).

Chu, Y. H., Bratton, M., Lagos, M., Shastri, S., & Tessler, M. 
(2008). Public opinion and democratic legitimacy. Journal of 
Democracy, 19(2), 74-87.

Ciccone, A., & Papaioannou, E. (2007). Red tape and delayed entry. 
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5(2‐3), 444-458.

Citrin, J. (1974). Comment: the political relevance of trust in 
governmen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8(03), 973-988.

Clarke, G. R. (2005). Beyond tariffs and quotas: why don't African 
manufacturers export more?.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3617).

Courpasson, D., & Clegg, S. (2006). Dissolving the iron cages? 
Tocqueville, Michels, bureaucracy and the perpetuation of elite 
power. Organization, 13(3), 319-343.

Coursey, D., & Norris, D. F. (2008). Models of e‐government: Are 
they correct? An empirical assessment.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8(3), 523-536.

De Mesquita, E. B., & Stephenson, M. C. (2007). Regulatory quality 
under imperfect oversigh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1(03), 605-620.



- 176 -

De Soto, H. (2000). The mystery of capital. New York: Basic 
Books.

Deardorff, D. K. (2006). Identification and assessment of 
intercultural competence as a student outcome of 
internationalization.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10(3), 241-266.

DeHart-Davis, L. (2009). Green tape: A theory of effective 
organizational rules.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9(2), 361-384.

Delone, W. H., & McLean, E. R. (2003). The DeLone and McLean 
model of information systems success: a ten-year update. Journal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19(4), 9-30.

Development. Public Management Service. (1995). Governance in 
transition: public management reforms in OECD countries. 
Organization for Economic.

Diamond, L. (1999). Developing Democracy: Toward consolidation. 
JHU Press.

Djankov, S., McLiesh, C., & Ramalho, R. M. (2006). Regulation and 
growth. Economics Letters, 92(3), 395-401.

Djankov, Simeon, Rafael La Porta, Florencio Lopez-de-Silanes, and 
Andrei Shleiler (2002). The Regulation of Entry.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777(1), 1-37.

Dreher, A., & Gassebner, M. (2013). Greasing the wheels? The 
impact of regulations and corruption on firm entry. Public Choice, 
155(3-4), 413-432.

Dunleavy, P., Margetts, H., Bastow, S., & Tinkler, J. (2008). 
Australian e-government in comparative perspective. Australian 
Political Studies Association, 43(1), 13-26.

Dunn, W. N. (1994). Public policy analysis: An introduction, 2n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Easton, D. (1953). The political system (pp. 266-306). New York: 
Knopf.

Easton, D. (1957). An approach to the analysis of political systems. 
World politics, 9(03), 383-400.

Evans, P. (2003). Hybridity as an administrative strategy: combining 
bureaucratic capacity with market signals and deliberative 
democracy. Revista del CLAD Reforma y Democracia, (25).

Evans, P., & Rauch, J. E. (1999). Bureaucracy and growth: a 
cross-national analysis of the effects of "Weberian" state 
structures on economic growt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4(5), 748-765.

Fernandez, S., Smith, C. R., & Wenger, J. B. (2007). Employment, 
privatization, and managerial choice: Does contracting out reduce 
public sector employment?.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26(1), 57.



- 177 -

Forcella, M. (2006). E-democracy: Strategies and new horizons for 
the European Union policies. Journal of E-government, 3(2), 
99-107.

Fountain, J. E. (2001). Paradoxes of public sector customer service. 
Governance, 14(1), 55-73.

Francis, J., & Schipper, K. (1999). Have financial statements lost 
their relevance?.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7(2), 319-352.

Frant, H. (1996). High-powered and low-powered incentives in the 
public sector.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6(3), 365-381.

Freund, C., & Bolaky, B. (2008). Trade, regulations, and income.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87(2), 309-321.

Garson, G. D. (2004). The promise of digital government. Digital 
government: Principles and best practices, 2-15.

Gersen, J. E., & Posner, E. A. (2007). Timing rules and legal 
institutions. Harvard Law Review, 543-589.

Giavazzi, F., & Tabellini, G. (2005). Economic and political 
liberalizations.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52(7), 1297-1330.

Gilles Deleuze(1995). 차이와 반복. 김상환 옮김, 서울: 민음사.: 
Difference and Repetition. 280-290.

Goodsell, C. T. (2003). The case for bureaucracy: A public 
administration polemic. SAGE.

Gore, A. (1993). From Red Tape to Results: Creating a Government 
That Works Better & Costs Less. Report of the National 
Performance Review.

Greene, W. H. (2012). Econometric analysis. Pearson Education 
India.

Gujarati, D. N. (2012). Basic econometrics. Tata McGraw-Hill 
Education.

Habermas, J. (2006). Political communication in media society: Does 
democracy still enjoy an epistemic dimension? the impact of 
normative theory on empirical research1. Communication theory, 
16(4), 411-426.

Hackney, R., Jones, S., & Lesch, A. (2007). Towards an 
e-Government efficiency agenda: the impac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behaviour on e-Reverse auctions in public sector 
procurement. European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16(2), 
178-191.

Hal G. Rainey(2009). Understanding and Managing Public 
Organizations 4th (eds). USA: Jossey-Bass, 273-313.

Hales, C. (2002). Bureaucracy‐lite and continuities in managerial 
work. British Journal of management, 13(1), 51-66.

Hamilton, L. (2012). Statistics with Stata: version 12. Cengage 
Learning.

Hertel, T. W., & Keeney, R. (2006). What isat Stake: The Relative 
Importance of Import Barriers, Export Subsidies, and Domestic 



- 178 -

Support. Agricultural Trade Reform and the Doha Development 
Agenda, 37.

Hiller, J. S., & Belanger, F. (2001). Privacy strategies for electronic 
government. E-government, 200, 162-198.

Ho, A., & Coates, P. (2004). Citizen-initiated performance 
assessment: The initial Iowa experience. Public Performance & 
Management Review, 27(3), 29-50.

Ho, Y. P., & Wong, P. K. (2007). Financing, regulatory costs and 
entrepreneurial propensity. Small Business Economics, 28(2-3), 
187-204.

Hofstede G. (2001). Culture’s Consequences: Comparing Values, 
Behaviors,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Across Nations.  Second 
Edition,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Hofstede G., Hofstede G. J., & Minkov M. (2010).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Revised and Expanded 3rd 
Edition. New York: McGraw-Hill.

Howell, L. D. (Ed.). (2001). Political Risk Assessment: Concept, 
Method, and Management. Political Risk Services.

Huselid, M. A. (1995). The impact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practices on turnover, productivity, and corporate financial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8(3), 635-672.

Iwanow, T., & Kirkpatrick, C. (2007). Trade facilitation, regulatory 
quality and export performance.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19(6), 735-753.

Jensen, M., & Nordas, H. (2004). Institutions, trade policy and trade 
flows. Centre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discussion paper, 4418. 
London: CEPR. 

Johnson, S., Kaufmann, D., & Zoido-Lobaton, P. (1998). Regulatory 
discretion and the unofficial economy. American Economic Review, 
88(2), 387-392.

Jones, C., Hesterly, W. S., & Borgatti, S. P. (1997). A general 
theory of network governance: Exchange conditions and social 
mechanism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2(4), 911-945.

Kampen, J. K., Snijkers, K., & Bouckaert, G. (2005). Public 
priorities concerning the development of e-government in 
Flanders. Social Science Computer Review, 23(1), 136-139.

Kaufmann, D., & Kraay, A. (2002). Governance matters II: Update 
indicators for 2000/2001, working paper #2772.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Kaufmann, D., Kraay, A., & Mastruzzi, M. (2007). Governance 
matters VI: governance indicators for 1996-2006.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4280).

Kaufmann, D., Kraay, A., & Mastruzzi, M. (2009). Governance 
matters VIII: aggregate and individual governance indicators, 
1996-2008.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4978).



- 179 -

Kaufmann, D., Kraay, A., & Mastruzzi, M. (2011). The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methodology and analytical issues. Hague 
Journal on the Rule of Law, 3(2), 220-246.

Kaufmann, D., Kraay, A., & Zoido-Lobaton, P. (1999). Governance 
matters, working paper #2196.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Kaynak, E., Tatoglu, E., & Kula, V. (2005). An analysis of the 
factors affecting the adoption of electronic commerce by SMEs: 
Evidence from an emerging market. International Marketing 
Review, 22(6), 623-640.

Kerwin, C. M., & Furlong, S. R. (1992). Time and rulemaking: An 
empirical test of theory.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2(2), 113-138.

Kettl, D. F. (2005). The global public management revolution. 
Brookings Institution Press.

Kim, S. (2010). Public trust in government in Japan and South 
Korea: Does the rise of critical citizens matter?.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70(5), 801-810.

Kim, S., Paik, W., & Lee, C. (2014). Does bureaucracy facilitate the 
effect of information technology (IT)?. International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19(3), 219-237. 

King, R. G., & Rebelo, S. (1990). Public policy and economic 
growth: developing neoclassical implications (No. w3338).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Kingdon, J. W. (2002). 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 
2nd(eds). 21-71. Addison-Wesley.

Kloot, L., & Martin, J. (2000). Strategic performance management: A 
balanced approach to performance management issues in local 
government. Management Accounting Research, 11(2), 231-251.

Knack, S. F. (2002). Social capital and the quality of government: 
Evidence from the Stat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6(4), 772-785.

Knack, S., & Keefer, P. (1995). Institutions and economic 
performance: cross country tests using alternative institutional 
measures. Economics & Politics, 7(3), 207-227.

Kooiman, J. (2003). Governing as Governance. Sage.
Kravchuk, R. S., & Schack, R. W. (1996). Designing effective 

performance-measurement systems under the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of 1993.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6(4), 348-358.

Kuhn, T. S. (2012).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La Porta, R., Lopez de Silanes, F., Shleifer, A., & Vishny, R. W. 
(1998). Law and financ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6(6), 
1113–1155.



- 180 -

La Porta, R., Lopez de Silanes, F., Shleifer, A., & Vishny, R. W. 
(1999). The quality of government. Journal of Law, Economics, 
and Organization, 15, 222–279.

Lane, J. E. (Ed.). (1997). Public sector reform: rationale, trends and 
problems. Sage.

Lane, P. R. (2003). The cyclical behaviour of fiscal policy: evidence 
from the OECD.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7(12), 2661-2675.

Lavertu, S., & Yackee, S. W. (2014). Regulatory delay and 
rulemaking deadlines.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24(1), 185-207.

Layne, K., & Lee, J. (2001). Developing fully functional 
E-government: A four stage model. Government Information 
Quarterly, 18(2), 122-136.

Lee, J. & Ya-peng Z. (2006). Urban governance, neoliberalism and 
housing reforms in China, The Pacific Review, 19(1): 39-61.

Leibenstein, H. (1966). Allocative efficiency vs." X-efficiency".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56(3), 392-415.

Lev, B. (2000). Intangibles: Management, measurement, and 
reporting. Brookings Institution Press.

Levinson, A. (1998). Balanced budgets and business cycles: 
Evidence from the states. National Tax Journal, 51(4), 715-732.

Lijphart, A. (2012). Patterns of democracy: Government forms and 
performance in thirty-six countries. Yale University Press.

Lipsky, M. (2010). Street-Level Bureaucracy, 30th Ann. Ed.: 
Dilemmas of the Individual in Public Service. Russell Sage 
Foundation.

LiPuma, J. A., Newbert, S. L., & Doh, J. P. (2013). The effect of 
institutional quality on firm export performance in emerging 
economies: a contingency model of firm age and size. Small 
Business Economics, 40(4), 817-841.

Loayza, N. V., Ranciere, R., Serven, L., & Ventura, J. (2007). 
Macroeconomic volatility and welfare in developing countries: An 
introduction. World Bank Economic Review, 21(3), 343–357.

Lowi, T. J. (1972). Four systems of policy, politics, and choic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298-310.

Lubbers, J. S. (2006). A guide to federal agency rulemaking. 
American Bar Association.

Lucas, R. E. (1988). On the mechanics of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22(1), 3-42.

Madu, C. N., & Madu, A. A. (2002). Dimensions of e-qua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y & Reliability Management, 19(3), 
246-258.

Mahler, J., & Regan, P. M. (2003). Developing intranets for agency 
management. Public Performance & Management Review, 26(4), 
422-432.



- 181 -

Marschall, M. J., & Stolle, D. (2004). Race and the city: 
Neighborhood context and the development of generalized trust. 
Political Behavior, 26(2), 125-153.

Mauro, P. (1995). Corruption and growth.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0(3), 681-712.

McLoughlin, I., & Cornford, J. (2006). Transformational change in 
the local state? Enacting e-government in English local authorities. 
Journal of Management & Organization, 12(03), 195-208.

Meier, K. J. (1980). Measuring Organizational Power: Resources and 
Autonomy of Government Agencies. Administration & Society, 
12(3): 357-375.

Meier, K. J. (1997). Bureaucracy and democracy: The case for 
more bureaucracy and less democracy.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7(3), 193-199.

Miller, A. H. (1974). Political issues and trust in government: 1964–
1970.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8(3), 951-972.

Mitchell, M. N. (2008). A visual guide to Stata graphics. Stata 
Press.

Mitchell, M. N. (2012). Interpreting and visualizing regression 
models using Stata. Stata Press books.

Moon, M. J., & Bretschneiber, S. (2002). Does the perception of red 
tape constrain IT innovativeness in organizations? Unexpected 
results from a simultaneous equation model and implications.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2(2), 
273-292.

Naff, K. C., Riccucci, N. M., & Freyss, S. F. (2013). Personnel 
management in government: Politics and process. CRC Press.

Nee, V., & Opper, S. (2009). Bureaucracy and Financial Markets. 
Kyklos, 62(2), 293-315.

Newell, S., Scarbrough, H., & Swan, J. (2001). From global 
knowledge management to internal electronic fences: Contradictory 
outcomes of intranet development. British Journal of Management, 
12(2), 97-111.

Newton, K. (1999). Social capital and democracy in modern Europe. 
Social capital and European democracy, 3, 24.

Nigro, L., Nigro, F., & Kellough, J. (2013). The new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Cengage Learning.

Niskanen, W. A. (1974). Bureaucracy and representative 
government. Transaction Publishers.

Nistotskaya, M., & Cingolani, L. (2015). Bureaucratic Structure, 
Regulatory Quality, and Entrepreneurship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Cross-Sectional and Panel Data Evidence.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muv026.

Nordas, H. K., Pinali, E., & Grosso, M. G. (2006). Logistics and time 
as a trade barrier.



- 182 -

Norris, D. F., & Reddick, C. G. (2013). Local e‐government in the 
United States: transformation or incremental chang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73(1), 165-175.

Norris, P. (2002). Democratic phoenix: Reinventing political activism. 
Cambridge University Press.

North, D. C. (1990).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North, D. C. (1993). Institutions and credible commitment. Journal of 
Institutional and Theoretical Economics (JITE)/Zeitschrift f�r die 
gesamte Staatswissenschaft, 11-23.

Obstfeld, M., & Rogoff, K. (2000). New directions for stochastic 
open economy model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50(1), 
117-153.

O'Donnell, G. A. (2004). Why the rule of law matters. Journal of 
Democracy, 15(4), 32-46.

OECD. (1995).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f the OECD on 
Improving the Quality of Government Regulation. Paris: OECD.

OECD. (2006). Cutting Red Tape : National strategies for 
Administration Simplification.

Olsen, J. P. (2006). Maybe it is time to rediscover bureaucracy.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6(1), 1-24.

O'Neill, R. (2009). The transformative impact of e-government on 
public governance in New Zealand. Public Management Review, 
11(6), 751-770.

Osborne, D., & Gaebler, T. (1992). Reinventing government: How 
the entrepreneurial spirit is transforming government. Reading 
Mass. Adison Wesley Public Comp.

Osborne, D., & Plastrik, P. (1997). Banishing Bureaucracy: The Five 
Strategies for Reinventing Government.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Inc., 1 Jacob Way, Reading, MA 01867.

Pandey, S. K., & Bretschneider, S. I. (1997). The impact of red 
tape's administrative delay on public organizations' interest in new 
information technologies.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7(1), 113-130.

Pandey, S. K., & Rainey, H. G. (2006). Public managers' perceptions 
of organizational goal ambiguity: Analyzing alternative models. 
International Public Management Journal, 9(2), 85-112.

Papadomichelaki, X., & Mentzas, G. (2009). A multiple-item scale 
for assessing e-government service quality. In Electronic 
Government (pp. 163-175). Springer Berlin Heidelberg.

Paul J. DiMaggio & Walter W. Powell. (1983). The Iron Cage 
Revisited: Institutional Isomorphism and Collective Rationality in 
Organizational Field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8(2): 
147-160.



- 183 -

Persson, T. (2005). Forms of democracy, policy and economic 
development (No. w11171).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Peters, B. G. (2001). The future of governing. Univ Pr of Kansas.
Peters, B. G., & Pierre, J. (1998). Governance without government? 

Rethinking public administratio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8(2), 223-243.

Peterson, E., & Seifert, J. (2002). Expectation and challenges of 
emergent electronic government: The promise of all things E. 
Perspectives on global development and technology.

Phelps, R., & Mok, M. (1999). Managing the risks of intranet 
implementation: an empirical study of user satisfaction.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14(1), 39-52.

Pierson, Paul(2004). Politics in Time: History, Institutions, and 
Social Analysis.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Porter, M. E. (1990).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 New 
York : The Free Press. 마이클 포터의 국가경쟁력 우위. 문휘창 옮김. 
21세기북스

Posner, R. A. (1974). Theories of economic regulation.
Powell, W. (2003). Neither market nor hierarchy. The sociology of 

organizations: classic, contemporary, and critical readings, 315, 
104-117.

Przeworski, A. (1991). Democracy and the market: Political and 
economic reforms in Eastern Europe and Latin America. Cambridge 
University Press.

Przeworski, A. (2000). Democarcy and development: political 
institutions and well-being in the world, 1950-1990 (Vol. 3). 
Cambridge University Press.

Przeworski, A., & Maravall, J. M. (2003).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Vol. 5). Cambridge University Press.

Putnam, R. D. (1995).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6(1), 65-78.

Quintin, E. (2002). Contract enforcement and the size of the 
unofficial economy. Mimeo, Federal Reserve Bank of Dallas.

Ram, R. (1986). Government size and economic growth: A new 
framework and some evidence from cross-section and time-series 
data.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76(1), 191-203.

Ranjan, P., & Lee, J. Y. (2007). Contract enforcement and 
international trade. Economics & Politics, 19(2), 191-218.

Rauch, J. E., & Evans, P. B. (2000). Bureaucratic structure and 
bureaucratic performance in less developed countrie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75(1), 49-71.

Rhodes, R. A. (1997). From marketization to diplomacy: It's the mix 
that matters. Public Policy and Administration, 12(2), 31-50.

Rhodes, R. A. (1997). Understanding governance: policy networks, 
governance, reflexivity and accountability. Open University Press.



- 184 -

Rhodes, R. A. (2000). Governance and public administration (pp. 
54-90). Debating Governance: Authority, Steering and Democrac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Riccucci et al. (2008). Personnel Management in Government: 
Politics and Process (6th ed.)

Riggs Fred, W. (1964). Administr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The 
Theory of Prismatic Society.

Riggs, F. W. (1966). Thailand: The modernization of a bureaucratic 
polity (pp. 368-70). Honolulu: East-West Center Press.

Ripley, R. B., & Franklin, G. A. (1986). Policy implementation and 
bureaucracy. Brooks/Cole.

Rodrik, D. (1996). Why do more open economies have bigger 
governments? (No. w5537).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Rodrik, D., Subramanian, A., & Trebbi, F. (2004). Institutions rule: 
the primacy of institutions over geography and integration in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Economic Growth, 9(2), 
131-165.

Rosenau, J. N., & Czempiel, E. O. (Eds.). (1992). Governance 
without government: orde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Vol. 4).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Rothstein, B., & Teorell, J. (2008). What is quality of government? 
A theory of impartial government institutions. Governance, 21(2), 
165-190.

Rubin, I. S. (1994). Early budget reformers: democracy, efficiency, 
and budget reforms. The American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24(3), 229-252.

Sala-i-Martin, X., & Sachs, J. (1991). Fiscal federalism and 
optimum currency areas: evidence for Europe from the United 
States (No. w3855).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Salamon, L. M. (Ed.). (2002). The tools of government: A guide to 
the new governance. Oxford University Press.

Santos, J. (2003). E-service quality: a model of virtual service 
quality dimensions. Managing Service Qu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13(3), 233-246.

Selaya, P., & Thiele, R. (2009). The impact of aid on bureaucratic 
quality: does the mode of delivery matter? (No. 1494). Kiel 
working paper.

Sen, A. (2011). The idea of justice. Harvard University Press.
Simon, H. A. (1965). Administrative Behavior (Vol. 4). New York: 

Free Press.
Solow, R. M. (1956). A contribution to the theory of economic 

growth.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70(1), 65-94.
Srithongrung, A. (2008). The impacts of state capital management 

programs on state economic performance. Public Budgeting & 
Finance, 28(3), 83-107.



- 185 -

Stenholm, P., Acs, Z. J., & Wuebker, R. (2013). Exploring 
country-level institutional arrangements on the rate and type of 
entrepreneurial activity.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8(1), 
176-193.

Stephanie Medina, C., & Rui, O. (2008). Big Government, High Debt, 
and Fiscal Adjustment in Small States. IMF Working Papers.

Stewart, J., & Kringas, P. (2003). Change management: strategy and 
values in six agencies from the Australian public servic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75-688.

Stigler, G. J. (1971). The theory of economic regulation. The Bell 
journal of economics and management science, 2(1), 3-21.

Summers, R., & Heston, A. (1984). Improved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real product and its composition: 1950–1980. 
Review of Income and wealth, 30(2), 207-219.

Tamanaha, B. Z. (2004). On the rule of law: History, politics, 
the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Tarschys, D. (2001). Wealth, values, institutions: Trends in 
government and governance. Governance in the 21st Century, 27, 
41.

Tat‐Kei Ho, A. (2002). Reinventing local governments and the e‐
government initiativ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2(4), 
434-444.

Thomas, J. C., & Streib, G. (2003). The new face of government: 
citizen‐initiated contacts in the era of e‐government.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3(1), 83-102.

Ting, Y. (1997). Determinants of job satisfaction of federal 
government employees. Public Personnel Management, 26(3), 
313-334.

Tolbert, C. J., & Mossberger, K. (2006). The effects of e‐
government on trust and confidence in government.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6(3), 354-369.

Torres, L., Pina, V., & Royo, S. (2005). E-government and the 
transform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s in EU countries: Beyond 
NPM or just a second wave of reforms?. Online Information 
Review, 29(5), 531-553.

Tschan et al.(2008). Temporal aspects of processes in ad-hoc 
groups, in Robert A. Roe et al.(eds) Time in Organizational 
Research, 42-45. Routledge.

Tsebelis, Gge. (2002). 거부권 행사자. 문우진 역. 17-65, 서울: 후마니
타스: Veto Players How Political Institutions Work, Princeton 
University Press, 17-65.

Tsibouris, C., Mark, H, Mark J. Flanagan, & Wojciech M. (2006). 
Experience with Large Fiscal Adjustments. IMF Occasional Paper 
No. 246 (Washington: International Monetary Fund).

United Nations. (2014). United Nations E-Government Survey 2014. 
United Nations: New York.



- 186 -

Van de Walle, S. (2004). Context-specific images of the 
archetypical bureaucrat: persistence and diffusion of the 
bureaucracy stereotype, Public Voices, 7(1), 3-12.

Van de Walle, S. (2005). Measuring Bureaucratic Quality in 
Governance Indicators. Study Group on Productivity and Quality in 
the Public Sector, Bern.

Van Rijckeghem, C., & Weder, B. (2001). Bureaucratic corruption 
and the rate of temptation: do wages in the civil service affect 
corruption, and by how much?.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65(2), 307-331.

Wade, R. (1990). Governing the market: Economic theory and the 
role of government in East Asian industrializa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Walkenhorst, P., & Yasui, T. (2005). Benefits of trade facilitation: a 
quantitative assessment. Quantitative Measures for Assessing the 
Effects of Non-Tariff Measures and Trade Facilitation.

Walsh, K. (1991). Quality and public services. Public Administration, 
69(4), 503-514.

Weibel, A., Rost, K., and Osterloh, M. (2010). Pay for Performance 
in the Public Sector-Benefits an (Hidden) Costs.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20(2), 387-412.

Welch, E. W., & Pandey, S. K. (2007). E-government and 
bureaucracy: Toward a better understanding of intranet 
implementation and its effect on red tape.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7(3), 379-404.

Welch, E. W., Hinnant, C. C., & Moon, M. J. (2005). Linking citizen 
satisfaction with e-government and trust in government.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5(3), 371-391.

West, D. M. (2005). Digital government: Technology and public 
sector performance. Princeton University Press.

Wiengarten, F., Bhakoo, V., & Gimenez, C. (2015). The impact of 
host country regulatory quality on the value creation process in 
e-business supply chains. International Journal of Production 
Research, 53(16), 1-16.

Williamson, O. E. (1981). The economics of organization: The 
transaction cost approach.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7(3), 
548-577.

Wilson, J. Q. (1989). Bureaucracy: What government agencies do 
and why they do it. Basic Books.

Wong, W., & Welch, E. (2004). Does e‐government promote 
accountability? A comparative analysis of website openness and 
government accountability. Governance, 17(2), 275-297.

Woods, N. (2000). The challenge of good governance for the IMF 
and the World Bank themselves. World Development, 28(5), 
823-841.



- 187 -

Wooldridge, J. (2012). Introductory econometrics: A modern 
approach. Cengage Learning.

World Bank. (1994). Governance: the World Bank's experience. 
World Bank.

Ya Ni, A., & Bretschneider, S. (2007). The Decision to Contract 
Out: A Study of Contracting for E‐Government Services in State 
Government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7(3), 531-544.

Yackee, J. W., & Yackee, S. W. (2010). Is agency rulemaking 
‘ossified’? Testing congressional, presidential, and judicial 
procedural constraints.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20, 261-82.

Yang, K., & Holzer, M. (2006). The performance–trust link: 
Implications for performance measurement.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6(1), 114-126.

Yang, Z., Peterson, R. T., & Cai, S. (2003). Services quality 
dimensions of Internet retailing: an exploratory analysis. Journal of 
Services Marketing, 17(7), 685-700.

Yates, D. (1982). Bureaucratic democracy: The search for 
democracy and efficiency in American government. Harvard 
University Press.

Zhu, K., & Kraemer, K. L. (2005). Post-adoption variations in usage 
and value of e-business by organizations: cross-country evidence 
from the retail industry.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16(1), 
61-84.

Zhu, K., Kraemer, K. L., & Dedrick, J. (2004). Information 
technology payoff in e-business environments: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on value creation of e-business in the financial 
services industry. Journal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21(1), 17-54.

Zouridis, S. (2002). From street-level to system-level 
bureaucracie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2(2), 174-184.

Zucker, L. G. (1977). The role of institutionalization in cultural 
persistenc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2(5), 726-743.



- 188 -

부록
<표 16> 사업인허가시간 단계분석

사업인허가시간
관료의 질 -3.338 -0.359 -0.368 1.823 1.904 -0.509 -0.984 -1.486 -1.680 -1.701 -1.301 -1.452 -2.348 -2.301 -2.652 -2.881

(4.349) (4.367) (4.420) (4.321) (4.480) (3.593) (3.640) (3.639) (3.640) (3.642) (3.708) (3.751) (3.870) (3.897) (3.920) (3.938)

규제의 질 -20.68*** -20.64*** -15.96*** -15.94*** -9.581** -9.764** -9.229** -9.342** -9.467** -8.966** -11.61*** -12.94*** -12.81*** -13.14*** -13.08***

(4.737) (4.815) (4.777) (4.788) (3.973) (3.980) (4.033) (4.032) (4.041) (4.133) (4.238) (4.381) (4.455) (4.476) (4.479)

전자정부의 질 -2.895 -1.744 -1.745 -1.855 -1.852 -2.047 -2.019 -2.017 -1.914 -1.718 -1.537 -1.798 -1.659 -1.746

(1.872) (1.832) (1.833) (1.470) (1.470) (1.463) (1.462) (1.463) (1.474) (1.493) (1.501) (1.524) (1.528) (1.535)

절차 3.671*** 3.671*** 4.227*** 4.233*** 4.138*** 4.139*** 4.138*** 4.127*** 4.150*** 4.105*** 3.973*** 3.990*** 4.008***

(0.440) (0.440) (0.356) (0.357) (0.356) (0.356) (0.356) (0.357) (0.367) (0.371) (0.381) (0.382) (0.383)

부패억제 -0.509 2.479 2.773 3.250 2.737 2.911 2.892 1.558 3.103 1.563 1.549 2.083

(7.352) (5.886) (5.898) (5.860) (5.869) (5.882) (5.884) (5.951) (6.008) (6.176) (6.228) (6.287)

민주주의 0.864 1.048* 1.681*** 1.788*** 1.778*** 1.776*** 1.233** 1.249* 1.353** 1.293** 1.259*

(0.529) (0.575) (0.605) (0.610) (0.611) (0.611) (0.622) (0.647) (0.652) (0.654) (0.657)

권위주의(R) -0.711 -1.359 -1.360 -1.335 -1.322 -0.928 -0.787 -1.061 -1.037 -1.020

(0.863) (0.881) (0.881) (0.882) (0.883) (0.885) (0.906) (0.927) (0.927) (0.928)

시민참여 -2.207 -1.851 -1.828 -1.707 -0.140 -0.584 -2.278 -2.254 -2.183

(2.149) (2.164) (2.165) (2.176) (2.200) (2.232) (2.313) (2.314) (2.317)

정치적안정성 -16.13 -17.41 -17.33 -14.66 -23.63* -27.15** -27.58** -27.85**

(11.95) (12.22) (12.23) (12.32) (13.10) (13.51) (13.52) (13.53)

법의지배 7.618 7.248 -3.850 -4.568 -3.625 -4.198 -4.111

(15.23) (15.25) (15.37) (15.49) (15.56) (15.58) (15.58)

logGDP -1.790 -2.898 -4.310 0.0671 -21.90 -21.38

(3.071) (3.116) (3.203) (3.639) (20.92) (20.95)

인구밀도 1.949*** 2.023*** 2.150*** 2.217*** 2.214***

(0.444) (0.448) (0.456) (0.461) (0.462)

무역자유도 -0.127 -0.179* -0.180* -0.184*

(0.0985) (0.104) (0.104) (0.104)

log무역량 13.33** 13.92** 13.88**

(5.494) (5.517) (5.519)

log정부지출 22.07 21.44

(20.54) (20.57)

인적자원 12.74

(20.06)

상수 50.53*** 54.87*** 54.98*** 18.19*** 18.36*** -7.973 -3.043 -0.996 9.553 5.582 51.00 23.46 72.42 -92.49 -98.10 -104.3

(1.881) (2.114) (2.128) (4.813) (5.438) (5.018) (7.809) (7.782) (11.02) (13.59) (79.12) (82.18) (84.52) (107.2) (107.6) (108.1)

관측치 1,236 1,236 1,211 1,201 1,201 1,019 1,019 1,013 1,013 1,013 1,012 956 940 919 918 918

R-sq 0.172 0.186 0.187 0.238 0.238 0.367 0.368 0.365 0.366 0.366 0.366 0.367 0.376 0.370 0.371 0.371

국가수 134 134 131 130 130 124 124 123 123 123 122 114 113 111 111 111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Hausman Test를 통해서 고정효과모형으로 보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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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수입시간 단계분석

수입시간
관료의 질 -3.856*** -3.356*** -3.388*** -3.313*** -3.010*** -3.558*** -3.612*** -3.723*** -3.689*** -3.664*** -3.172*** -3.388*** -3.153** -3.015** -2.930** -2.853**

(1.058) (1.069) (1.076) (1.047) (1.078) (1.162) (1.175) (1.188) (1.188) (1.189) (1.195) (1.241) (1.249) (1.269) (1.275) (1.282)

규제의 질 -3.238*** -3.191*** -2.914** -2.848** -2.813** -2.838** -3.057** -2.968** -2.913** -2.281* -3.300** -3.511** -3.609** -3.628** -3.647**

(1.152) (1.164) (1.133) (1.135) (1.287) (1.290) (1.323) (1.326) (1.328) (1.339) (1.415) (1.424) (1.463) (1.470) (1.471)

전자정부의 질 -1.204*** -1.091*** -1.094*** -1.499*** -1.495*** -1.476*** -1.489*** -1.480*** -1.354*** -1.397*** -1.345*** -1.321*** -1.334*** -1.313***

(0.427) (0.416) (0.416) (0.446) (0.446) (0.448) (0.449) (0.449) (0.449) (0.466) (0.456) (0.466) (0.467) (0.468)

절차 1.083*** 1.067*** 1.167*** 1.166*** 1.165*** 1.159*** 1.168*** 1.165*** 1.148*** 1.127*** 1.107*** 1.105*** 1.106***

(0.145) (0.146) (0.144) (0.144) (0.144) (0.144) (0.145) (0.144) (0.147) (0.144) (0.146) (0.146) (0.146)

부패억제 -2.101 -2.803 -2.774 -2.865 -2.772 -2.833 -2.846 -2.531 -2.175 -2.543 -2.707 -2.813

(1.776) (1.938) (1.941) (1.950) (1.953) (1.954) (1.945) (2.020) (1.985) (2.071) (2.090) (2.100)

민주주의 0.161 0.189 0.177 0.153 0.169 0.179 0.0517 0.435** 0.432** 0.441** 0.451**

(0.166) (0.188) (0.198) (0.200) (0.200) (0.200) (0.210) (0.215) (0.219) (0.220) (0.221)

권위주의(R) -0.0840 -0.0569 -0.0563 -0.0501 -0.0518 0.0790 -0.206 -0.217 -0.217 -0.227

(0.263) (0.272) (0.272) (0.272) (0.270) (0.281) (0.282) (0.291) (0.291) (0.292)

시민참여 0.555 0.470 0.458 0.629 1.161 1.089 1.208 1.212 1.189

(0.710) (0.715) (0.715) (0.714) (0.748) (0.736) (0.771) (0.771) (0.773)

정치적안정성 4.149 5.045 4.209 5.119 8.527* 8.871* 9.071* 9.179*

(4.226) (4.341) (4.329) (4.466) (4.483) (4.713) (4.724) (4.730)

법의지배 -4.478 -5.792 -6.529 -8.304* -8.253 -8.205 -8.268

(4.947) (4.944) (5.106) (5.004) (5.088) (5.094) (5.097)

logGDP -2.986*** -3.094*** -2.643** -3.305*** 1.756 1.572

(1.020) (1.061) (1.051) (1.197) (6.471) (6.482)

인구밀도 0.384** 0.368** 0.346** 0.344** 0.346**

(0.150) (0.148) (0.152) (0.154) (0.155)

무역자유도 -0.118*** -0.120*** -0.121*** -0.120***

(0.0333) (0.0349) (0.0350) (0.0350)

log무역량 -1.885 -1.961 -1.964

(1.760) (1.769) (1.770)

log정부지출 -5.011 -4.796

(6.314) (6.328)

인적자원 -3.494

(6.118)

상수 27.47*** 28.10*** 23.34*** 15.54*** 16.38*** 19.86*** 20.40*** 20.26*** 17.50*** 19.50*** 94.60*** 85.74*** 81.83*** 107.5*** 106.4*** 108.3***

(0.382) (0.441) (0.501) (1.145) (1.347) (1.720) (2.417) (2.423) (3.713) (4.319) (26.01) (27.67) (27.36) (34.52) (34.70) (34.88)

관측치 1,132 1,132 1,109 1,109 1,109 932 932 927 927 927 926 872 859 838 837 837

R-sq 0.284 0.290 0.296 0.334 0.335 0.357 0.357 0.358 0.358 0.359 0.366 0.373 0.391 0.392 0.393 0.393

국가수 134 134 131 131 131 125 125 124 124 124 123 115 114 112 112 112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Hausman Test를 통해서 고정효과모형으로 보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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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수출시간 단계분석

수출시간
관료의 질 -3.286*** -2.900*** -2.909*** -2.778*** -2.592*** -2.448*** -2.458*** -2.676*** -2.659*** -2.635*** -2.031** -2.159** -1.628* -1.635* -1.628* -1.526*

(0.774) (0.782) (0.785) (0.764) (0.787) (0.849) (0.859) (0.865) (0.865) (0.865) (0.861) (0.895) (0.868) (0.882) (0.886) (0.891)

규제의 질 -2.504*** -2.507*** -2.725*** -2.679*** -2.610*** -2.614*** -3.110*** -3.067*** -3.012*** -2.229** -2.835*** -3.178*** -3.330*** -3.394*** -3.417***

(0.842) (0.849) (0.827) (0.828) (0.942) (0.945) (0.964) (0.967) (0.967) (0.966) (1.022) (0.991) (1.018) (1.023) (1.023)

전자정부의 질 -0.925*** -0.852*** -0.853*** -1.055*** -1.054*** -1.009*** -1.015*** -1.007*** -0.853*** -0.882*** -0.832*** -0.820** -0.810** -0.783**

(0.312) (0.304) (0.304) (0.326) (0.326) (0.326) (0.327) (0.326) (0.323) (0.336) (0.317) (0.324) (0.324) (0.325)

절차 1.470*** 1.452*** 1.566*** 1.565*** 1.554*** 1.556*** 1.550*** 1.525*** 1.515*** 1.503*** 1.509*** 1.511*** 1.503***

(0.200) (0.201) (0.200) (0.201) (0.200) (0.201) (0.201) (0.198) (0.202) (0.190) (0.194) (0.194) (0.194)

부패억제 -1.288 -2.471* -2.466* -2.689* -2.639* -2.715* -2.744* -2.694* -2.729** -2.575* -2.664* -2.811*

(1.296) (1.417) (1.419) (1.420) (1.422) (1.423) (1.402) (1.458) (1.381) (1.441) (1.455) (1.461)

민주주의 -0.0227 -0.0176 -0.0867 -0.0982 -0.0818 -0.0693 -0.182 0.265* 0.245 0.241 0.254*

(0.121) (0.137) (0.144) (0.145) (0.146) (0.144) (0.152) (0.150) (0.153) (0.153) (0.153)

권위주의(R) -0.0151 0.0854 0.0857 0.0918 0.0890 0.212 -0.182 -0.153 -0.151 -0.166

(0.192) (0.198) (0.198) (0.198) (0.195) (0.202) (0.196) (0.202) (0.202) (0.203)

시민참여 1.328** 1.286** 1.276** 1.486*** 1.870*** 1.971*** 2.121*** 2.121*** 2.092***

(0.517) (0.521) (0.521) (0.515) (0.540) (0.512) (0.536) (0.536) (0.537)

정치적안정성 1.986 2.895 1.863 2.269 5.065 6.221* 6.228* 6.372*

(3.074) (3.158) (3.118) (3.221) (3.115) (3.274) (3.282) (3.284)

법의지배 -4.487 -6.118* -7.376** -8.606** -9.443*** -9.441*** -9.525***

(3.593) (3.554) (3.675) (3.471) (3.530) (3.534) (3.535)

logGDP -3.670*** -3.676*** -3.025*** -3.042*** -3.580 -3.821

(0.735) (0.765) (0.730) (0.834) (4.499) (4.504)

인구밀도 0.340*** 0.307*** 0.328*** 0.340*** 0.342***

(0.108) (0.103) (0.106) (0.107) (0.107)

무역자유도 -0.0626*** -0.0591** -0.0599** -0.0585**

(0.0232) (0.0243) (0.0243) (0.0243)

log무역량 0.710 0.772 0.759

(1.233) (1.239) (1.239)

log정부지출 0.574 0.853

(4.390) (4.397)

인적자원 -4.616

(4.254)

상수 23.34*** 23.83*** 20.81*** 12.15*** 12.71*** 16.24*** 16.34*** 16.27*** 14.91*** 17.02*** 109.5*** 100.1*** 88.56*** 84.68*** 83.26*** 85.96***

(0.279) (0.323) (0.365) (1.231) (1.350) (1.554) (2.006) (2.004) (2.905) (3.358) (18.81) (20.02) (19.07) (24.23) (24.35) (24.48)

관측치 1,132 1,132 1,109 1,109 1,109 932 932 927 927 927 926 872 859 838 837 837

R-sq 0.264 0.271 0.279 0.317 0.318 0.329 0.329 0.335 0.335 0.337 0.357 0.367 0.388 0.390 0.391 0.392

국가수 134 134 131 131 131 125 125 124 124 124 123 115 114 112 112 112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Hausman Test를 통해서 고정효과모형으로 보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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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사업인허가비용 단계분석

사업인허가비용
시간 0.521*** 0.265*** 0.234*** 0.234*** 0.153** 0.153** 0.185* 0.189* -0.0690 -0.0632 -0.0644 -0.0739 -0.0656 -0.0314 -0.0464 -0.0396 -0.0317

(0.0821) (0.0703) (0.0706) (0.0714) (0.0734) (0.0734) (0.109) (0.109) (0.0887) (0.0887) (0.0887) (0.0873) (0.0925) (0.0788) (0.0782) (0.0782) (0.0773)

관료의 질 -14.99 -9.640 -9.867 -7.166 -10.82 -16.13 -13.92 -25.93*** -25.38*** -25.46*** -15.70 -18.34* -12.19 -14.47* -13.10 -9.575

(10.11) (10.18) (10.32) (10.32) (10.69) (11.58) (11.73) (9.540) (9.542) (9.545) (9.551) (9.948) (8.654) (8.548) (8.586) (8.518)

규제의 질 -37.86*** -39.11*** -34.93*** -35.84*** -22.22* -21.33* -24.37** -24.01** -24.53** -12.36* -12.40* -19.57** -19.23* -18.14* -18.92*

(11.14) (11.33) (11.47) (11.49) (12.85) (12.87) (10.60) (10.60) (10.62) (10.67) (11.29) (9.848) (9.821) (9.854) (9.736)

전자정부의 질 2.367 3.720 3.755 0.665 0.658 -2.214 -2.279 -2.273 0.235 0.0483 -0.998 -2.885 -3.359 -2.006

(4.374) (4.378) (4.377) (4.742) (4.741) (3.838) (3.836) (3.837) (3.800) (3.964) (3.359) (3.344) (3.348) (3.322)

절차 4.732*** 4.747*** 6.176*** 6.130*** 6.009*** 5.981*** 5.980*** 5.742*** 6.076*** 5.326*** 4.245*** 4.158*** 3.861***

(1.084) (1.084) (1.237) (1.237) (1.004) (1.003) (1.004) (0.988) (1.047) (0.891) (0.892) (0.892) (0.883)

부패억제 22.78 18.20 16.83 22.21 23.61 24.32 23.88 25.65 18.32 20.28 20.01 11.80

(17.55) (18.97) (19.00) (15.36) (15.38) (15.41) (15.16) (15.78) (13.43) (13.54) (13.64) (13.59)

민주주의 -8.867*** -9.729*** 0.265 -0.0430 -0.0845 -0.0997 0.259 -1.116 -1.438 -1.230 -0.718

(1.709) (1.855) (1.594) (1.607) (1.609) (1.582) (1.653) (1.450) (1.434) (1.436) (1.423)

권위주의(R) 3.311 -6.073*** -6.061*** -5.962** -5.638** -6.098*** -4.494** -3.555* -3.632* -3.890*

(2.782) (2.312) (2.311) (2.315) (2.277) (2.348) (2.026) (2.034) (2.031) (2.008)

시민참여 -8.772 -9.745* -9.654* -6.722 -7.061 -3.763 -8.005 -8.085 -9.160*

(5.636) (5.674) (5.676) (5.607) (5.835) (4.991) (5.074) (5.069) (5.013)

정치적안정성 44.70 39.53 41.18 40.23 17.93 13.71 15.54 19.76

(31.34) (32.06) (31.53) (32.71) (29.35) (29.69) (29.68) (29.33)

법의지배 30.87 21.88 14.77 12.37 22.29 24.44 23.14

(39.90) (39.28) (40.76) (34.63) (34.13) (34.11) (33.69)

logGDP -43.78*** -42.59*** -31.75*** -42.64*** 38.65 30.81

(7.912) (8.268) (7.169) (7.980) (45.84) (45.32)

인구밀도 -1.060 -0.970 -0.934 -1.166 -1.135

(1.191) (1.014) (1.013) (1.025) (1.013)

무역자유도 0.175 0.461** 0.463** 0.528**

(0.221) (0.228) (0.228) (0.225)

log무역량 -36.11*** -38.23*** -37.81***

(12.09) (12.13) (11.98)

log정부지출 -81.53* -72.03

(45.01) (44.51)

인적자원 -195.5***

(43.39)

상수 64.66*** 51.91*** 61.44*** 61.96*** 20.56* 12.73 31.61* 8.679 35.55* 6.327 -9.747 1,101*** 1,111*** 839.5*** 1,253*** 1,271*** 1,366***

(6.825) (5.635) (6.270) (6.332) (11.57) (13.05) (16.20) (25.16) (20.40) (28.90) (35.60) (203.8) (218.0) (189.1) (235.1) (235.8) (233.9)

관측치 1,760 1,236 1,236 1,211 1,201 1,201 1,019 1,019 1,013 1,013 1,013 1,012 956 940 919 918 918

R-sq 0.119 0.095 0.104 0.106 0.122 0.123 0.154 0.155 0.147 0.149 0.150 0.179 0.182 0.196 0.191 0.195 0.215

국가수 185 134 134 131 130 130 124 124 123 123 123 122 114 113 111 111 111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Hausman Test를 통해서 고정효과모형으로 보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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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수입비용 단계분석

수입비용
시간 4.032* 7.336*** 7.329*** 7.743*** 8.638*** 8.585*** 14.24*** 14.22*** 13.97*** 14.04*** 14.02*** 15.82*** 14.59*** 14.16*** 15.14*** 15.68*** 15.66***

(2.214) (2.705) (2.717) (2.762) (2.839) (2.843) (3.212) (3.214) (3.202) (3.206) (3.209) (3.169) (3.253) (3.383) (3.393) (3.318) (3.320)

관료의 질 260.3*** 260.7*** 270.4*** 272.2*** 283.0*** 289.7*** 280.9*** 258.5** 256.9** 257.2** 181.6* 165.4 180.8 174.3 129.3 133.2

(90.61) (91.77) (92.94) (92.91) (95.59) (105.8) (106.9) (107.4) (107.5) (107.6) (106.6) (110.3) (114.3) (114.8) (112.5) (113.2)

규제의 질 -2.747 -3.509 -5.227 -2.985 35.90 31.83 -32.44 -37.03 -36.23 -136.5 -194.8† -180.0† -181.7† -197.0 -198.1

(98.80) (100.4) (100.4) (100.5) (116.9) (117.1) (119.3) (119.6) (119.8) (119.1) (125.5) (130.3) (132.3) (129.8) (130.0)

전자정부의 질 28.05 27.26 27.09 46.32 46.89 52.45 53.25 53.37 34.98 42.36 40.38 42.87 55.36 56.38

(36.86) (36.85) (36.86) (40.64) (40.67) (40.58) (40.62) (40.65) (40.06) (41.42) (41.76) (42.19) (41.29) (41.43)

절차 -17.86 -18.37 -24.93* -25.00* -26.47* -26.20* -26.03* -27.71** -28.06** -26.84** -22.90* -22.12* -22.04*

(13.19) (13.24) (13.53) (13.53) (13.50) (13.51) (13.56) (13.32) (13.52) (13.65) (13.66) (13.35) (13.36)

부패억제 -76.05 22.43 27.02 -5.902 -10.67 -11.64 -4.321 34.67 19.39 56.78 113.4 107.8

(156.9) (175.7) (175.9) (175.6) (175.8) (176.0) (172.9) (178.7) (180.9) (186.8) (184.1) (185.0)

민주주의 13.76 18.32 3.443 4.692 4.937 3.024 -18.46 -12.51 -11.78 -19.26 -18.76

(15.00) (17.01) (17.83) (17.96) (18.05) (17.72) (18.58) (19.66) (19.82) (19.41) (19.48)

권위주의(R) -13.52 5.172 5.146 5.240 5.620 26.36 21.17 22.58 23.26 22.70

(23.76) (24.42) (24.43) (24.45) (24.01) (24.80) (25.65) (26.21) (25.62) (25.69)

시민참여 177.2*** 181.7*** 181.6*** 152.3** 202.0*** 209.7*** 193.9*** 191.1*** 190.0***

(63.82) (64.32) (64.37) (63.44) (66.21) (67.19) (69.55) (67.97) (68.10)

정치적안정성 -221.2 -207.4 -76.98 135.4 146.2 127.0 7.567 13.33

(380.3) (390.9) (384.6) (395.0) (409.3) (425.7) (416.6) (417.2)

법의지배 -68.77 158.6 105.5 120.2 -3.073 -26.70 -30.17

(445.4) (439.4) (451.7) (456.7) (459.3) (448.9) (449.3)

logGDP 498.7*** 507.2*** 529.0*** 729.4*** -2,491*** -2,500***

(91.08) (94.26) (96.12) (108.4) (569.2) (570.3)

인구밀도 57.40*** 57.47*** 65.53*** 71.56*** 71.66***

(13.35) (13.54) (13.78) (13.63) (13.64)

무역자유도 -1.085 -2.606 -2.335 -2.288

(3.061) (3.169) (3.101) (3.107)

log무역량 699.8*** 772.7*** 772.5***

(158.7) (155.7) (155.8)

log정부지출 3,209*** 3,220***

(555.6) (556.9)

인적자원 -180.4

(538.4)

상수 1,735*** 1,506*** 1,507*** 1,491*** 1,598*** 1,629*** 985.3*** 1,073*** 1,063*** 1,209*** 1,240*** -11,335*** -13,459*** -13,952*** -22,112*** -22,156*** -22,055***

(61.42) (66.42) (70.58) (77.25) (110.2) (127.8) (168.2) (228.3) (227.3) (338.6) (393.7) (2,329) (2,461) (2,507) (3,132) (3,073) (3,089)

관측치 1,610 1,132 1,132 1,109 1,109 1,109 932 932 927 927 927 926 872 859 838 837 837

R-sq 0.130 0.158 0.158 0.160 0.162 0.162 0.157 0.157 0.162 0.162 0.162 0.193 0.213 0.214 0.235 0.271 0.271

국가수 185 134 134 131 131 131 125 125 124 124 124 123 115 114 112 112 112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Hausman Test를 통해서 고정효과모형으로 보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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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수출비용 단계분석

수출비용
시간 9.731*** 10.56*** 10.47*** 10.97*** 13.28*** 13.26*** 14.20*** 14.18*** 13.62*** 13.71*** 13.34*** 16.18*** 16.00*** 14.92*** 14.74*** 14.60*** 14.33***

(2.263) (2.316) (2.327) (2.369) (2.414) (2.416) (2.669) (2.663) (2.675) (2.674) (2.661) (2.642) (2.706) (2.918) (2.929) (2.904) (2.898)

관료의 질 191.2*** 195.2*** 203.4*** 204.3*** 206.7*** 189.1*** 169.2*** 154.9** 152.4** 156.0** 107.7* 111.2* 107.1 107.9 89.95 106.0

(56.87) (57.57) (58.22) (57.73) (59.38) (64.20) (64.73) (65.32) (65.29) (64.93) (63.94) (66.09) (68.38) (68.80) (68.40) (68.56)

규제의 질 -27.99 -29.84 -14.56 -13.99 26.45 17.55 -14.06 -21.10 -11.79 -75.78 -99.93 -95.66 -110.8 -120.0 -124.7

(61.88) (62.81) (62.40) (62.51) (71.22) (71.18) (72.88) (72.99) (72.62) (71.74) (75.51) (78.43) (79.79) (79.41) (79.19)

전자정부의 질 25.87 24.81 24.77 18.02 19.38 21.63 22.73 23.89 12.46 18.68 15.96 15.93 20.60 24.70

(23.05) (22.86) (22.87) (24.67) (24.62) (24.65) (24.64) (24.51) (24.02) (24.81) (25.00) (25.28) (25.09) (25.08)

절차 -64.03*** -64.24*** -69.17*** -70.12*** -69.97*** -70.39*** -70.84*** -72.92*** -72.78*** -70.88*** -60.92*** -59.30*** -60.17***

(15.43) (15.49) (15.64) (15.62) (15.62) (15.61) (15.52) (15.17) (15.37) (15.54) (15.69) (15.56) (15.52)

부패억제 -16.99 59.45 69.65 54.41 46.24 30.88 41.34 64.47 63.45 92.75 111.7 87.13

(97.30) (106.8) (106.6) (106.9) (106.9) (106.4) (104.0) (107.5) (108.8) (112.4) (112.3) (112.5)

민주주의 0.193 10.61 5.993 7.953 11.03 10.10 2.736 7.440 8.407 5.531 7.658

(9.095) (10.29) (10.84) (10.91) (10.89) (10.65) (11.17) (11.79) (11.89) (11.80) (11.80)

권위주의(R) -30.86** -24.36 -24.42 -23.23 -23.24 -16.64 -20.03 -21.54 -21.26 -23.60

(14.40) (14.85) (14.84) (14.76) (14.43) (14.89) (15.39) (15.73) (15.59) (15.58)

시민참여 81.59** 88.48** 86.98** 63.86* 77.71* 80.07** 68.58 68.01 63.79

(38.96) (39.21) (38.99) (38.29) (40.00) (40.64) (42.14) (41.76) (41.68)

정치적안정성 -337.0 -163.2 -75.85 57.78 65.24 88.88 46.40 71.42

(230.7) (235.7) (230.8) (236.8) (245.2) (255.3) (253.3) (252.8)

법의지배 -853.8*** -689.9*** -689.0** -691.2** -755.2*** -765.5*** -781.5***

(268.3) (263.6) (270.9) (273.9) (276.0) (273.5) (272.8)

logGDP 339.9*** 337.2*** 348.2*** 464.8*** -790.7** -830.8**

(55.28) (57.12) (58.07) (65.49) (346.6) (346.0)

인구밀도 18.35** 18.20** 22.91*** 25.67*** 26.15***

(8.027) (8.129) (8.291) (8.323) (8.301)

무역자유도 -1.675 -2.857 -2.808 -2.611

(1.829) (1.895) (1.880) (1.876)

log무역량 397.9*** 428.0*** 426.1***

(95.89) (95.42) (95.13)

log정부지출 1,251*** 1,297***

(338.0) (337.6)

인적자원 -749.0**

(326.9)

상수 1,319*** 1,194*** 1,201*** 1,182*** 1,513*** 1,520*** 1,150*** 1,354*** 1,352*** 1,581*** 1,987*** -6,622*** -7,248*** -7,407*** -12,121*** -12,159*** -11,698***

(53.81) (49.26) (51.78) (55.94) (97.03) (106.0) (124.7) (156.6) (156.6) (221.6) (254.6) (1,422) (1,496) (1,521) (1,900) (1,890) (1,895)

관측치 1,610 1,132 1,132 1,109 1,109 1,109 932 932 927 927 927 926 872 859 838 837 838

R-sq 0.160 0.232 0.232 0.234 0.248 0.248 0.239 0.244 0.245 0.247 0.257 0.291 0.297 0.296 0.311 0.325 0.330

국가수 185 134 134 131 131 131 125 125 124 124 124 123 115 114 112 112 112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Hausman Test를 통해서 고정효과모형으로 보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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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사업인허가시간 단계분석(토빗)

사업인허가시간
관료의 질 -3.338 -0.359 -0.256 1.866 1.966 -0.476 -1.496 -1.694 -1.715 -1.399 -1.496 -2.396 -2.363 -2.707 -3.010 -2.881

(4.088) (4.103) (4.142) (4.051) (4.199) (3.338) (3.377) (3.375) (3.375) (3.436) (3.472) (3.578) (3.598) (3.617) (3.631) (3.938)

규제의 질 -20.68*** -20.26*** -15.78*** -15.76*** -9.400** -9.083** -9.200** -9.331** -8.942** -11.67*** -12.99*** -12.87*** -13.16*** -13.08*** -13.08***

(4.450) (4.515) (4.480) (4.489) (3.689) (3.741) (3.738) (3.744) (3.828) (3.921) (4.050) (4.110) (4.127) (4.126) (4.479)

전자정부의 질 -6.455*** -4.187* -4.189* -3.570** -3.792** -3.811** -3.821** -3.691** -3.973** -3.567* -4.071** -3.886** -4.134** -1.746*

(2.324) (2.279) (2.279) (1.793) (1.781) (1.779) (1.779) (1.799) (1.822) (1.834) (1.856) (1.862) (1.882) (1.535)

절차 3.617*** 3.616*** 4.187*** 4.096*** 4.097*** 4.095*** 4.087*** 4.098*** 4.058*** 3.913*** 3.931*** 3.950*** 4.008***

(0.414) (0.414) (0.332) (0.332) (0.332) (0.332) (0.332) (0.341) (0.344) (0.354) (0.354) (0.354) (0.383)

부패억제 -0.624 2.483 3.252 2.730 2.914 2.900 1.586 3.102 1.595 1.625 2.330 2.083

(6.891) (5.466) (5.436) (5.441) (5.450) (5.452) (5.508) (5.553) (5.699) (5.744) (5.795) (6.287)

민주주의 0.874* 1.698*** 1.809*** 1.798*** 1.796*** 1.263** 1.262** 1.364** 1.307** 1.264** 1.259*

(0.492) (0.562) (0.566) (0.566) (0.567) (0.576) (0.598) (0.602) (0.604) (0.605) (0.657)

권위주의(R) -1.390* -1.391* -1.365* -1.354* -0.965 -0.812 -1.077 -1.054 -1.033 -1.020

(0.818) (0.817) (0.818) (0.819) (0.819) (0.838) (0.856) (0.855) (0.855) (0.928)

시민참여 -2.082 -1.720 -1.696 -1.606 -0.0919 -0.535 -2.228 -2.212 -2.115 -2.183

(1.991) (2.004) (2.004) (2.013) (2.032) (2.060) (2.130) (2.129) (2.131) (2.317)

정치적안정성 -16.53 -17.87 -17.79 -15.20 -24.09** -27.66** -28.06** -28.43** -27.85**

(11.08) (11.32) (11.33) (11.41) (12.12) (12.47) (12.47) (12.47) (13.53)

법의지배 7.995 7.690 -3.438 -4.106 -3.121 -3.691 -3.546 -4.111

(14.11) (14.13) (14.23) (14.32) (14.37) (14.37) (14.37) (15.58)

logGDP -1.410 -2.415 -3.861 0.605 -20.54 -19.77 -21.38

(2.856) (2.893) (2.971) (3.372) (19.30) (19.31) (20.95)

인구밀도 1.936*** 2.010*** 2.140*** 2.201*** 2.196*** 2.214***

(0.411) (0.414) (0.421) (0.426) (0.426) (0.462)

무역자유도 -0.120 -0.169* -0.170* -0.175* -0.184*

(0.0912) (0.0959) (0.0960) (0.0961) (0.104)

log무역량 13.54*** 14.07*** 14.04*** 13.88**

(5.071) (5.088) (5.086) (5.519)

log정부지출 21.21 20.34 21.44

(18.95) (18.96) (20.57)

인적자원 16.71 12.74

(18.62) (20.06)

상수 74.39*** 35.78*** 34.55*** 18.32* 18.58* 25.72*** 31.31*** 36.89*** 33.01*** 66.79 24.70 60.30 -103.7 -109.1 -118.3 -104.3

(6.885) (10.75) (10.88) (10.85) (11.20) (9.271) (9.927) (10.60) (12.61) (69.56) (72.32) (73.92) (94.17) (94.58) (95.10) (108.1)

관측치 1,236 1,236 1,211 1,201 1,201 1,019 1,013 1,013 1,013 1,012 956 940 919 918 918 918

국가수 134 134 131 130 130 124 124 123 123 123 122 114 113 111 111 111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Hausman Test를 통해서 고정효과모형으로 보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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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수입시간 단계분석(토빗)

수입시간
관료의 질 -3.856*** -3.356*** -3.376*** -3.300*** -2.997*** -3.568*** -3.647*** -3.778*** -3.746*** -3.722*** -3.271*** -3.442*** -3.189*** -3.053*** -2.973** -2.936**

(0.989) (0.999) (1.002) (0.974) (1.002) (1.065) (1.076) (1.087) (1.087) (1.086) (1.093) (1.135) (1.142) (1.159) (1.163) (1.170)

규제의 질 -3.238*** -3.031*** -2.745*** -2.679** -2.566** -2.602** -2.863** -2.779** -2.727** -2.165* -3.216** -3.437*** -3.545*** -3.550*** -3.560***

(1.076) (1.085) (1.055) (1.056) (1.181) (1.183) (1.212) (1.214) (1.214) (1.225) (1.293) (1.303) (1.336) (1.341) (1.342)

전자정부의 질 -2.144*** -2.093*** -2.096*** -2.836*** -2.840*** -2.842*** -2.847*** -2.834*** -2.634*** -2.695*** -2.388*** -2.316*** -2.329*** -2.306***

(0.534) (0.519) (0.519) (0.544) (0.544) (0.545) (0.545) (0.545) (0.547) (0.567) (0.557) (0.567) (0.568) (0.574)

절차 1.090*** 1.074*** 1.178*** 1.177*** 1.175*** 1.169*** 1.178*** 1.175*** 1.159*** 1.139*** 1.119*** 1.117*** 1.118***

(0.135) (0.136) (0.132) (0.132) (0.132) (0.132) (0.132) (0.132) (0.134) (0.131) (0.133) (0.133) (0.133)

부패억제 -2.097 -2.691 -2.648 -2.756 -2.670 -2.728 -2.746 -2.425 -2.125 -2.478 -2.619 -2.670

(1.650) (1.776) (1.778) (1.785) (1.786) (1.786) (1.779) (1.846) (1.815) (1.891) (1.908) (1.916)

민주주의 0.168 0.209 0.191 0.168 0.183 0.191 0.0643 0.433** 0.429** 0.439** 0.443**

(0.152) (0.172) (0.181) (0.183) (0.183) (0.183) (0.192) (0.197) (0.200) (0.201) (0.201)

권위주의(R) -0.123 -0.0859 -0.0856 -0.0795 -0.0789 0.0531 -0.222 -0.230 -0.230 -0.235

(0.240) (0.249) (0.248) (0.248) (0.247) (0.256) (0.257) (0.266) (0.266) (0.266)

시민참여 0.677 0.597 0.586 0.730 1.250* 1.190* 1.305* 1.310* 1.299*

(0.648) (0.653) (0.653) (0.652) (0.682) (0.672) (0.702) (0.702) (0.703)

정치적안정성 3.916 4.777 4.040 4.905 8.156** 8.543** 8.733** 8.786**

(3.863) (3.966) (3.958) (4.080) (4.099) (4.304) (4.311) (4.314)

법의지배 -4.292 -5.495 -6.325 -8.076* -8.100* -8.055* -8.088*

(4.522) (4.523) (4.665) (4.576) (4.648) (4.649) (4.650)

logGDP -2.711*** -2.814*** -2.423** -3.036*** 1.988 1.897

(0.936) (0.972) (0.964) (1.098) (5.904) (5.912)

인구밀도 0.386*** 0.371*** 0.351** 0.347** 0.348**

(0.137) (0.135) (0.139) (0.141) (0.141)

무역자유도 -0.113*** -0.115*** -0.116*** -0.115***

(0.0305) (0.0319) (0.0319) (0.0320)

log무역량 -1.680 -1.765 -1.769

(1.608) (1.614) (1.614)

log정부지출 -4.984 -4.882

(5.760) (5.770)

인적자원 -1.631

(5.620)

상수 64.63*** 58.63*** 58.36*** 49.69*** 50.64*** 48.71*** 49.28*** 49.17*** 48.01*** 49.79*** 114.7*** 102.0*** 100.1*** 122.8*** 122.2*** 123.1***

(1.619) (2.563) (2.574) (2.724) (2.822) (3.132) (3.327) (3.336) (3.527) (3.996) (22.78) (24.26) (23.98) (30.61) (30.75) (30.91)

관측치 1,132 1,132 1,109 1,109 1,109 932 932 927 927 927 926 872 859 838 837 837

국가수 134 134 131 131 131 125 125 124 124 124 123 115 114 112 112 112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Hausman Test를 통해서 고정효과모형으로 보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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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수출시간 단계분석(토빗)

수출시간
관료의 질 -3.286*** -2.900*** -2.902*** -2.768*** -2.584*** -2.454*** -2.481*** -2.712*** -2.697*** -2.673*** -2.091*** -2.193*** -1.647** -1.657** -1.653** -1.574**

(0.723) (0.730) (0.731) (0.711) (0.732) (0.780) (0.788) (0.792) (0.793) (0.792) (0.789) (0.820) (0.795) (0.807) (0.810) (0.814)

규제의 질 -2.504*** -2.396*** -2.612*** -2.566*** -2.453*** -2.464*** -2.988*** -2.948*** -2.896*** -2.163** -2.787*** -3.139*** -3.297*** -3.352*** -3.371***

(0.787) (0.792) (0.771) (0.771) (0.866) (0.867) (0.884) (0.886) (0.886) (0.886) (0.935) (0.908) (0.931) (0.935) (0.935)

전자정부의 질 -1.559*** -1.529*** -1.531*** -1.875*** -1.876*** -1.879*** -1.881*** -1.869*** -1.610*** -1.695*** -1.414*** -1.427*** -1.411*** -1.360***

(0.390) (0.379) (0.379) (0.398) (0.398) (0.398) (0.398) (0.397) (0.395) (0.410) (0.388) (0.395) (0.396) (0.399)

절차 1.481*** 1.464*** 1.580*** 1.579*** 1.566*** 1.568*** 1.562*** 1.536*** 1.527*** 1.515*** 1.524*** 1.525*** 1.519***

(0.186) (0.187) (0.184) (0.184) (0.184) (0.184) (0.184) (0.181) (0.184) (0.174) (0.177) (0.177) (0.177)

부패억제 -1.284 -2.405* -2.391* -2.621** -2.576** -2.649** -2.686** -2.627** -2.706** -2.534* -2.610** -2.726**

(1.205) (1.301) (1.302) (1.301) (1.303) (1.303) (1.285) (1.335) (1.265) (1.318) (1.329) (1.335)

민주주의 -0.0191 -0.00501 -0.0781 -0.0888 -0.0729 -0.0621 -0.174 0.264* 0.243* 0.240* 0.249*

(0.111) (0.126) (0.132) (0.133) (0.134) (0.132) (0.139) (0.137) (0.139) (0.140) (0.140)

권위주의(R) -0.0415 0.0661 0.0663 0.0723 0.0725 0.196 -0.192 -0.161 -0.159 -0.170

(0.176) (0.181) (0.181) (0.181) (0.179) (0.185) (0.179) (0.185) (0.185) (0.185)

시민참여 1.411*** 1.373*** 1.362*** 1.551*** 1.926*** 2.034*** 2.181*** 2.181*** 2.157***

(0.473) (0.476) (0.476) (0.471) (0.493) (0.468) (0.489) (0.489) (0.490)

정치적안정성 1.836 2.719 1.759 2.141 4.849* 6.028** 6.032** 6.147**

(2.815) (2.891) (2.857) (2.947) (2.853) (2.993) (2.998) (2.999)

법의지배 -4.350 -5.926* -7.228** -8.463*** -9.328*** -9.328*** -9.399***

(3.289) (3.259) (3.364) (3.180) (3.228) (3.229) (3.229)

logGDP -3.506*** -3.500*** -2.903*** -2.876*** -3.440 -3.635

(0.676) (0.703) (0.671) (0.766) (4.110) (4.114)

인구밀도 0.341*** 0.309*** 0.331*** 0.342*** 0.343***

(0.0993) (0.0942) (0.0968) (0.0981) (0.0980)

무역자유도 -0.0600*** -0.0564** -0.0571** -0.0562**

(0.0212) (0.0222) (0.0222) (0.0222)

log무역량 0.842 0.896 0.883

(1.127) (1.132) (1.131)

log정부지출 0.592 0.809

(4.009) (4.015)

인적자원 -3.509

(3.913)

상수 47.63*** 43.00*** 42.74*** 32.19*** 32.82*** 32.42*** 32.62*** 32.40*** 31.81*** 33.74*** 117.9*** 105.3*** 97.23*** 91.37*** 90.08*** 92.21***

(1.184) (1.873) (1.878) (2.257) (2.332) (2.551) (2.691) (2.686) (2.831) (3.180) (16.53) (17.61) (16.77) (21.54) (21.65) (21.76)

관측치 1,132 1,132 1,109 1,109 1,109 932 932 927 927 927 926 872 859 838 837 837

국가수 134 134 131 131 131 125 125 124 124 124 123 115 114 112 112 112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Hausman Test를 통해서 고정효과모형으로 보고하였음.



- 197 -

<표 25> 사업인허가비용 단계분석(토빗)

사업인허가비용
시간 0.533*** 0.277*** 0.246*** 0.245*** 0.162** 0.162** 0.196* 0.200** -0.0622 -0.0567 -0.0579 -0.0662 -0.0682 -0.0343 -0.0509 -0.0444 -0.0344

(0.0776) (0.0664) (0.0666) (0.0675) (0.0692) (0.0691) (0.101) (0.101) (0.0827) (0.0827) (0.0826) (0.0813) (0.0860) (0.0731) (0.0725) (0.0724) (0.0716)

관료의 질 -15.96* -10.71 -10.91 -8.216 -12.00 -17.58 -15.40 -27.08*** -26.55*** -26.62*** -16.97* -18.28** -12.17* -14.48* -13.12* -9.636*

(9.533) (9.602) (9.725) (9.716) (10.06) (10.80) (10.93) (8.882) (8.880) (8.878) (8.896) (9.236) (8.023) (7.912) (7.941) (7.879)

규제의 질 -36.77*** -37.99*** -33.34*** -34.28*** -20.48* -19.60* -22.96** -22.62** -23.14** -11.62* -12.50* -19.71** -19.32** -18.18** -18.91**

(10.52) (10.71) (10.83) (10.84) (12.01) (12.02) (9.895) (9.887) (9.904) (9.950) (10.49) (9.140) (9.098) (9.121) (9.011)

전자정부의 질 1.187 3.938 4.042 -1.057 -0.898 -5.283 -5.229 -5.280 -1.525 -2.158 -3.131 -5.747 -6.409 -3.534

(5.488) (5.490) (5.486) (5.836) (5.833) (4.716) (4.711) (4.710) (4.682) (4.874) (4.133) (4.105) (4.110) (4.105)

절차 5.106*** 5.125*** 6.555*** 6.511*** 6.265*** 6.237*** 6.234*** 5.997*** 6.070*** 5.309*** 4.203*** 4.109*** 3.850***

(1.029) (1.028) (1.163) (1.162) (0.942) (0.941) (0.941) (0.926) (0.974) (0.827) (0.828) (0.827) (0.819)

부패억제 23.61 19.33 17.96 23.06 24.38* 25.07* 24.62* 25.89* 18.50 20.43 20.19 12.12

(16.50) (17.67) (17.69) (14.29) (14.30) (14.32) (14.10) (14.65) (12.45) (12.53) (12.61) (12.57)

민주주의 -8.856*** -9.708*** 0.287 -0.00772 -0.0473 -0.0824 0.284 -1.100 -1.426 -1.217 -0.729

(1.591) (1.727) (1.483) (1.495) (1.495) (1.472) (1.536) (1.344) (1.327) (1.328) (1.316)

권위주의(R) 3.268 -6.128*** -6.117*** -6.021*** -5.683*** -6.148*** -4.538** -3.593* -3.673* -3.910**

(2.590) (2.151) (2.149) (2.152) (2.119) (2.181) (1.879) (1.882) (1.879) (1.857)

시민참여 -8.453 -9.378* -9.292* -6.657 -7.256 -3.859 -7.996* -8.046* -9.126**

(5.236) (5.269) (5.268) (5.206) (5.406) (4.618) (4.686) (4.676) (4.626)

정치적안정성 42.52 37.51 40.00 40.42 17.80 13.20 14.92 19.43

(29.15) (29.79) (29.32) (30.38) (27.22) (27.49) (27.45) (27.14)

법의지배 29.94 21.20 15.28 12.97 23.16 25.38 23.74

(37.09) (36.53) (37.85) (32.11) (31.59) (31.55) (31.17)

logGDP -42.56*** -42.55*** -31.61*** -42.41*** 39.17 30.73

(7.411) (7.710) (6.673) (7.422) (42.40) (41.93)

인구밀도 -1.047 -0.960 -0.914 -1.151 -1.118

(1.106) (0.940) (0.938) (0.948) (0.936)

무역자유도 0.181 0.473** 0.476** 0.533**

(0.205) (0.211) (0.211) (0.209)

log무역량 -35.96*** -38.06*** -37.80***

(11.19) (11.22) (11.08)

log정부지출 -81.80** -72.06*

(41.61) (41.16)

인적자원 -190.8***

(40.43)

상수 206.8*** 218.4*** 152.1*** 149.6*** 129.2*** 119.7*** 159.6*** 144.4*** 183.9*** 169.4*** 154.9*** 1,174*** 1,210*** 946.3*** 1,335*** 1,355*** 1,461***

(20.52) (16.80) (25.28) (25.66) (26.04) (26.87) (30.11) (32.43) (26.23) (28.03) (33.26) (180.5) (192.6) (165.9) (207.4) (207.9) (206.6)

관측치 1,760 1,236 1,236 1,211 1,201 1,201 1,019 1,019 1,013 1,013 1,013 1,012 956 940 919 918 918

국가수 185 134 134 131 130 130 124 124 123 123 123 122 114 113 111 111 111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Hausman Test를 통해서 고정효과모형으로 보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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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수입비용 단계분석(토빗)

수입비용
시간 4.032* 7.336*** 7.329*** 8.068*** 9.002*** 8.950*** 15.06*** 15.04*** 14.73*** 14.80*** 14.78*** 16.39*** 15.20*** 14.70*** 15.59*** 16.16*** 16.14***

(2.076) (2.527) (2.537) (2.584) (2.656) (2.658) (2.977) (2.977) (2.967) (2.968) (2.969) (2.931) (3.006) (3.115) (3.119) (3.046) (3.045)

관료의 질 260.3*** 260.7*** 270.8*** 272.7*** 283.3*** 293.1*** 285.3*** 263.5*** 261.9*** 262.3*** 187.1* 169.8* 184.8* 177.8* 133.0 139.3

(84.65) (85.69) (86.66) (86.58) (89.03) (97.35) (98.37) (98.79) (98.80) (98.82) (97.97) (101.2) (104.7) (105.1) (102.9) (103.5)

규제의 질 -2.747 -10.04 -12.02 -9.802 26.90 23.30 -39.23 -43.74 -42.87 -139.5 -196.3* -181.6* -182.6* -199.0* -200.8*

(92.25) (93.72) (93.64) (93.73) (107.6) (107.8) (109.8) (110.0) (110.1) (109.4) (115.2) (119.4) (121.1) (118.7) (118.7)

전자정부의 질 77.15* 78.29* 78.09* 125.6** 125.1** 124.1** 124.6** 124.7** 93.19* 104.5** 101.8** 97.36* 112.6** 116.7**

(46.29) (46.25) (46.25) (50.12) (50.12) (49.97) (49.97) (49.97) (49.41) (51.01) (51.39) (51.70) (50.58) (51.05)

절차 -18.36 -18.85 -26.20** -26.26** -27.69** -27.42** -27.25** -28.58** -29.03** -27.76** -23.79* -23.16* -23.07*

(12.30) (12.33) (12.46) (12.46) (12.42) (12.43) (12.46) (12.25) (12.42) (12.52) (12.51) (12.22) (12.21)

부패억제 -75.08 17.66 21.82 -9.792 -14.43 -15.51 -7.826 30.30 15.60 52.36 108.4 99.44

(146.2) (161.6) (161.8) (161.4) (161.5) (161.6) (158.9) (164.0) (165.8) (170.9) (168.3) (169.0)

민주주의 13.06 17.13 2.590 3.821 4.092 2.387 -19.10 -12.84 -11.97 -19.45 -18.68

(13.80) (15.65) (16.39) (16.51) (16.57) (16.29) (17.06) (18.02) (18.14) (17.74) (17.79)

권위주의(R) -12.03 6.367 6.351 6.458 6.477 27.22 21.82 23.04 23.89 23.04

(21.84) (22.45) (22.44) (22.45) (22.06) (22.76) (23.51) (23.99) (23.42) (23.46)

시민참여 172.4*** 176.8*** 176.6*** 149.6** 199.1*** 206.6*** 190.6*** 186.8*** 184.9***

(58.60) (59.01) (59.02) (58.18) (60.66) (61.46) (63.53) (62.02) (62.10)

정치적안정성 -217.2 -201.9 -76.88 138.1 155.1 134.9 18.18 27.49

(349.2) (358.8) (353.3) (362.4) (375.1) (389.5) (380.8) (381.1)

법의지배 -76.22 147.2 97.65 108.5 -10.37 -33.31 -39.10

(408.9) (403.7) (414.5) (418.6) (420.4) (410.4) (410.4)

logGDP 488.0*** 495.6*** 517.0*** 717.1*** -2,509*** -2,525***

(83.90) (86.72) (88.32) (99.54) (520.3) (521.0)

인구밀도 57.13*** 57.23*** 65.16*** 71.29*** 71.43***

(12.26) (12.41) (12.61) (12.46) (12.46)

무역자유도 -1.227 -2.754 -2.515 -2.447

(2.807) (2.902) (2.837) (2.839)

log무역량 692.8*** 764.9*** 764.3***

(145.3) (142.3) (142.3)

log정부지출 3,215*** 3,232***

(507.8) (508.6)

인적자원 -282.5

(495.2)

상수 4,102*** 4,107*** 4,102*** 4,074*** 4,166*** 4,202*** 3,689*** 3,747*** 3,726*** 3,788*** 3,820*** -7,947*** -10,180*** -10,519*** -18,524*** -18,711*** -18,549***

(187.7) (213.6) (264.6) (268.0) (274.7) (283.7) (319.4) (336.1) (334.8) (349.1) (390.3) (2,059) (2,175) (2,211) (2,790) (2,735) (2,749)

관측치 1,610 1,132 1,132 1,109 1,109 1,109 932 932 927 927 927 926 872 859 838 837 837

R-sq 185 134 134 131 131 131 125 125 124 124 124 123 115 114 112 112 112

국가수 185 134 134 131 131 131 125 125 124 124 124 123 115 114 112 112 112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Hausman Test를 통해서 고정효과모형으로 보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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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수출비용 단계분석(토빗)

수출비용
시간 9.731*** 10.56*** 10.47*** 11.21*** 13.57*** 13.56*** 14.74*** 14.69*** 14.11*** 14.20*** 13.82*** 16.52*** 16.38*** 15.26*** 15.04*** 14.91*** 14.69***

(2.122) (2.164) (2.173) (2.214) (2.256) (2.257) (2.470) (2.464) (2.475) (2.473) (2.459) (2.439) (2.497) (2.684) (2.691) (2.665) (2.655)

관료의 질 191.2*** 195.2*** 203.7*** 204.7*** 207.0*** 190.7*** 171.1*** 157.2*** 154.6** 158.4*** 110.0* 113.2* 108.9* 109.5* 91.59 109.3

(53.13) (53.76) (54.28) (53.80) (55.30) (59.12) (59.57) (60.10) (60.04) (59.66) (58.81) (60.70) (62.71) (63.01) (62.59) (62.67)

규제의 질 -27.99 -33.77 -18.70 -18.14 22.32 13.65 -17.05 -24.06 -14.77 -76.95 -100.5 -96.18 -110.7 -120.5* -125.6*

(57.78) (58.63) (58.20) (58.27) (65.60) (65.53) (67.07) (67.12) (66.74) (65.95) (69.34) (71.92) (73.06) (72.64) (72.35)

전자정부의 질 53.85* 56.22** 56.18* 61.32** 60.40** 59.56** 60.14** 61.83** 42.08 50.53* 48.46 44.08 49.75 61.06**

(28.94) (28.68) (28.68) (30.38) (30.30) (30.33) (30.29) (30.10) (29.59) (30.53) (30.74) (30.98) (30.73) (30.88)

절차 -64.73*** -64.94*** -70.25*** -71.16*** -70.97*** -71.40*** -71.88*** -73.61*** -73.61*** -71.65*** -61.71*** -60.16*** -61.29***

(14.38) (14.42) (14.42) (14.38) (14.38) (14.36) (14.27) (13.96) (14.12) (14.26) (14.38) (14.25) (14.19)

부패억제 -16.60 56.78 66.94 52.37 44.30 28.86 39.44 62.27 61.40 90.09 108.8 81.53

(90.61) (98.30) (98.13) (98.30) (98.30) (97.76) (95.62) (98.66) (99.77) (102.9) (102.7) (102.8)

민주주의 -0.139 10.09 5.651 7.609 10.70 9.862 2.498 7.276 8.314 5.436 7.703

(8.373) (9.476) (9.973) (10.04) (10.01) (9.791) (10.26) (10.81) (10.88) (10.80) (10.78)

권위주의(R) -30.22** -23.89* -23.94* -22.73* -22.94* -16.31 -19.74 -21.40 -21.05 -23.53*

(13.24) (13.66) (13.64) (13.56) (13.26) (13.67) (14.11) (14.40) (14.26) (14.23)

시민참여 79.15** 85.92** 84.30** 62.65* 76.14** 78.60** 67.15* 66.17* 61.23

(35.81) (36.02) (35.79) (35.15) (36.67) (37.21) (38.53) (38.15) (38.03)

정치적안정성 -335.6 -160.8 -76.41 59.20 69.30 91.72 50.21 77.98

(212.0) (216.5) (212.1) (217.4) (224.8) (233.7) (231.7) (230.9)

법의지배 -858.1*** -695.9*** -693.0*** -697.6*** -759.1*** -769.3*** -787.6***

(246.5) (242.3) (248.7) (251.2) (252.7) (250.2) (249.2)

logGDP 334.8*** 331.6*** 342.0*** 458.6*** -800.5** -846.1***

(50.93) (52.56) (53.38) (60.16) (317.0) (316.1)

인구밀도 18.21** 18.09** 22.72*** 25.53*** 26.01***

(7.371) (7.454) (7.593) (7.615) (7.584)

무역자유도 -1.753 -2.935* -2.898* -2.706

(1.678) (1.736) (1.721) (1.715)

log무역량 394.2*** 424.1*** 421.1***

(87.82) (87.28) (86.92)

log정부지출 1,255*** 1,305***

(309.1) (308.4)

인적자원 -807.1***

(300.7)

상수 2,481*** 2,600*** 2,552*** 2,530*** 2,890*** 2,899*** 2,784*** 2,932*** 2,937*** 3,041*** 3,433*** -4,692*** -5,333*** -5,415*** -10,054*** -10,145*** -9,636***

(139.8) (134.4) (165.8) (167.7) (184.5) (190.3) (208.4) (217.7) (217.7) (227.2) (252.1) (1,261) (1,325) (1,345) (1,696) (1,686) (1,689)

관측치 1,610 1,132 1,132 1,109 1,109 1,109 932 932 927 927 927 926 872 859 838 837 837

국가수 185 134 134 131 131 131 125 125 124 124 124 123 115 114 112 112 112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Hausman Test를 통해서 고정효과모형으로 보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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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전체모형: 시간(토빗)

Panel Tobit Fixed Effect
사업인허가시간 수입시간 수출시간

관료의 질 -2.881 -2.853** -1.526*
(3.637) (1.174) (0.816)

규제의 질 -13.08*** -3.647*** -3.417***
(4.136) (1.347) (0.937)

전자정부의 질 -1.746* -1.313*** -0.783***
(1.418) (0.429) (0.298)

절차 4.008*** 1.106*** 1.503***
(0.353) (0.134) (0.178)

부패억제 2.083 -2.813 -2.811**
(5.806) (1.923) (1.338)

민주주의 1.259** 0.451** 0.254*
(0.606) (0.202) (0.141)

권위주의(R) -1.020 -0.227 -0.166
(0.857) (0.267) (0.186)

시민참여 -2.183 1.189* 2.092***
(2.140) (0.708) (0.492)

정치적안정성 -27.85** 9.179** 6.372**
(12.49) (4.331) (3.008)

법의지배 -4.111 -8.268* -9.525***
(14.39) (4.668) (3.237)

logGDP -21.38 1.572 -3.821
(19.35) (5.936) (4.125)

인구밀도 2.214*** 0.346** 0.342***
(0.426) (0.142) (0.0983)

무역자유도 -0.184* -0.120*** -0.0585***

(0.0961) (0.0321) (0.0223)
log무역량 13.88*** -1.964 0.759

(5.097) (1.621) (1.135)
log정부지출 21.44 -4.796 0.853

(19.00) (5.795) (4.027)
인적자원의 질 12.74 -3.494 -4.616

(18.53) (5.603) (3.896)
상수 -103.0 131.0*** 97.06***

(94.92) (30.89) (21.72)
관측치 918 837 837
국가수 111 112 112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cf. 1. Hausman Test 결과에 따라서 고정효과모형으로 보고하였음

   2. 년도별 더미는 모델에 포함되어 있으며, 가독성을 위해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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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비선형모형: 시간(토빗)

Panel Tobit Fixed Effect
사업인허가시간 수입시간 수출시간

관료의 질∧2 -23.61** -1.107 -2.214
(10.82) (3.578) (2.495)

규제의 질∧2 38.47*** 12.49*** 9.656***
(13.25) (4.001) (2.784)

전자정부의 질∧2 1.297 1.538** 0.742*
(2.055) (0.626) (0.435)

관료의 질 19.92* -1.894 0.565
(11.34) (3.734) (2.603)

규제의 질 -51.70*** -16.20*** -13.19***
(13.89) (4.279) (2.978)

전자정부의 질 -5.619* -4.002*** -2.151***
(3.114) (0.963) (0.670)

절차 3.703*** 1.159*** 1.559***
(0.359) (0.133) (0.177)

부패억제 0.106 -2.882 -2.894**
(5.805) (1.904) (1.326)

민주주의 1.319** 0.495** 0.282**
(0.605) (0.202) (0.140)

권위주의(R) -0.917 -0.237 -0.160
(0.856) (0.265) (0.184)

시민참여 -2.076 1.539** 2.277***
(2.125) (0.701) (0.488)

정치적안정성 -27.97** 8.416** 6.022**
(12.40) (4.276) (2.974)

법의지배 -1.614 -7.867* -9.063***
(14.28) (4.609) (3.201)

logGDP -17.60 1.973 -3.438
(19.19) (5.859) (4.077)

인구밀도 2.078*** 0.347** 0.339***
(0.424) (0.140) (0.0974)

무역자유도 -0.168* -0.107*** -0.0513**
(0.0957) (0.0318) (0.0221)

log무역량 15.17*** -0.985 1.410
(5.068) (1.610) (1.129)

log정부지출 18.80 -4.675 0.785
(18.85) (5.721) (3.982)

인적자원의 질 15.15 -2.103 -3.857
(18.54) (5.600) (3.899)

상수 -154.2 105.5*** 80.01***
(95.17) (30.93) (21.80)

관측치 918 837 837
국가수 111 112 112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cf. 1. Hausman Test 결과에 따라서 고정효과모형으로 보고하였음

   2. 년도별 더미는 모델에 포함되어 있으며, 가독성을 위해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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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0> 전체모형: 비용(토빗)

Panel Tobit Fixed Effect
사업인허가비용 수입비용 수출비용

관료의 질 -9.564* 133.2 106.0
(7.879) (103.6) (62.74)

규제의 질 -18.98** -198.1* -124.7*
(9.018) (118.9) (72.47)

전자정부의 질 -2.217 56.38 24.70
(3.082) (37.92) (22.95)

시간 -0.0320 15.66*** 14.33***
(0.0715) (3.039) (2.652)

절차 3.876*** -22.04* -60.17***
(0.817) (12.23) (14.20)

부패억제 12.07 107.8 87.13
(12.58) (169.3) (102.9)

민주주의 -0.727 -18.76 7.658
(1.316) (17.82) (10.80)

권위주의(R) -3.900** 22.70 -23.60*
(1.857) (23.51) (14.26)

시민참여 -9.260** 190.0*** 63.79*
(4.637) (62.32) (38.14)

정치적안정성 20.01 13.33 71.42
(27.13) (381.8) (231.4)

법의지배 23.37 -30.17 -781.5***
(31.17) (411.2) (249.6)

logGDP 30.24 -2,500*** -830.8***
(41.93) (521.9) (316.6)

인구밀도 -1.118 71.66*** 26.15***
(0.937) (12.49) (7.596)

무역자유도 0.528** -2.288 -2.611
(0.209) (2.843) (1.717)

log무역량 -38.04*** 772.5*** 426.1***
(11.09) (142.6) (87.06)

log정부지출 -71.83* 3,220*** 1,297***
(41.17) (509.7) (309.0)

인적자원의 질 -193.4*** -180.4 -749.0**
(40.15) (492.7) (299.1)

상수 1,470*** -18,944*** -9,878***
(205.9) (2,745) (1,686)

관측치 918 837 837
국가수 111 112 112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cf. 1. Hausman Test 결과에 따라서 고정효과모형으로 보고하였음

   2. 년도별 더미는 모델에 포함되어 있으며, 가독성을 위해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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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비선형모형: 비용(토빗)

Panel Tobit Fixed Effect
사업인허가비용 수입비용 수출비용

관료의 질∧2 44.39* -563.4* -383.8**
(23.37) (317.5) (192.9)

규제의 질∧2 128.3*** 4.767 202.9
(28.78) (357.0) (216.8)

전자정부의 질∧2 3.698 -55.10 -12.54
(4.453) (55.75) (33.67)

관료의 질 -55.54** 697.0** 487.3**
(24.47) (331.3) (201.2)

규제의 질 -147.1*** -209.9 -335.8
(30.21) (382.9) (232.9)

전자정부의 질 -5.834 174.8** 72.48
(6.726) (86.31) (52.11)

시간 -0.0555 16.40*** 14.33***
(0.0711) (3.067) (2.672)

절차 3.385*** -25.10** -59.89***
(0.817) (12.31) (14.28)

부패억제 11.21 83.52 67.60
(12.51) (169.1) (102.8)

민주주의 0.0284 -21.92 6.572
(1.307) (17.96) (10.88)

권위주의(R) -4.652** 27.21 -20.95
(1.844) (23.50) (14.25)

시민참여 -8.166* 171.6*** 57.16
(4.580) (62.41) (38.23)

정치적안정성 18.74 45.66 87.28
(26.78) (380.3) (230.4)

법의지배 25.85 -17.10 -775.1***
(30.76) (409.7) (248.6)

logGDP 33.88 -2,499*** -829.0***
(41.36) (519.9) (315.3)

인구밀도 -1.054 69.72*** 25.05***
(0.926) (12.46) (7.579)

무역자유도 0.571*** -2.558 -2.691
(0.207) (2.837) (1.714)

log무역량 -34.23*** 752.8*** 427.2***
(10.97) (142.9) (87.37)

log정부지출 -75.09* 3,207*** 1,291***
(40.62) (507.8) (307.8)

인적자원의 질 -186.5*** -344.1 -855.3***
(39.96) (496.9) (301.5)

상수 1,371*** -18,433*** -9,808***
(205.5) (2,763) (1,698)

관측치 918 837 837
국가수 111 112 112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cf. 1. Hausman Test 결과에 따라서 고정효과모형으로 보고하였음

   2. 년도별 더미는 모델에 포함되어 있으며, 가독성을 위해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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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영미법(1)과 대륙법(2)

<표 33> 대통령제(1)와 의원내각제(2)

사업인허가
시간(1)

사업인허가
시간(2)

수입시간
(1)

수입시간
(2)

수출시간
(1)

수출시간
(2)

사업인허가
비용(1)

사업인허가
비용(2)

수입비용
(1)

수입비용
(2)

수출비용
(1)

수출비용
(2)

관료의 질 -5.327 -3.284 -0.411 -3.305** 1.815 -2.224* -3.998 -13.39 -26.27 202.7 21.16 195.8**

(4.398) (5.630) (2.941) (1.522) (1.975) (1.139) (4.676) (9.626) (78.91) (150.4) (59.70) (75.75)

규제의 질 -3.716 -22.37*** 11.53** -5.840*** 8.614*** -4.534*** 0.691 -4.182 94.78 -542.9*** -123.6 -299.7***

(6.563) (6.991) (4.885) (1.827) (3.205) (1.361) (6.934) (12.09) (135.7) (181.8) (100.7) (91.35)

전자정부의 질 1.920 -4.255* -3.472** -1.028* -1.422 -0.487 -4.669** -3.646 -17.22 -3.473 -15.00 -30.68

(2.175) (2.365) (1.349) (0.608) (0.876) (0.456) (2.304) (4.058) (37.71) (59.94) (26.79) (30.18)

상수 469.9*** -145.3 622.1*** 66.31 414.5*** 56.03* 444.4*** 1,011*** -4,978 -18,79*** -1,736 -6,881***

(151.9) (163.9) (115.3) (43.70) (79.10) (33.01) (168.4) (280.4) (3,626) (4,305) (2,765) (2,192)

관측치 130 510 116 470 116 470 130 510 116 470 116 470

R-sq 0.571 0.498 0.772 0.357 0.630 0.382 0.579 0.352 0.403 0.354 0.943 0.426

국가수 15 60 15 61 15 61 15 60 15 61 15 61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cf. 1. Hausman Test 결과는 모두 p<0.01로 유의미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고정효과모형의 결과를 보고하였다.
   2. 가독성을 위해서 관료, 규제, 전자정부 변수만 보고하였다. 모든 결과는 전체 변수를 포함한 것이다.

사업인허가
시간(1)

사업인허가
시간(2)

수입시간
(1)

수입시간
(2)

수출시간
(1)

수출시간
(2)

사업인허가
비용(1)

사업인허가
비용(2)

수입비용
(1)

수입비용
(2)

수출비용
(1)

수출비용
(2)

관료의 질 -8.067 -7.956** -5.079** -0.530 -2.955* -0.553 -33.94** 6.207 234.1* 38.72 214.0* 0.0684

(5.169) (3.709) (2.038) (1.057) (1.520) (0.640) (14.71) (6.407) (139.8) (39.82) (115.5) (32.69)

규제의 질 -12.70** 17.34*** -6.061*** 3.506** -5.364*** 1.208 -30.37** -6.769 12.35 26.96 -86.01 -1.758

(5.269) (6.088) (2.136) (1.646) (1.590) (0.994) (15.05) (10.59) (146.9) (62.60) (121.9) (50.84)

전자정부의 질 0.837 -5.687*** -1.819** -0.0586 -0.984* -0.130 0.0804 1.915 91.77* 10.63 39.32 19.34

(1.946) (1.572) (0.736) (0.425) (0.546) (0.256) (5.526) (2.762) (50.49) (15.99) (41.47) (13.03)

상수 -228.4* 226.5 -21.17 192.6*** 31.08 83.26*** 1,910*** -525.9* -20,13*** -6,388*** -13,30*** -6,785***

(127.5) (168.4) (53.89) (51.59) (40.40) (31.22) (363.1) (289.2) (3,669) (2,005) (3,057) (1,618)

관측치 536 298 493 266 493 266 536 298 493 266 493 266

R-sq 0.549 0.488 0.471 0.615 0.420 0.637 0.287 0.273 0.358 0.469 0.360 0.610

국가수 69 35 70 35 70 35 69 35 70 35 70 35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cf. 1. Hausman Test 결과는 모두 p<0.01로 유의미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고정효과모형의 결과를 보고하였다.
   2. 가독성을 위해서 관료, 규제, 전자정부 변수만 보고하였다. 모든 결과는 전체 변수를 포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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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위험기피도64)

<표 35>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64) (1)이 평균보다 낮은 집단, (2)가 평균보다 높은 집단을 의미하며 이하 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사업인허가시
간(1)

사업인허가시
간(2)

수입시간
(1)

수입시간
(2)

수출시간
(1)

수출시간
(2)

사업인허가비
용(1)

사업인허가비
용(2)

수입비용
(1)

수입비용
(2)

수출비용
(1)

수출비용
(2)

관료의 질 -6.089 -1.720 0.410 -3.121** -1.632 -1.679 5.056 -11.67 -91.82 173.1 -83.51 156.4*

(7.154) (4.460) (2.265) (1.496) (0.988) (1.051) (5.551) (10.09) (105.6) (134.1) (65.27) (81.21)

규제의 질 -1.770 -14.84*** 4.793* -5.379*** 2.804** -4.548*** 4.764 -19.21* -182.0 -262.9* -93.06 -160.2*

(10.12) (4.965) (2.775) (1.670) (1.320) (1.175) (7.824) (11.30) (131.6) (150.5) (88.10) (91.70)

전자정부의 질 2.753 -1.854 0.311 -1.540*** 0.0241 -0.878** -1.179 -2.352 39.84 57.27 39.11 25.25

(3.025) (1.774) (0.800) (0.550) (0.386) (0.386) (2.348) (4.016) (37.32) (49.43) (25.07) (29.90)

상수 1,163*** -263.5** 93.54 85.49** 48.75 71.31** 440.8** 1,391*** -704.0 -25,395*** -1,463 -13,229***

(257.9) (121.7) (72.88) (39.71) (36.49) (28.17) (219.5) (276.1) (3,430) (3,561) (2,397) (2,183)

관측치 135 783 121 716 121 716 135 783 121 716 121 716

R-sq 0.647 0.377 0.514 0.408 0.669 0.402 0.733 0.215 0.482 0.293 0.662 0.342

국가수 16 95 16 96 16 96 16 95 16 96 16 96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cf. 1. Hausman Test 결과는 모두 p<0.01로 유의미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고정효과모형의 결과를 보고하였다.
   2. 가독성을 위해서 관료, 규제, 전자정부 변수만 보고하였다. 모든 결과는 전체 변수를 포함한 것이다.

사업인허가시
간(1)

사업인허가시
간(2)

수입시간
(1)

수입시간
(2)

수출시간
(1)

수출시간
(2)

사업인허가비
용(1)

사업인허가비
용(2)

수입비용
(1)

수입비용
(2)

수출비용
(1)

수출비용
(2)

관료의 질 -16.69*** 0.373 -1.254 -2.191 -0.507 -0.741 18.56 -40.42*** -135.1 147.5 -11.51 109.1

(4.985) (6.479) (2.191) (1.360) (1.511) (1.006) (14.37) (10.63) (155.7) (180.0) (122.0) (74.87)

규제의 질 -4.399 -20.21*** -9.964*** 5.066*** -7.630*** 2.397** -29.58** -19.88 200.0 -665.4*** 34.12 -246.4***

(5.269) (7.621) (2.392) (1.575) (1.633) (1.148) (14.98) (12.61) (174.3) (210.7) (136.1) (85.94)

전자정부의 질 -2.545 -2.435 -2.138** -0.0583 -1.305** -0.0150 -4.028 3.310 69.79 38.73 31.18 30.50

(1.976) (2.328) (0.827) (0.458) (0.565) (0.330) (5.626) (3.824) (59.37) (60.32) (45.96) (24.54)

상수 106.0 -500.1** 52.30 97.41** 39.98 60.18** 1,010*** 1,280*** -17,195*** -27,701*** -12,935*** -6,997***

(122.8) (202.6) (57.40) (41.68) (39.76) (30.35) (349.1) (334.9) (4,083) (5,537) (3,214) (2,270)

관측치 443 475 405 432 405 432 443 475 405 432 405 432

R-sq 0.532 0.325 0.481 0.492 0.459 0.522 0.152 0.434 0.342 0.289 0.410 0.369

국가수 52 59 53 59 53 59 52 59 53 59 53 59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cf. 1. Hausman Test 결과는 모두 p<0.01로 유의미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고정효과모형의 결과를 보고하였다.
   2. 가독성을 위해서 관료, 규제, 전자정부 변수만 보고하였다. 모든 결과는 전체 변수를 포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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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권력거리

<표 37> 시민참여

사업인허가시
간(1)

사업인허가시
간(2)

수입시간
(1)

수입시간
(2)

수출시간
(1)

수출시간
(2)

사업인허가비
용(1)

사업인허가비
용(2)

수입비용
(1)

수입비용
(2)

수출비용
(1)

수출비용
(2)

관료의 질 -14.49*** 1.978 0.435 -2.275 0.387 -1.196 1.273 -12.93 8.922 128.3 -35.30 122.8

(4.516) (4.975) (0.800) (1.595) (0.466) (1.111) (1.137) (11.01) (83.90) (142.1) (57.84) (86.09)

규제의 질 -3.404 -18.18*** 1.733** -5.671*** 0.910* -5.261*** 0.629 -20.45* -171.7* -198.7 -97.49 -137.9

(5.081) (5.462) (0.843) (1.813) (0.480) (1.264) (1.236) (12.20) (89.76) (162.6) (60.30) (99.40)

전자정부의 질 0.680 -1.770 0.0720 -1.331** -0.274* -0.779* -0.207 -2.925 -39.54 75.74 -12.60 39.75

(1.614) (1.876) (0.261) (0.572) (0.153) (0.399) (0.392) (4.156) (27.31) (51.12) (19.18) (30.98)

상수 328.7* -200.1 71.29** 73.17* 21.45 63.86** -44.00 1,420*** -3,219 -21,756*** -3,346 -12,135***

(185.2) (127.7) (34.17) (41.22) (20.03) (29.64) (45.51) (283.3) (3,642) (3,759) (2,492) (2,305)

관측치 181 737 162 675 162 675 181 737 162 675 162 675

R-sq 0.490 0.381 0.681 0.418 0.729 0.415 0.694 0.223 0.512 0.285 0.685 0.331

국가수 21 90 21 91 21 91 21 90 21 91 21 91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cf. 1. Hausman Test 결과는 모두 p<0.01로 유의미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고정효과모형의 결과를 보고하였다.
   2. 가독성을 위해서 관료, 규제, 전자정부 변수만 보고하였다. 모든 결과는 전체 변수를 포함한 것이다.

사업인허가시
간(1)

사업인허가시
간(2)

수입시간
(1)

수입시간
(2)

수출시간
(1)

수출시간
(2)

사업인허가비
용(1)

사업인허가비
용(2)

수입비용
(1)

수입비용
(2)

수출비용
(1)

수출비용
(2)

관료의 질 10.52 -9.254** -0.113 -2.506** 1.112 -2.270** -10.54 5.149 -3.180 61.70 -59.66 1.822

(7.453) (4.489) (2.566) (1.232) (1.754) (0.932) (21.33) (4.115) (255.6) (97.34) (143.4) (68.54)

규제의 질 -18.27** -0.572 -5.314** 1.535 -5.890*** 1.379 -38.73* 5.671 -303.1 -99.85 -150.2 -30.13

(7.567) (5.602) (2.601) (1.497) (1.759) (1.125) (21.79) (5.110) (261.0) (117.9) (146.6) (82.33)

전자정부의 질 0.0870 -1.971 -1.973** -0.496 -0.460 -0.760** 4.957 -0.346 41.79 1.382 26.51 -14.14

(2.896) (1.694) (0.906) (0.445) (0.612) (0.333) (8.261) (1.547) (90.99) (35.04) (50.08) (24.51)

상수 96.17 41.15 -24.80 112.5*** 25.06 93.31*** 1,893*** 383.2*** -14,829** -17,104*** -6,745* -13,126***

(200.8) (140.5) (70.49) (39.94) (47.79) (30.35) (573.1) (125.6) (7,024) (3,172) (3,908) (2,243)

관측치 381 537 358 479 358 479 381 537 358 479 358 479

R-sq 0.387 0.421 0.431 0.508 0.422 0.502 0.266 0.294 0.311 0.370 0.381 0.449

국가수 54 69 52 69 52 69 54 69 52 69 52 69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cf. 1. Hausman Test 결과는 모두 p<0.01로 유의미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고정효과모형의 결과를 보고하였다.
   2. 가독성을 위해서 관료, 규제, 전자정부 변수만 보고하였다. 모든 결과는 전체 변수를 포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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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법의지배

<표 39> 부패

사업인허가시
간(1)

사업인허가시
간(2)

수입시간
(1)

수입시간
(2)

수출시간
(1)

수출시간
(2)

사업인허가비
용(1)

사업인허가비
용(2)

수입비용
(1)

수입비용
(2)

수출비용
(1)

수출비용
(2)

관료의 질 -0.142 -3.001 -4.785** 1.876 -2.223 0.732 -40.71** 20.98*** 2.768 97.36 53.69 86.38

(7.208) (3.633) (2.163) (1.166) (1.523) (0.839) (16.30) (6.866) (201.7) (116.1) (106.0) (77.02)

규제의 질 -19.20** 3.309 -7.437*** 2.284* -5.515*** 1.124 -26.30 8.506 -188.1 -21.96 -160.7 -20.24

(7.633) (4.331) (2.407) (1.304) (1.707) (0.936) (17.42) (8.185) (226.1) (129.9) (120.3) (86.04)

전자정부의 질 0.128 -2.594** -3.034*** -0.171 -1.074 -0.284 -14.79* 0.878 115.9 -3.768 21.34 -7.478

(3.889) (1.186) (1.110) (0.349) (0.783) (0.252) (8.795) (2.253) (103.9) (34.64) (54.46) (23.13)

상수 -287.6 244.1** -11.39 141.6*** 75.96* 56.84** 2,410*** 288.7 -14,234** -21,219*** -8,828*** -11,393***

(189.8) (106.3) (58.98) (33.55) (42.24) (24.12) (430.7) (202.0) (5,496) (3,411) (2,944) (2,229)

관측치 424 494 399 438 399 438 424 494 399 438 399 438

R-sq 0.434 0.468 0.427 0.476 0.437 0.443 0.329 0.170 0.341 0.307 0.368 0.373

국가수 57 64 58 63 58 63 57 64 58 63 58 63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cf. 1. Hausman Test 결과는 모두 p<0.01로 유의미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고정효과모형의 결과를 보고하였다.
   2. 가독성을 위해서 관료, 규제, 전자정부 변수만 보고하였다. 모든 결과는 전체 변수를 포함한 것이다.

사업인허가시
간(1)

사업인허가시
간(2)

수입시간
(1)

수입시간
(2)

수출시간
(1)

수출시간
(2)

사업인허가비
용(1)

사업인허가비
용(2)

수입비용
(1)

수입비용
(2)

수출비용
(1)

수출비용
(2)

관료의 질 -0.167 -1.653 -2.014 -0.339 -1.529 -0.809 -16.89 4.877*** 143.5 -48.16 134.2 -51.70

(5.928) (4.809) (1.899) (1.120) (1.244) (0.980) (14.33) (1.193) (182.8) (54.89) (110.6) (41.38)

규제의 질 -25.41*** 8.435 -7.266*** 2.170* -6.317*** 1.705 -26.91* -0.552 -167.2 -96.51 -107.5 -44.63

(6.423) (5.221) (2.141) (1.198) (1.403) (1.047) (15.79) (1.301) (208.6) (59.10) (127.5) (44.40)

전자정부의 질 1.095 -3.533** -2.111*** -0.194 -0.765 -0.469* -3.734 -0.380 110.7 4.208 38.83 -1.878

(2.498) (1.430) (0.761) (0.327) (0.498) (0.283) (6.042) (0.358) (73.77) (16.03) (44.35) (12.00)

상수 -54.08 -93.31 3.913 1.548 46.26 -12.13 1,652*** 79.39** -17,895*** -8,338*** -12,096*** -4,057***

(152.0) (161.4) (51.69) (39.29) (34.28) (34.82) (367.6) (40.04) (4,969) (1,925) (3,049) (1,448)

관측치 567 351 521 316 521 316 567 351 521 316 521 316

R-sq 0.415 0.464 0.473 0.363 0.452 0.470 0.259 0.580 0.320 0.458 0.360 0.563

국가수 78 47 78 47 78 47 78 47 78 47 78 47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cf. 1. Hausman Test 결과는 모두 p<0.01로 유의미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고정효과모형의 결과를 보고하였다.
   2. 가독성을 위해서 관료, 규제, 전자정부 변수만 보고하였다. 모든 결과는 전체 변수를 포함한 것이다.



- 208 -

<표 40> 민주주의

<표 41> 권위주의
사업인허가
시간(1)

사업인허가
시간(2)

수입시간
(1)

수입시간
(2)

수출시간
(1)

수출시간
(2)

사업인허가
비용(1)

사업인허가
비용(2)

수입비용
(1)

수입비용
(2)

수출비용
(1)

수출비용
(2)

관료의 질 30.89*** -12.05*** 3.666 -5.634*** 1.534 -2.485** 0.696 -10.09*** 43.12 177.2** -38.68 120.7*

(9.408) (4.047) (2.216) (1.402) (1.572) (1.039) (35.67) (3.424) (398.4) (87.93) (174.7) (69.33)

규제의 질 -28.77** -5.740 -10.60*** -1.350 -6.497*** -1.890 -149.9*** -0.0675 -775.0 27.14 -399.5* -31.75

(12.40) (4.458) (2.780) (1.584) (1.994) (1.178) (46.35) (3.749) (517.2) (97.83) (228.1) (78.36)

전자정부의 질 0.706 -3.856** -0.214 -1.454** -0.0846 -0.776* 14.58 -1.437 39.73 36.10 53.55 5.308

(3.166) (1.711) (0.696) (0.563) (0.502) (0.416) (11.66) (1.443) (124.2) (34.96) (55.58) (27.70)

상수 849.4*** 49.69 -125.9** 108.9** -69.06 119.6*** 2,668** 481.2*** -17,334 -16,828*** -3,304 -11,738***

(274.9) (124.4) (60.80) (43.46) (43.94) (32.38) (1,039) (104.5) (10,982) (2,740) (5,055) (2,208)

관측치 240 678 223 614 223 614 240 678 223 614 223 614

R-sq 0.439 0.502 0.698 0.445 0.572 0.420 0.337 0.499 0.392 0.285 0.535 0.297

국가수 35 84 36 85 36 85 35 84 36 85 36 85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cf. 1. Hausman Test 결과는 모두 p<0.01로 유의미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고정효과모형의 결과를 보고하였다.
   2. 가독성을 위해서 관료, 규제, 전자정부 변수만 보고하였다. 모든 결과는 전체 변수를 포함한 것이다.

사업인허가
시간(1)

사업인허가
시간(2)

수입시간
(1)

수입시간
(2)

수출시간
(1)

수출시간
(2)

사업인허가
비용(1)

사업인허가
비용(2)

수입비용
(1)

수입비용
(2)

수출비용
(1)

수출비용
(2)

관료의 질 25.22*** -15.03*** 0.450 -5.468*** 1.467 -3.145*** 2.030 -12.21*** -65.33 165.9** -70.69 95.07*

(9.309) (3.736) (2.199) (1.341) (1.731) (0.954) (27.63) (3.430) (322.1) (76.18) (164.1) (56.73)

규제의 질 -14.94 -2.067 -11.41*** 1.560 -9.854*** 1.265 -73.85** 6.909 68.02 3.269 14.05 -7.752

(9.969) (4.721) (2.210) (1.733) (1.766) (1.234) (29.29) (4.266) (342.0) (96.77) (178.1) (72.53)

전자정부의 질 0.140 -4.711*** -1.186* -1.206** -0.430 -0.952** 5.239 -1.464 55.49 37.58 75.06 -2.905

(3.190) (1.609) (0.675) (0.553) (0.539) (0.392) (9.330) (1.466) (99.57) (30.99) (51.06) (23.16)

상수 -25.96 119.4 -145.0** 148.6*** -53.68 170.8*** 1,568** 498.7*** -13,426 -15,05*** -6,054 -8,335***

(261.6) (129.7) (59.31) (48.55) (47.69) (35.21) (765.1) (117.3) (8,800) (2,737) (4,524) (2,096)

관측치 319 599 299 538 299 538 319 599 299 538 299 538

R-sq 0.372 0.476 0.589 0.484 0.459 0.489 0.260 0.505 0.331 0.275 0.421 0.321

국가수 47 76 47 77 47 77 47 76 47 77 47 77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cf. 1. Hausman Test 결과는 모두 p<0.01로 유의미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고정효과모형의 결과를 보고하였다.
   2. 가독성을 위해서 관료, 규제, 전자정부 변수만 보고하였다. 모든 결과는 전체 변수를 포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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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정부지출

<표 43> GDP
사업인허가
시간(1)

사업인허가
시간(2)

수입시간
(1)

수입시간
(2)

수출시간
(1)

수출시간
(2)

사업인허가
비용(1)

사업인허가
비용(2)

수입비용
(1)

수입비용
(2)

수출비용
(1)

수출비용
(2)

관료의 질 23.82** -10.13*** 0.152 -3.139** 0.0763 -2.701*** -7.886 -27.98*** -292.1 246.4*** -278.3 191.2***

(10.16) (3.787) (2.120) (1.445) (1.838) (0.910) (21.89) (8.471) (336.4) (70.95) (172.1) (67.78)

규제의 질 -55.74*** 0.889 6.234** -5.596*** 2.314 -3.797*** -50.39* -10.59 -992.6** -19.27 -269.6 -44.65

(12.96) (3.725) (2.795) (1.475) (2.426) (0.930) (28.81) (8.297) (450.0) (73.09) (227.7) (69.78)

전자정부의 질 7.766 -2.666** -1.232 -1.307*** -1.881 -0.520* -8.869 -2.374 238.2 40.86* 62.14 21.69

(7.387) (1.191) (1.453) (0.441) (1.264) (0.278) (15.74) (2.654) (231.0) (21.75) (119.1) (20.60)

상수 -275.8 119.8 -9.530 204.2*** -8.202 132.4*** 2,496*** 541.1** -28,35*** -12,84*** -13,23*** -9,907***

(251.3) (109.3) (53.62) (42.68) (47.28) (26.96) (550.6) (242.0) (8,507) (2,133) (4,426) (2,038)

관측치 265 648 233 604 233 604 265 653 233 604 233 604

R-sq 0.462 0.453 0.674 0.413 0.509 0.471 0.342 0.293 0.466 0.396 0.491 0.379

국가수 47 84 43 87 43 87 47 86 43 87 43 87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cf. 1. Hausman Test 결과는 모두 p<0.01로 유의미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고정효과모형의 결과를 보고하였다.
   2. 가독성을 위해서 관료, 규제, 전자정부 변수만 보고하였다. 모든 결과는 전체 변수를 포함한 것이다.

사업인허가
시간(1)

사업인허가
시간(2)

수입시간
(1)

수입시간
(2)

수출시간
(1)

수출시간
(2)

사업인허가
비용(1)

사업인허가
비용(2)

수입비용
(1)

수입비용
(2)

수출비용
(1)

수출비용
(2)

관료의 질 22.76** -10.13*** -0.438 -2.907** 0.401 -2.797*** -5.988 -27.81*** -283.6 242.2*** -275.8 196.7***

(9.918) (3.787) (2.063) (1.449) (1.787) (0.918) (21.38) (8.512) (331.5) (71.05) (167.4) (68.09)

규제의 질 -54.20*** 0.889 6.924** -5.666*** 2.013 -3.753*** -52.09* -10.25 -976.4** -16.60 -284.1 -45.25

(12.68) (3.725) (2.709) (1.475) (2.352) (0.936) (28.19) (8.318) (443.5) (73.12) (220.7) (69.89)

전자정부의 질 4.399 -2.666** -1.298 -1.193*** -1.692 -0.521* -2.124 -2.080 62.63 34.78 10.01 19.86

(6.373) (1.191) (1.228) (0.443) (1.066) (0.281) (13.58) (2.671) (197.9) (21.79) (100.6) (20.71)

상수 -276.3 119.8 -7.523 206.1*** -5.603 129.2*** 2,452*** 566.7** -27,46*** -13,35*** -12,89*** -9,877***

(245.5) (109.3) (52.58) (43.11) (46.27) (27.39) (524.1) (244.3) (8,448) (2,154) (4,333) (2,058)

관측치 270 648 238 599 238 599 270 648 238 599 238 599

R-sq 0.463 0.453 0.674 0.416 0.503 0.471 0.343 0.294 0.446 0.400 0.488 0.382

국가수 47 84 43 85 43 85 47 84 43 85 43 85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cf. 1. Hausman Test 결과는 모두 p<0.01로 유의미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고정효과모형의 결과를 보고하였다.
   2. 가독성을 위해서 관료, 규제, 전자정부 변수만 보고하였다. 모든 결과는 전체 변수를 포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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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ims to discuss and analyze how bureaucrats, 

regulations, and e-government affects the efficiency of 

economic regulations. In many countries, governments are 

often portrayed as inefficient and these negative images 

often led to discussions on reducing the number of public 

servants and regulations. Economic regulation, out of many 

policy services provided by the government, serves to 

complement market forces in order to fix the market’s 

problems and improve market efficiency. In this sense, the 

government serves an important role and the impact of 

decisions made by the government directly and immensely 

affects citizens’ daily lives. Nevertheless, people’s 

perception on governments is generally unfavorable as 

numerous groups of scholars criticize inefficiency caused by 

governments’ decisions. Still, this does not change the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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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the subject enforcing regulations must be the 

government. Therefore, reducing the government’s size and 

role is not going to solve the problems, and the question we 

should be asking ourselves is how we can increase the 

government’s efficiency.

Past studies on the role of government tend to focus on 

government’s inefficiency growing when its size grows. 

Increase in the size of the government, government 

expenditure, and the provision of public goods has a negative 

effect on government’s deficit, economic growth and many 

other factors (Alesina & Spolaore, 1997; Alesina & 

Wacziarg, 1998; Stephanie Medina & Rui, 2008). Therefore, 

these studies suggest that the size of the government should 

be reduced and many of the government’s roles must be 

replaced by the market in order to gain efficiency. However, 

the number of government’s roles is not necessarily 

positively correlated to its size. Furthermore, it is not 

appropriate to shrink the government’s role because of the 

inefficiency created by enlarging government when market 

failure exists. In fact, there are also findings suggesting that 

the size of the government encourages economic 

development (Ram, 1986; Rubinson, 1977; Summers & 

Heston, 1984; Lucas, 1988). However, both sides have a 

common problem in that they try to explain everything about 

the government by just looking at government’s spending. 

On the other hand,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quality of 

bureaucrats, regulations and e-government have a positive 

effect on government’s efficiency despite the in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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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ifested by the size of the government.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find a concret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qualities of the three aforementioned and efficiency using 

time and cost.  

Previous research on the effect of time and cost is as 

follows. First of all, there is research related to 

bureaucrat’s inefficient policy implementation, red tape and 

corruption. For example, du Gay (2000) and Peters & Pierre 

(2003) focus on public servants’ inefficiency while DPMS 

(1995), Djankov, La Porta, and Lopez & Shleifer (2001) 

concentrate on inefficiency of regulations, and Yang & Rho 

(2007) and Layne & Lee (2001) studied efficiency of 

e-government. These research are based on theories, and 

they need to be tested empirically. Second, there are studies 

on waiting period for service industries in business 

management (Hornik, 1982; Whiting & Donthu, 2009; 

Houston et al., 1998; Davis & Heinke, 1998), and service 

delays and market entry costs due to red tape (Djankov, La 

Porta, Lopez de Silanes, & Shleifer, 2000; Djankov, 2009; 

De Soto, 2000; Dreher & Gassebner, 2013). These scholars 

empirically and theoretically analyzed time and cost caused 

by approval procedures necessary for economic activities, 

but they did not consider bureaucrats, regulations and 

e-government as factors. This paper is different from these 

studies as the impact of bureaucrats, regulations and 

e-government is analyzed while controlling the procedural 

factors. The last is research related to corruption. 

Unnecessary and excessive regulations are posi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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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lated to corruption (Aidis, 2005; Boettke & Coyne, 

2003; Djankov et al., 2002; Doh et al., 2003; Boettke & 

Coyne, 2003), and these regulations delay policy 

implementation and/or increase transaction cost (North, 

1993). These works suggest that unnecessary regulations 

and public servants’ corruption may negatively influence 

time and cost. However, these merely focus on procedures 

for licensing businesses and corruption while neglecting the 

importance of bureaucrats, regulations and e-government. 

This paper mainly focuses on how bureaucrats, regulations 

and e-government influence time and cost in economic 

regulations while controlling variables mentioned in previous 

works, and also considering corruption and procedures. 

Specifically, this paper focuses on licensing businesses, 

import and export for economic regulations. Furthermore, the 

cost and the waiting time of policy services was considered 

to measure efficiency, and these data came from Doing 

Business index. The quality of bureaucracy from the PRS 

Group and Economist Intelligence Unit,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regulatory quality, and United Nation’s 

e-government index were considered along with many other 

control factors from different multinational sources. Each 

index gathers data from different countries, but all of these 

use panel data from at least 110 countries with an average 

of 10 years. Thes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fixed 

effects model in STATA 13.0. Key results are summarized 

be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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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high quality of bureaucrats reduces not only the time 

for processing import, export, and licensing businesses but 

also the cost for import and export. This result suggests 

that bureaucrats, in fact, have positive impact on the market 

economy. In the case of time required for licensing business, 

import costs and export costs, the quality of bureaucrats 

generally does not affect them but it reduces both time and 

cost once the quality rises above a certain threshold. 

Second, high quality of regulations reduces time for 

processing import, export, and cost for licensing businesses. 

The importance of the existence of a good regulation can be 

stressed considering that the effect of high-quality 

regulations is very important. This result also challenges the 

school of thoughts who contend that regulations are 

inevitably inefficient, and market efficiency can only be 

guaranteed by reducing the number of regulations. Lastly, 

the quality of e-government reduces the time required for 

import and export. This is because when the quality of 

e-government increases, efficiency on service provision is 

enhanced and, thus, service waiting period is reduced.

Key Words: Bureaucrats, Regulation, E-Government, 

Economic Regulation Policy, Efficiency, Time,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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