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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일반적으로 산업정책은 국가가 “경제성장파 국제경쟁력강화를 달성하기 위 

해 산업에 대한 지원， 조정， 규제를 통하여 산업일반이나 개별산업의 활동에 

개입"Õ}는 경제정책"(李景台 1991 , 5)으로 정의된다. 즉， 거시적인 수준에서는 

국제경쟁력의 제고， 중간수준에서는 생산의 유연 전문화{f1exible specialization) 

를 위한 우호척인 환경의 제공， 그리고 미시적 수준에서는 기업과의 관계와 관 

련되는 정책이다{Grant 1988, 74-75), 이러한 산업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는 

정치가， 관료， 자본가， 노동자， 시민 등 이해당사자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한다. 

따라서 산업정책을 동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행위자를의 참여와 

그 관계를 포함하는 정책형성과 집행과정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1-치 & 켜? 

"7Þ. 7 1987; Gourevitch 1986, 17-21) , 

본 논문에서는 1990년대의 대표적인 산업조직정책인 업종전문화정책의 정 

책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최근의 한국 산업정책과정의 단연을 고찰하고자 

한다. 산업정책은 산업에로의 자원배분에 관한 산업구조정책과 개별 산업의 

조직에 관한 산업조직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디{小宮隆太郞 外 1986, 2), 중화학 

공업화를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를 지향한 시기에는 산업간 동태적 자원배분을 

의미하는 산업구조정책이 중심이 되었다. 그 결과 기업간 경쟁 내지 시장경제 

질서에 관한 정책적 관심은 희박하였다{顧森英男 1990, 13), 그러나 경제자유화 

압력이 거세어진 1980년대 이후의 시기에서는 각 산업 및 기업에 있어서 국제 

경쟁력 확보가 주요한 목표가 되기 때문에 기업의 체질강화를 위한 산업조직 

정책이 중요해 진다. 塵業組織政策이란 “훌業內의 기업행통의 규칙 규범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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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제질서를 정비하고 기업간의 경쟁형태 및 시장구조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산업의 효율 및 성과를 중진시키는 정책”이다. 여기에는 독점금지법을 제정하 

여 시장경쟁을 촉진하거나 過當鏡爭을 방지하는 정책과 중소기업정책 등이 속 

한다. 1990년대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 초기에 있어서 국제화의 압력에 대 

웅하기 위한 산업조직정책의 대표적인 것은 업종전문화정책이었다. 업종전문 

화정책은 노태우 정권 하에서는 주력업체제도로， 김영삼 정부 하에서는 주력 

업종제도로 실시되고 있다. 이 정책과 관련하여 관심을 끌었던 것이 삼성의 상 

용차， 승용차 신규진출 문제였다. 본 논문에서는 업종전문화의 일반적인 정책 

집행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삼성자동채}례의 분석을 통해 산업정책과정의 특 

정을 구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II. 산업정책과정 분석 

추(Chu)는 신흥공업국의 경제조정 정책에 영향을 주는 국가구조를 @경제관 

료의 응집력과 중앙집중의 정도 @국가관료를 민간부문과 연결시키는 정책망 

의 특성 @국가와 사회간 관계의 특성 등 세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추 

1995, 207). 해거드는 특정 정책변화의 원인을 국제적 요인(외부경제적 충격， 

영토의 크기， 강대국의 정치적 영향력)， 사회세력의 구성형태， 국가엘리트의 정 

치적 선택， 국가제도 퉁에서 찾았디{해거드 1994, 18-20). 즉， 특정정책이 선택 

되는 과정에는 크게 국제적 요인， 국가요인， 사회요인이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국제적 요인은 정책결정에 영향을 주는 환경요인으로 구체적인 정책 

과정에 행위자로 참여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다. 국가요인은 @사회적 

압력으로부터 격리된 정도 @정책결정구조 자체의 응집도 @ 정책수단 등의 

제도적 특정에 따라 정책선택과 집행에 다르게 영향을 준다고 한다〈해거드 

1994, 78). 사회요인은 자본가와 노동자의 정책형성에의 영향을 의미하는데， 한 

국에서는 노동배제적 성격으로 인하여 국가-자본의 관계가 정책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관료정치 @정치가의 영향력: 정치가와 관료의 관계 

@국가-자본간 정책망 둥에 초점을 두어 산업정책과정(industrial policy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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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관료정치(bureaucratic politics)이다. 도너(Doner)는 국가가 사회의 분배 

적 압력으로부터 격리되어 있고， 효과적인 정책집행이 가능하도록 조직적으로 

충분히 응집적일 때 국가능력이 강하다고 하였E다대l<Ma때C이1nt띠t 

국7가}능력(state c대ap뼈ac디따itη띠y)을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국가의 기술적， 행정적인 

능력으로 정의하고， 국가능력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잘 훈련된 관료의 존재 

@관료내 합의 혹은 분열정도 @정책집행을 허용하는 도구와 제도를 들었다 

(Nelson 1990, 21) 대체로 한국의 경우 우수한 관료의 존재가 인정되고 있기 때 

문에 여기서는 @관료정치의 웅집성(coherence) (2)정책수단의 존재에 초점을 두 

어 관료정치를 살핀다. 

둘째， 정치가의 영향력이다. 관료의 자율성은 사회압력으로부터의 자율성과 

더불어 정치권으로부터의 자율성이 중요하다. 정부의 능력은 관료권력의 집권 

화와 분권화 정도， 그리고 행정부의 입법부로부터의 자율성에 의해 달라진다 

(1-;( & 팎?.L '7 1987, 482). 즉， 국가내 행위자로서 관료와 정치인의 관계가 

중요하며 이는 구체적으로 대통령과 관료의 정책결정과정에의 영향력과 상호 

관계를 의미한다1). 

셋째， 정부의 개업을 의미하는 산업정책에서 정책을 실제적으로 수행하는 자 

본과 국가의 관계가 핵심적이다. 정책형성과 집행에 있어서 국가는 자본의 동 

의와 협조를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자본은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만 자발적인 협조를 할 수 있다. 즉， 정책의 성공여부는 국가-자본의 관계에 달 

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러한 국가-자본의 상호작용 및 관계를 총칭하 

여 정책밍"(policy network)으로 개념화한디{추 1995 , 207). 정책망이란 국가와 집 

1) 로사티는 대통령과 관료의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정도에 따라 정책결정패턴을 다음과 

같이 유형화 하였다(Rosati 1981 , 248). 

〈그림 1> 국가내의 정책결정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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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간의 관계를 범주화하는 개념이다. 네트워크는 국가와 집단간 약간의 자원의 

교환 혹은 정보의 교류가 있는 곳에는 폰재한다. 이것은 제한된 정보의 교환으 

로부터 정책과정에서 집단의 제도화까지 그 범위가 넓다. 또한 제한되고 안정 

적인 참여자를 가진 폐쇄되고 밀접한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ies)로부터 개 

방된 이슈네트워크에 이르기까지 그 통합의 정도도 다양하다. 따라서 정잭망윤 

매우 융통성있는 중범위 분석개념이디-(Smith 1993, 7). 카첸스타인에 의하면 정 

책망은 관료제， 정당， 이익집단， 기업 둥이 복잡하게 결합된 국가와 사회의 정 

형화된 관계이다-(Katzenstein 1985 , 228). 정책망의 형태는 구성원(참가자의 수， 

참여의 강제성/자발성)， 네트워크의 규모(폐쇄성/개방성)， 네트워크의 구조(위계 

적 구조/ 수평적 구조)， 정책망의 관계(분쟁적/경쟁적/협력적)， 정책망의 영향력 

정도 둥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한다〈新川敏光 1992, 14-15; Smith 1993, 57). 본 

논문에서는 정책망을 공식적인 것(formal) 혹은 사적인(informal) 인적관계 등의 

구분{Okimoto 1989, 153-155), 제도적인 것과 비제도적인 것의 구분， 그리고 정 

책망의 주요 채널이 상설적인 것인지 혹은 임시적인 것인지에 주목하였다. 

ill. 業種專門化政策의 形成과 執行

1. <業種훌門化政策〉으| 推進背景

1960-80년대 불균형 경제성장에서 대기업집단은 정부정책에 의해서 또는 자 

율적으로 자본， 인력， 정보 및 유통 등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한 가능한 많은 부분에 非關聯 多角化를 확대하였다2). 비관련 다각화 

는 소수가족에 의해 지배되는 기업에서 더 촉진된다. 가족재벌체제에서는 수 

익지향적 경영보다는 경제전반에 걸쳐서 기업의 힘을 중대시키고자 하는 규모 

확대 지향적인 기업경영을 유도하려는 성향을 가지기 때문이대선우석호 외 

1991 , 2). 

2) 재별다각화에 있어서 70년대는 기업의 신설에 의한 다각화가 월동히 많고 비관련 다 

각화가 주류를 이루었던 반면에 80년대에는 기존 기업의 인수나 합병을 통해 재편성 
에 의한 다각화가 두드러지며 비교적 관련다각화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였대이종화 
1994,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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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비관련 다각화는 대기업의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자유화의 압력이 거세어지면서 이에 대한 정책적 대웅도 오래 전부터 추진되 

기도 하였다3) 1980년에 들어서 9.27조치로 단행된 {기업체질강화 대책]은 업 

종전문화정책의 출발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독과점 규제 및 공정거래 

법 J(1980. 12. 31 공포)의 제정을 통하여 기업의 결합에 의한 경제력 집중을 일 

정하게 제한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재벌의 전문화를 유도하는 효과는 별로 없 

었다 더욱이 1980년대 중반의 부실기업정리는 산업합리화정책의 일환으로 수 

행되었지만4) 인수기업 대부분이 재벌기업이었으므로 업종전문화 논리에 배치 

되는 재벌의 다각화， 강화를 가져왔다. 이에 계열기업의 상호출자에 의한 다각 

화의 진행이 문제가 되어 1986년 12월 공정거래법의 개정을 통하여 상호출자 

를 규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대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가운데 대외적으로는 자 

유화의 압력이 거세어지고， 대내적으로는 민주화가 진행되었다. 이는 대외적으 

로 정부개입의 명분을 약화시켰으며， 규제완화와 자본의 자울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산업정책의 전환을 유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자본은 기술개발과 제 

조업에 투자를 통한 경쟁력 강화보다는 투기성 투자를 통한 자기팽창에 열중 

하였다. 이에 대한 사회여론이 비등해지고， 본격적인 개방화에 대비한 기업체 

질 강화대책이 모색되었던 것이다. 정부는 재벌기업들이 고도로 다각화된 결 

과 현재의 투자수준으로서는 세계적인 기업과 경쟁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 

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보다 확대되는 대내외 경쟁환경에서 세계 일류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전문화전략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추진된 업종전문화란 재벌의 다각화를 억제하여 소수의 단 

일업종에 주력함으로써 규모의 확대를 유도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3) 사실 기업의 체질강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지만 정책적 효과없 
이 정책실패만을 낳았다. 1973년 1월5일 [기업공개촉진볍}， 74년 5.29 특별지시 둥을 
통한 기업공개 촉구 퉁이 그것이었다. 

4) 이를 위해 조세감면법의 개정과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저리의 특별융자를 제공하여 
부실기업의 산업합리화를 도모하는 한은륙융법의 제정으로 법적인 준비가 정비되었 

다 86년 2월 산업정책심의회에서 부실기업정리 기준을 마련하여 본격적인 정리에 들 
어갔다 84년 해운업과 건설업에 대한 합리화조치， 85년 국제그룹의 해체 등에 이어 

86.6-88.2 기간동안 6차에 걸쳐 78개 기업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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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다. 즉， 공정거래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률적인 여신규제를 지양하는 

한펀， 재벌의 주력산업에 대한 여신규제를 실질적으로 해져|하여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즉， 제조엽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경제력 집중완 

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업종전문화정책은 경제자유화에 대비한 기업의 

체질강화책으로 추진되었다. 

이 정책은 1990년초에서 논의가 시작되어 1991년도 주력업체제도， 1993년 

도 주력업종제도로 정책화되어 추진되었지만， 대체로 정책실패를 낳았다는 것 

이 지배적인 펑가이다. 1994년 삼성승용차 진출허용까지 그 정책과정을 도식 

화하면 다음과 같다. 

정책논의 • 주력업체 • 정책수정 • 주력업종 • 정책약화 

단 계 제도실시 논 의 제도실시 

1990. 5 1991. 5 

노태우정부 

2. 주력업체제도의 실시 

@ 정책논의 

1993. 10 1994. 12 

김영삼정부 

업종전문화정책은 1990.5.10 [1 0대기업 및 38대그룹의 부동산매각 발표]에 

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당시 전경련 발표문 중에는 “오늘의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주력사업분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투자에 전념하여 각 그룹은 중 

복과열 시설투자가 되지 않도록 자제하며， 각 사는 주력사업과 관련이 없는 도 

· 소매업에 대한 신규투자를 자제한다. 기업의 투자는 주력분야의 경쟁력 향 

상과 미래지향적 기술개발에 두며 기업공개와 전문경영인 체제를 촉진해간다” 

는 내용이 틀어 있었다{전경련 1991 , 55-56). 이 발표문에는 이미 정부의 주력 

사업 강화정책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었으며 기업도 공식적으로나마 정부정책 

에 동조하고 있는 형식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이 5개항 결의문은 재계와의 조 

정을 거치지 않은 것이었다. 청와대， 상공부 등에서 이미 기업의 5.8부동산 매 

각조치와 더불어 주력엽체 육성을 통한 기업체질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이를 대기업의 자울적인 결단의 형식을 벌어 공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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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일보~ 1990.6.28). 

이러한 방침은 노태우대통령의 1990년 6.29 3돌 기념성명에서도， 박철수 상 

공장관의 국회답변에서도 표출되었다5). 당시 정부는 재벌의 문어발식 영역확 

대로 경제력집중， 부의 편중현상이 심화되고 투자의 집중성이 결여되어 경쟁 

력 향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었다. 이에 초기에는 청와대 

경제팀에서 강력하게 밀고 나왔으며(W조선일보~ 1991.3 .7) 상공부가 주축이 되 

어 재벌의 무분별한 영역확대를 막고 신규투자도 주력업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만 허용해주는 내용의 재별 전문화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것이다<W한국 

일보~ 1990.6.21). 이러한 정책구상에 대해 재벌은 자유경제체제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경영다각화를 통한 위험분산을 할 수 없어 경제환경이 변할 때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고 하며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공식적으로 업종전문화 주장이 제기된 것은 1990년 12월14일 상공부 산하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이 주최한 “대기업 업종전문화 유도방안 토론회”에서 

였다{f매일경제신문~ 1990. 12. 15). 산업연구원의 발표자는 업종전문화정책의 

필요성과 논리적 타당성을 제시하였으며 비관련업종에 대한 기업간 출자 및 

지불보증을 축소시키면 전문화가 촉진됨과 동시에 上場， 소유구조개선 등의 

문제가 기엽과 금융기관 자율에 의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소될 것이라는 정 

책대안을 제시하였다{선우석호외 1991 , 20). 

@ 관료간 갈등: 주력업체제도로의 결정과 실시 

이러한 업종전문화에 대한 논의는 1991년 들어 주력업체제도로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정부부처간에는 업종전문화정책의 운영을 둘러싸고 초기에 

는 업종중심으로 할 것이냐 업체중심으로 할 것이냐 라는 논쟁이 있었다. 상공 

부논 당시 표준산업분류에 의거한 20여개의 엽종으로 주력업종을 정하자고 주 

장하였다 그러나 재무부와 은행감독원은 현행 여선관리규정이 사용하고 있는 

세분화된 엽종분류개념(81 개)을 제시하였다. 이는 20여개의 업종분류를 채택할 

경우에 여신펀중 혹은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즉， 

상공부는 전문화의 본래 취지에 합당한 업종중심으로 제도의 운영을 주장한 반 

5) “비록 6공경제· 업종전문화시책 "W서울경제신문J099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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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최각규 기획원 부총리와 정영의 재무장관 등은 업종으로 할 경우 여신관리 

에 따르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업체를 중심으로 운영하자고 주장하였다. 

결국 현실적인 운영문제와 여신편중에 대한 여론으로 말미암아 재무부의 업체 

중심으로 결정되었다~II월간 전경련~ 1993.5 , 30카서울경제신문~ 1993.7.2). 

초기 재무부의 여신관리제도 개편방안은 대상그룹윤 10대로 축소하고 주력 

기업을 중심으로 하자는 것이었다. 1991 년 3월5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최각규 

부총리는 편중여신 억제나 경제력 집중에 대한 충분한 보완책이 없다고 지적 

하였다. 1991년 3월6일 재무부는 〈금융산업발전심의회>에 [제조업 경쟁력강 

화와 전문화를 위한 여신관리제도 개편방안]을 제출하였다. 이에 따르면 개방 

화 · 자유화시대에 대응하여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신관리제도를 

개편한다는 것이었다. 여신한도 관리대상을 30대에서 10대그룹으로 대폭 축소 

하고 선정기준도 종래의 총자산규모에서 총은행대출규모로 바꾸며， 각 그룹별 

로 2개의 주력업체를 선정하여 여신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안이었디{재무 

부 1991.10(IV), 201-2l3). 금융산업발전심의회에서는 한국개발원을 중심으로 

대기업위주의 정책개편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3월8일 관계부처회의 

에서 〈금발섬〉의 문제제기 및 최각규 부총리와 이봉서 상공부장관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무부는 여신한도관리대상을 30대그룹으로 유지하는 선에서 정책 

절충을 하였다-(11중앙경제신문~ 1991.3 .9). 

3월 13일 재무부의 수정안을 놓고 민자당과 재무관련 당정회의가 열렸다. 나 

웅배 민자당 정책위장 등은 재계의 반대로 인하여 주력업종선정에 현실성이 

떨어지고， 여신확대와 더불어 강력한 경제력 집중의 완화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여신관리개정은 입법과정을 필요로 하 

지 않는 내부규정 수정이었기 때문에 재무부안은 별다른 수정없이 결정되었다. 

1991년 3월14일 정부는 [제조업경쟁력강화대책]의 일환으로 대기업의 전문 

화를 위한 금융세제 지원 정책을 발표하였다. 은행대출금 상위 30대 계열기업 

군별로 3개이내의 업체를 주력업체로 선정하여 설비투자 확대를 통한 제조업 

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선정된 주력업체는 여신한도 관리대상 

에서 제외하며， 공장 및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력업체에 

대한 계열기업체의 투자， 신기술개발 등을 위해 투자하는 경우 등에논 자구의 

무 일부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또한 주력업체의 선규업종 진출을 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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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하였으며， 비주력엽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부과한다는 내용이었디{이종 

화 1994, 82; w한국경제연감~ 1992, 55). 이러한 업종전문화정책은 행정지도와 

여신관리를 통하여 추진되었으며 공정거래심사로 보완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업체선정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고 부처간 업종전문화 

제도에 대한 의미부여도 달라서 정책실시가 지연되었다. 즉， 경제기획원은 유 

통이나 소주， 맥주 등 소비재산업은 주력업종 선정에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 

고， 청와대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은 17개 기업집단에 주력업체 선 

정은 불허하자는 입장이었으며， 상공부는 주력엽체제도를 중복투자 조정 등 

업종전문화와 직접 연결시키려고 하였고， 재무부와 은행감독원은 가급적 기업 

과 은행의 자율적 판단을 인정하여 주려고 하였대『중앙경제신문~ 199 .4 .30). 

이러한 논란을 거쳐 결국 5월4일에 재무부는 주력업체 선정에 대한 세부지 

침을 마련하여 30대 계열기업군이 주거래 은행에 신청한 88개 기업 중 음료 및 

식품제조업체， 수산업， 유통업체， 종합상사는 주력업체로 선정하지 않고 동시 

에 10대 계열에 대해서는 건설업체도 주력업체로 인정하지 않기로 하는 둥 기 

준을 확정하였다.6) 이에 따라 1991년 5월말 72개업체를 주력업체로 1~} 선정 

하였으며 8월26일 4개엽체를 추가 선정하였다. 1차선정시에는 88개 총신청업 

체중 16개업체가 주력엽체의 선정취지에 맞지 않거나 비업무용 부동산 미처분 

등의 사유로 주거래은행의 심사과정에서 선정이 제외되어 15개계열이 1-2개업 

체만 주력업체로 선정되었다. 이에 30대기업 중 규정상 허용된 3개엽체내에서 

주력업체 선정취지에 맞는 업체로 교체하여 신청할 기회를 부여하여 2차선정 

에서 4개업체를 추가로 확정하여 총 76개업체가 선정되었다. 이러한 767H업체 

는 해당기업 총 5937H중 12.8%를 차지하였디{재무부 199 1.10(IV), 68-69). 

@ 자본의 대응과 정책결과 

정부는 업종전문화 제도를 충분히 재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7) 

6) 한국은행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주력업체 선정기준은 @제조엽경쟁력 강화와 전문화 

를 위해 펼요한지 @제조엽체의 선정이 원칙적이었으며， 음식료업체는 11-30대계열의 

간판기업만 인정하고 3운수 · 엔지니어링 업체는 선정하며， 건설엽은 11-30대계열의 
간판기업만 인정하고 @비업무용 미처분계열은 l개업체만 인정한다는 것이었다(재무 
부 1991.10(IV), 151; r서울경제신문~ 1993.7.9). 

7) 이는 “ 5 .8조치가 너무 과격하게 추진되어 ... 자금난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재벌 



112 

반면에 재벌은 이를 규제로 받아들여 반대하였으며 더욱이 전경련은 여신관리 

제도 개편방향에 관한 정부건의서(1991.3)를 통해 여신규제 자체를 폐지하고 

은행법， 공정거래법， 세법 등으로 보완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였다{전경련 1992, 

74-76). 재벌들의 관심은 비주력기업에 대한 제재문제였다. 즉， 재벌들은 “여신 

규제 철폐의 혜택을 누리면서 비주력기업에 대한 제재도 받지 않으려논” 것이 

었다. 

주력업체제도를 둘러싸고 신문지상과 토론회를 통하여 찬반양론이 주장되 

었다.8). 4월에 들어 전경련은 주력업체제도에 대한 보완건의를 통해 30대계열 

기업간에는 계열기업수 6-62개， 총자산규모 26배， 매출액은 155배 등 모든 면 

에서 현저한 차이가 나기때문에 동일하게 3개사만으로 주력업체수를 제한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주력업체수의 추가인정， 주력업체의 자율적 선정원칙의 준수， 

주력업체에 대한 분기별 사후관리보고 둥의 완화， 주력이외의 업체에 대한 규 

제완화 등을 건의하였다〈전경련 1992, 77-79). 1991년 4월에 전경련의 산하연 

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의 한 연구는 정부의 전문화개념의 협소화， 급속히 

진행되는 기술융합현상에 대한 무시， 불필요한 법률적 진입장벽의 구축 및 행 

정규제와 간섭， 정부의 정보능력 부족 등을 들어 정부주도형 업종전문화정책 

을 전면적으로 비판하였다t공병호 1991 , 14-15; 24-45). 

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검토한 것이 업종전문화정책이었다"(박운서 경제비서관)라 

는 발언에서도 엿보인대“비록 6공경제. 업종전문화시잭 "W서울경제신문~ 1993.7.2) 
8) 업종전문화정책에 대한 신문지상의 논쟁은 r중앙경제신문」에서 전개되었다. 발단은 

1991년 3월 15일자로 당시 한덕수 산업정책국장이 “업종전문화는 재도약의 발판”이라 

는 기고를 통해서 업종전문화가 유인제도를 이용하여 주력기엽에 투자의 심화를 위한 

것이라고 그 정당성을 주장한 것이었다. 이에 3월16얼 빈병균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 
구원의 “여신관리개편 누구를 위한 것인가”란 비판이 있었으며， 3월30일 공병호 한국 

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의 “정부주도형에 대한 비판”이 게재되었다 이것에 대해 4월 12 

일 한덕수 국장의 “대기엽의 전문화정책 펼요하다”란 글을 통해서 업종전문화는 여신 

규제 축소 • 완화를 의미하며 이러한 유인체계를 수용하느냐 문제는 기엽자신이 결정 
한 문제라는 반론이 제기되었으며， 4월 17일 공병호 연구위원은 “업종전문화 재고를 촉 

구한다”라는 기고를 통하여 여신관리제도를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재반론을 하였다. 
다른 신문매체에서도 찬반양론이 전개되었는데，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 

원들이 재벌의 입장을 대변하여 업종전문화정책이 시장경제원리와 민간주도 흐름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찬성론자들은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재벌의 전문화 

정잭은 중요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펼요하다고 인정하지만， 발표된 정부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한겨레신문J 1991.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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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계는 비판을 지속하면서도 한펀으로 업종전문화제도를 최대한 활 

용할 수 있는 방얀을 모색하였다. 주요 대기업들은 주력업체 선정과정에서 금 

.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혜의 폭을 감안하여 주력업체를 신청하였다{IF중앙일 

보~ 199 1.4.19). 재벌들은 정부의 업종전문화정책을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간접 

적인 방식(세제와 금융)임을 인식하고 이를 수용하여 전문엽종기엽을 계열회사 

의 금융창구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재벌의 주력기업 신청과 선정을 보면 자금 

수요가 큰 중화학공업부문의 기업으로 신청이 몰려 중복투자를 초래할 가능성 

이 농후하였다. 이는 재벌이 여신관리제도에 기반을 둔 주력업체제도를 우회 

하여 자금조달창구로 활용하거나 대주주의 지분올이 높은 기업들을 신청함으 

로써 정부의 지원을 사이윤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이종화 

1994, 89) ‘ 주력업종제도가 제조엽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인데， 상당수의 

기업이 주력기업으로 선정되면 대출한도관리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노려 기업 

의 성장성이나 경쟁력제고 측면보다는 은행대출금을 많이 필요로 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주력업체를 선정한 것이다 〈표 1>을 보면 선정된 주력업체의 대출 

금은 30대 재벌대출금의 45.8%에 이르렀다. 즉， 각 그룹들의 총대출의 반에 가 

까운 긍액을 대출받은 기업을 주력업체로 신청하였다는 것이다 

<표 1> 주력업체의 대출금과 그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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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대출금(억원) 주력업체(억원) 주력업체 비중(%) 

106,246 
106,181 
212,427 

44,740 
52,565 
97,305 

42.1% 
49.5% 
45.8% 

자료 재무부{l99 1.1O(IIl)， 308) 참조 

이렇게 업종전문화정책은 정부의 정책목표가 실패할 경우에는 재벌중심의 

특혜를 제도화할 위험이 존재한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1992년 정기적인 주 

력엽체가 선정되었다. 30대 재벌에서 제외된 그룹의 5개사가 제외되고 새로 30 

대 재벌에 지정된 그룹의 4개사가 추가되어 주력업체수는 1991년말 767H에서 

75개로 줄어들었다{IF조션일보~ 199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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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과는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t이만희 1993, 

231) 한겨레신문은 1992년 l월에 이마 “주력업체제도는 업종전문화나 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달성은 커녕 ‘대출금 받아내기’나 ‘재벌의 자산확장’의 수 

단으로 쓰이는 6공화국 경제정책의 최대 실패작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하였다 

(Ii'한겨레신문~ 1992. 1.23). 다읍의 대출금 현황을 보면 주력업체에 대출이 집중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2> 1990년과 1991년 은행대출금 현황 

1990년 12월 1991년 12월 

(단위: 억원， %) 

증가율 

은행 총대출금 1,111 ,628(100%) 1,374,073 (100%) 23.6% 
30대계열 총대출금 211 ,506 (19%) 259 ,381 (18.9%) 22.6% 
주력업체 총대출금 100,672 (9.1%) 139,064 (10.1%) 38.1% 

자료: 은행감독원월간 전경련，;(1992.5 ， 4)에서 재인용 

1992년 8월20일 증권관계기관이 30대재벌그룹의 507H 주력상장기업을 대상 

으로 올 상반기 영업실적을 분석한 결과， 매출액은 전년도 동기간보다 16.6% 

증가한 2조102억원에 달했으나 상반기 순이익은 31%줄어든 2 ，398억원에 불과 

하였다. 즉， 주력엽체틀이 상반기동안 외형은 그대로 신장하였지만， 순이익이 

크게 감소해 실속없는 장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주력업체의 재무구 

조도 악화되었다. 평균부채비울이 364.12%로 지난해말보다 6개월사이에 

33.37%가 높아졌다. 이렇게 주력업체의 타인자본 의존도가 높아진 것은 경기 

침체， 수출부진이 원인이기도 하지만， 여신한도관리를 받지않는다는 점을 악용 

해， 마음대로 돈을 끌어다 쓴 원인이 있다~Ii'매일경제신문~ 1992.8.20) 

또한 정부가 업종전문화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재벌들의 문어 

발식 확장은 오히려 더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1988년이후 5년간 30대 

그룹의 신규업종 진출은 총81건에 달하고 있으며， 일부 그룹만이 제조업쪽에 

영역을 넓히고， 대부분은 비제조업을 중심으로 계열사를 넓혔다는 것이다~Ii'한 

국일보~ 1992.1 l.l )9). 

9) 삼성의 경우， 87년 32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었지만 5년이 지난뒤에는 52개로 늘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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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력업종제도의 실시 

CD 정책수정논의와 상공부안 

원래 주력기업을 3개씩 선정하는 기업숫자의 제한이란 주력업체제도는 대기 

업집단이 주력업종에 전념한다는 본래 취지와는 다른 것이었다. 재무부의 여 

신관리상 편려때문에 주력업체중심으로 추진하였던 업종전문화정책에 대해 

상공부를 중심으로 수정논의가 나타났다. 주력업체제도는 (a)주력업종의 성장 

잠재력과는 관계없이 자금을 많이 소요하는 업체중심으로 선정되었으며 (b)업 

체중심으로 운영됨으로써 주력업종의 육성을 유도하지 못하고 (이업종의 細分

類(제조업 32개， 비제조업 41개)로 기술융합현상 등 업종간 연관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d)비주력업체의 정리를 통한 주력업체의 보강이 실현되지 못했기 때문 

에 업종전문화의 실효를 거두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이었다{상공자원부 1993.5). 

상공부는 1992년부터 업종중심의 전문화로 정책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1992년 l월31 일 상공부는 [제7차 5개년계획 산업정책부문 계획]을 확 

정하였는데， 7차 계획기간중에 대기업집단의 경영효율의 개선， 기업의 업종전 

문화 유도， 기업의 소유분산 및 독립경영체제의 확립을 유도하기로 하였다. 특 

히 대기업의 투자심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창출을 위하여 비관련다각화를 개선 

하여 “주력업종”에 투자토록 유도한다고 하여 주력업체 개념대신에 주력업종 

개념을 사용하였디{상공부 1992. 1O(III), 96-236 참조). 한봉수 상공부장관은 

1992년 3월 17일 최고경영자협의회 조찬간담회에서 업종전문화는 지속하지만， 

현재의 주력업체제도를 업종중심으로 전환하여 주력업종이 관련업종을 포괄 

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W한겨레신문』 

1992.3.18). 

이에 대해 재무부는 1992년 7월말에 장기적으로 주력업종제도의 도입이 바 

람직하나 재벌의 업종전문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여신규제를 회피 

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여신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 

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였다，W조선일보.Jl 1992.7.28) 또한 1993년 2월 11일 재 

무부는 금융개방계획 3단계에 따라 주력업체수를 자산규모에 따라 1-5개로 차 

서 상용차， 중권， 신용카드， 종합화학， 전지산엽， 합성세제 퉁은 물론 영화업， 비디오 프 

로그램 공급업 둥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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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화시키고， 1996-1997년에는 주력업종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조선일보.!l 1993.2.12). 

그러나 이러한 재무부의 입장과는 달리 상공부의 정책수정 노력은 적극적으 

로 진행되었다.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연서 업종전문화정책은 선산업정책의 일 

환으로 적극 추진되었다. 1993년 신임대통령 연설에서도 기엽의 전문화가 강조 

되었으며， 3월 19일 발표된 “신경제 1백일 계획"(1993.3.22-6.30)에도 대기업의 

주력업종전문화를 통한 경영혁신이 거론되었다.4월19일 확정발표된 [신경제5 

개년계획]에도 논란끝에 “산업발전전략” 부문 중 업종전문화 방향이 제시되었 

디{상공자원부 1993.9; 공병호 1993, 51-52)10). 상공자원부논 5월에 “대규모 기 

엽집단의 업종전문화 유도방안”이란 보도자료를 통해서 업종전문화는 (a)대기 

업집단의 과도한 비관련다각화 (b)UR타결 이후 국내시장의 전면 개방의 불가피 

성 (c)세계일류기업과 현저한 격차 (d싼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의 집중적 투 

자 및 정부지원의 요구 등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t상공자원부 1993.7, 116-133). 

@으|견조정과 주력업종제도의 실시 

현행 주력업체제도를 주력업종제도로 전환한 상공자원부의 정책안은 6월1 

일 공업발전심의회， 2일 신경제계획위원회 등에서 보고되었다. 그러나 민자당 

정책위와 기획원 등에서 정부의 규제완화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여， 6월11 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주력업종제도의 도입이 유보되었 

다-(~매일경제신문.!l 1993.7.29). 

이에 상공자원부는 부처간 의견조정을 위하여 <업종전문화추진위원회>(위 

원장 상공자원부차관)를 구성하고 업종전문화 유도시책과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 및 규제에 관한사항을 협의하였다1 1). 또한 7월28일 언론계， 업계， 연구기 

관 및 학계인사 등의 인사로 〈업종전문화협의회>(위원장 金連敎 한양대교수) 

10) 당초 신경제5개년계획에 업종전문화를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부처간 논란이 있었 

다고 한다 민자당과 경제기획원 실무자는 반대한 반면에 상공부는 포함할 것을 주장 
하였다 결국 청와대 힘을 빌어 상공부안이 관철되었다. 

11) 구성은 상공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상공자원부 기획관리실장， 산업정책국장， 경제 

기획원의 정책조정국장， 재무부의 이재국장， 공정위의 독점관리국장， 은행감독원의 여 

신관리담당 이사 동의 위원과 상공자원부의 산업정책과장을 간사로 하여 총 8명으로 
구성되었다(상공자원부 1994.9(II),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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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성하여 12) 주력업종 및 주력기업선정 기준과 엽종분류， 신규참여 업종의 

주력업종 인정여부， 기업규모별 주력업종수， 주력업종의 변경인정여부 등의 정 

책논의를 위임하였디-(11시사저널~ 1993.1 1.1, 72; 11매일경제신문~ 1993.7.29). 그 

러나 업종전문화협의회의 회의는 7월28일과 10월27일 단 두 차례밖에 열리지 

않았다{상공자원부 1994.9(II), 185-186)13). 

총 24명 중 5명의 해외출장으로 19명이 참석한 l차회의에서는 상공자원부의 

업종전문화시책 수립계획을 보고받고 간략한 자유토론으로 끝났다. 김적교 위 

원장은 업종전문화시책이 “시의적절한 정책방향”이라고 언급하고， 실무검토 

과제로 업종분류 및 주력업종의 선정기준에 대해서 산업연구원에， 그리고 주 

력기업의 선정기준에 대하여는 금융연구원의 연구위원에게 연구를 위촉하였 

다. 2차회의는 2시간에 걸쳐 상공자원부의 업종전문화시책의 종합보고를 보고 

받고 이에 대한 간단한 토론을 거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1 차， 2차회의록; 상 

공자왼부 1994.9(1I), 200-210). 논의는 각인각색이었지만 업종전문화 정책의 취 

지에 합의되자 특별한 쟁점은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소비업을 주력업종에 포 

함시킬 것인가가 주요 쟁점이었으나， 협의회는 상공부에 소비업을 주력업종에 

포함시킬 것을 건의하였디-(11시사저널~ 1993.1 1.18, 66-67). <업종전문화협의 

12) 협의회 구성은 다읍과 같다. 연구기관 4명. 차동세 산업연구원장， 김영욱 생산기술연구 
원장， 유장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이큐억 한국산업조직학회장， 경제단체 4명， 조규 

하 전경련 부회장， 차상펼 상공회의소 부회장， 홍성좌 무역협회 부회장， 이병균 중소기 
협 부회장， 언론계 2명: 최청림 조선일보 편집국장대리， 이재승 한국일보 논설위원， 학 

계 8명· 김적교 한양대교수， 강광하 서울대교수， 조동성 서울대교수， 김광두 서강대교 

수， 이재웅 성균관대교수， 이성순 성균관대교수， 강철규 서울시립대교수， 이상호 세종 
대교수， 금융계 2명: 허한도 은행감독원 부원장， 이근수 증권감독원 부원장， 정부 4명 

추준석 상공자원부 산업정책국장， 안병우 경제기획원 정책조정국장， 김영섭 재무부 이 
재국장， 안병엽 공정위 독점관리국장 등이다 이외에 설무연구위원으로 이경태 산업연 

구원 선임연구위원 및 양원근 급융연구원 연구위원장 2명이 선임되었다(상공자원부. 
1993.7.28 “대규모기업집단의 업종전문화시책 수립계획 "(상공자원부 1994.9(II), 
187-199). 

13) 당시 추진일정에 따르면 업종전문화협의회의는 4차례에 걸쳐 개최될 예정이었다 협 
의회 구성을 위한 1차회의(7월28일 개최)， 과제별 설무연구위원의 발표 및 토의 두 차 
례 회의 (9월중 예정)， 각계 의견수렴을 위한 세미나 및 공청회개최(9월중 예정)， 그리 

고 종합토의 및 상공자원부에 의견제시를 위한 제4차회의(1 0월중) 등이 예정되어 있었 
으나， 중간일정은 생략되고 의례적인 처음 회의와 마지막 회의만이 개최되었던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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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는 10월27일 상공부안을 확정하고 29일 〈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의 업종전문화시책 추진방안”을 의결하였다. 따라서 협의회는 구성의 

명분과는 달리 상공자원부의 의견을 정당화시키는 의례적인 역할에 머무르고 

말았다고 하겠다띠). 

이와는 별도로 업종전문화정책에 대한 재계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10월27-28 

일 김철수장관이 주재하는 30대그룹회장회의와 이동훈차관이 주재하는 기조 

실장회의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상공자원부는 11월 18일 ‘다각화 업종전문화시책 추진 

방안’을 고시하여 30대기업집단에 대하여 주력업종제도를 실시하였다{상공자 

원부 1994.9(III), 323-331). 주력업종제도를 주력업체제도와 비교하여 설명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3> 주력업체와 주력업종제도의 차이점 

주력업체제도 주력업종제도 

적용대상 30대 계열기업군 30대기업집단 및 계열기업군 

73개업종 중에서 3개의 재분류된 15개업종 중 127M 중에 10대이상은 

전문화대상 
주력기업을 주거래은행과 3개， 11대이하는 2개 주력업종 자융선정 
협의결정 주력업종중심 
주력업체중심 

주력 업종 및 주력업종의 개념은 없으 주력업종내에서 전업률 70%이상， 주력업종내 l 
주력기업 며 주력업체만 선정 매출 10%이상인 기업 중 주력기업올 선정 

정책목표와수단 
여신관리제도내에서 업종 업종전문화추진을 위해 여신관리를 정책수 
전문화추진 단으로활용 

여신한도관리제외 여신관리규제 완화 

우대조치 공장부지 취득 둥 자구노 출자총액제한완화 
력 의무연제 해외금융및 국내직접금융우대 

실시시기 1991년 6월이후 1994년 1월 18일까지 신고 

-;「ζ .lj!-.!J'-7.~ 재무부 은행감독원 상공부 업종전문화협의회 

자료 r중앙일보~(1993. 1O.28); 한국경제연구원0995 ， 284) 참조하여 재정리 

14) 김철수 상공부장관은 상공부가 생각했던 기본 골격이 대체로 반영되었다고 언급하였 
다{f매일경제신문 199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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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업종제도에 의하면， 30대그룹의 비관련 다각화는 억제하지만 한 업종내 

에서 관련다각화는 장려하며， 그룹별 선정업체도 기존제도는 3개이내로 되어 

있었지만 새 정책에서는 그룹당 6-77H까지 선정이 가능하다. 또한 주력업체제 

도에서는 대상선정이 대출금 기준이었지만， 주력업종제도에서는 자산총액기준 

으로 30대그룹을 선정하였다. 이 주력엽종제도는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 

중하는 바탕위에서 정책의 참여여부를 기업이 자울적으로 결정하며， 주력업종 

및 주력기업은 기업이 선정토록 하고， 비주력엽종의 정리도 기업의 현실적 여 

건에 맞추어 추진토록 하였다고 한다15). 

상공부의 주력업종제도는 다른 업종전문화정책에 비해 경제력 집중완화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감소하였으며， 재벌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 

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즉， 상공부는 주력기업의 대형화를 통한 ‘규모의 경 

제’를 실현하고， 관련다각화를 통한 ‘범위의 경제’를 추구하며 경영자원의 집중 

화를 통해 기술혁신을 촉진하여 세계적인 대기업들과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 

는 것이 정책의 목표라는 것이다{이종화 1994, 92) 김철수 상공부장관도 “종래 

의 대기업정책이 경제력집중억제나 소유분산 촉진 등에 있었던데 비해 업종전 

문화시책은 오로지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염두를 두고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강조하였다{IF한국경제신문~ 1993.10.28). 

결국 김영삼정부에 와서 경제력 집중완화와 기업체질강화라는 업종전문화 

정책이 가지고 있었던 두가지 목표 중 하나인 경제력 집중완화는 사라지게 되 

었다. 실제로 재벌의 소유집중에 따른 경제력 집중의 문제는 애당초 업종전문 

화라는 방향으로는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정책이었다. 

1993년 11월28일 상공자원부 발표에 의해 30개 기업집단은 1994년 l월18일 

까지 자융적으로 주력업종과 주력기업을 신청하였으며 3월31일 상공자원부는 

총 1127H기업을 주력기업으로 확정 • 발표하였다. 

주력업종인 경우 10대기업집단은 화학， 자동차， 전자， 기계 등 중화학분야와 

에너지， 무역， 유통， 운수부문을 중심으로 선정되었으며， 11-30대 기업집단은 

제조업， 무역， 유통， 운수 및 건설 등 전산업에 걸쳐 다양하게 선정되었다. 주력 

기엽수는 주력업체제도보다 34여개 늘어난 1127H이었으며， 107H 기업집단의 

경우 평균 5개의 주력기업이 선정되었고 11-30대 기업집단의 경우 평균 3개의 

15) 통상산업부， “대규모 기업집단의 업종전문화시책 추진형황” 國會企傳맑0995 ， 82-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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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기업이 선정되었다. 

이러한 업종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정책이 추진되었다. 1994년 1월 여 

신관리 시행세칙의 개정을 통해 주력기업에 대한 여신관리규제의 완화를 단행 

하였으며， 해외금융 및 국내 직접금융의 원활화를 추진하였다. 1995년 1월5일 

공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업종전문화시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95년 4월 

공정거래법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출자총액제한을 완화하였다. 더불어 주력 

기업인 경우 은행법상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의 제한을 완화하고， 정부주도 

기술개발사엽에 주력기업의 우대， 공장입지면에서의 우대조치 등을 시행하였 

다t통상산업부 1995.9(V), 468-47 1). 

@ 자본의 대응과 정책결과 

정부의 주력업종정책 추진이 알려지자 이에 대해 전경련은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한편으로 정부안에 대해 보완을 제시하였다. 1992년 10월 

전경련은 “새정부에의 정책제언”에서 “ ... 정부는 〈업종전문화정책>둥 무리 

한 정책시도를 하기보다는 기업이 기술 및 시장여건 변화에 따라 신규유망산업 

으로 투자를 집중시키고 경쟁력을 상실한 산업으로부터는 원활히 퇴출할 수 있 

도록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t전 

경련 1992.10, 111). 그러면서도 1992년 11 월 전경련은 “여신관리제도의 폐지가 

마땅하지만 현실적으로 동제도의 완화의 한 방안으로 주력업종제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정책수정에 대해 지지입장을 표명하였다{전경련 1993, 165). 

『월간 전경련』은 1993년 5월호에 “업종전문화를 재조명한다”는 특집을 게 

재하여 정부의 논리를 반박하였다. 전대주 전경련상무이사는 전문화정책을 실 

시하려면 정부는 5-10년이상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정부의 정보 

판단능력은 시장에서 직접 경쟁에 부딪치고 있는 기업을 따라 갈 수 없다고 주 

장하였다，0'월간 전경련~ 1993.5 , 10-13). 공병호 한국경제연구위원은 전문화제 

도를 만든 경제관료의 믿음과 처방은 피상적이고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고 비 

판하였다{O'월간 전경 련.!l 1993.5 , 27-34). 

10월말 정부의 업종전문화정책이 발표되자， 전경련은 공식 논평을 하지 않기 

로 하는 등 정책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표시하였다. 그라면서도 한편으로 종전 

보다 진열보했다는 평가를 하고(0'매일경제신문~ 1993.10.28) 정부에 정책수정을 



업종전문화정책에 나타난 한국 산업정책과정의 특징 / 김용복 121 

건의하였다. 즉， 주력업종의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신규참여엽종도 주력업종으 

로 선정가능하도록 배려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요구는 한마디로 주력업 

종제도의 혜택을 아무런 제약조건없이 누리게 해달라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주력업종제도가 실시되자마자 김영삼정부의 국가경쟁력강화론에 빌 

려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하는 조치가 나오변서 업종전문화정책이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표 4> 10대 재벌기업의 계열기업수의 변화 

현대 삼성 럭금 대우 선경 쌍용 한화 한진 효성 롯데 기아 

1980 31 33 43 34 14 20 18 14 24 18 
1987 34 37 62 28 18 21 23 16 15 26 
1989 37 42 59 28 22 21 26 16 13 32 10 
1990 39 45 58 27 24 21 27 17 14 31 10 
1991 42 48 62 24 26 21 27 22 14 32 10 

1992 43 52 58 22 31 22 27 23 14 32 10 

1993 45 55 54 22 32 22 27 24 14 32 10 
1994* 48 50 53 24 33 23 29 21 14 30 11 

* 1994년 4월 1 일 

자료. 이종회-( 1994, 50; 89); w聯合年籃~(l995 ， 391); 상공자원부-(1994. 9, 85) 참조하여 재 
정리 

〈표 5> 30대 재벌의 계열사수 및 영위업종수의 변화추이 

1979 1988 1990 1992 1994.8 
계열사수 429 498 538 604 616 
평균계열기업수 14.3 16.6 17.9 20.1 20.5 
영위업종수 17.9 19.1 

자료· 경제기획원 내부자료， 국회 企專없(1995 ， 14)에서 재인용 

업종전문화정책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비관련다각화는 줄어들지 

않았다. 1994년의 30대재별의 자산총액은 199조원으로 1993년보다 11 .4% 증 

가하였다-(11聯合年鍵~ 1995 , 391). 또한 <표 4>와 〈표 5>에서도 나타나듯이 

10대재벌 기업의 계열기업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30대재벌의 총계열사수 

도 1990년 5387TI에서 1994년 6167TI로 늘어났으며， 평균계열기업수도 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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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7R로 증가하였다. 더욱이 영위업종수가 1992년 17.97R에서 1994년에는 

19.17R로 증가하기도 하였다. 

사실 주력업종제도의 유일한 정책수단은 여신규제의 완화이며 비관련다각 

화를 직접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은 전무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국회企專冊 1995, 26). 더욱이 상공부는 주력업종제도를 추진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결여되어 있는데 문제점이 있었다. 특히 주력업종제도가 경제기획원 

및 재무부 동과 마찰을 벚다가 청와대의 개입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점도 상공 

부의 정책집행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N. 삼성의 자동차산업 진출과 업종전문화 

정부의 업종전문화정책과 관련하여 관심을 끌었던 것이 삼성의 자동차산업 

진출문제였다16). 상공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자동차진출이 허용된 것 

은 업종전문화정책의 실질적인 붕괴를 의미한다고 비판되었다. 또한 이 사례 

는 최근 자본의 자율성과 힘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산업정책의 결정과 

정의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었다. 삼성이 자동차 사업에 진출하는 과정 

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1989.7 1990.6 1990.8 1992.7 1993.6 1994 .4 1994.12 

합리화 →닛산과 • 기술도입 • 상용차→ 승용차사업 →닛산과→찬반논의→대통령허가 

업종해제 기술제휴 서 반려 진출 검토거론 기술제휴 확산 승용차진출 

주력엽체제도 | 주력업종제도 l 

삼성은 상용차진출17)과 승용차진출이라는 두단계 전략을 통하여 숙원이었 

16) 정부의 업종전문화정책과 관련하여 관심을 끌었던 정잭이 1990년 6월 현대의 나이론 
원료인 카프롤락탐 사업진출 좌절， 대우의 디지탈피아노 사업진출 좌절， 그리고 삼성 

의 상용차진출문제였다. 
17) 상용차란 영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7인숭이상의 숭합자동차와 화물자동차를 의미한 

다. 삼성이 추진하였던 상용차는 텀프트럭， 믹서트럭， 카고트럭， 트랙터， 콘크리트 펌프 

카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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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자동차산업에 진출하였다. 상용차진출은 노태우정권의 주력엽체제도와 숭 

용차진출은 김영삼정부의 주력업종제도라는 업종전문화정책과 논란이 되면서 

주목을 받았었다. 

1980년대 자동차산업은 육성중접산업이었다. 1983년 12월 [외자도입법]의 

개정으로 기술도입이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자유화되었다. [공업발전법]의 제정 

에 따라 1986년 7월16일 상공부장관은 자동차제조업을 1986년 7월16일부터 

1989년 6월30일까지 합리화업종으로 지정하여 @생산체제 및 규모적정회{신규 

참여의 제한， 합리적인 시설확장 추진， 차종별 전문생산체제의 유지)@부품공 

급의 기반확대(전문계열화 강화 동)@자동차 대중화에 따른 제도정비 둥의 합 

리화 계획을 실시하였다. 당시 차종별 생산업체는 승용차{현대， 대우， 기아)， 버 

스 · 트럭(현대， 대우， 기아， 동아자동채， 특장차와 지프는 동아자동차18) 등으 

로 차종별 생산업체를 제한하였다. 그러나 1988년 4월이후 자동차의 수입자유 

화가 실시되고 1989년 7월 [공업발전법]에 의한 산업합리화 대상에서 자동차 

산업이 해제되면서 신규진입과 사업영역에 대한 규제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자 

동차산업에 진입하는데 법적 장벽이 없는 상황이었다. 단지 [외자도입법J 23조 

(외자도입계약 신고)에 따르면 국내기업이 외국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거 

나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시행규칙에서는 개별사안별로 주무장관에 제출토록 위임되어 있다. 따라서 신 

규진입업자는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 과정에서 상공부는 계약내용을 검 

토하여 국장전결로서 수리여부를 결정내리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존회사들의 신규분야로의 진출은 큰 제약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공식적인 절차와는 달리 [외자도입법]상의 단서조항은 

상공부가 신규진입 심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외자도입법]3조 

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대해서 외자도입을 

불허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24조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경우， 기술 

도입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신고수리를 거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술도입신고제는 사실상의 ‘인가제’의 성격을 가진 것이었으며， 기업측 

에서도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18) 쌍용그룹이 1986년 11월 동Ó}À}동차를 인수하여 1988년 3월 쌍용자동차로 변경하였다. 



124 

1 . 상용차 진출과정 

삼성중공업은 1980년대말부터 중장기적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증대， 물동량 

의 증가， 산업구조 고도화 등 국토개발 사업의 추진이 활발해지자， 이에 따라 

관련사업을 지원하는 상용차산업의 발전이 예상되면서 상용짜}업을 본격적 

으로 추진하였디{삼성중공업 1994, 435). 1989년 8월부터 상용차전문회사인 닛 

산디첼사와 기술제휴 협의를 시작하고， 1990년 4월 중장비기획실내에 전략팀 

을 구성하고 사업추진을 본격화 하였다. 

1990년 6월21 일 삼성중공업은 닛산디젤과 기술제휴를 계약하였으며 7월6일 

기술도입신고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에 의하면 삼성은 1990년 6월말 현재 

19 ，000여대의 대형상용차 주문적체가 있고 삼성중공업의 기폰생산제품인 건설 

중장비와 기술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상용차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것이었다. 

당시 상공부는 삼성의 상용차진출에 긍정적인 입장이 우세하였다고 한다. 

박펼수 상공부장관도 삼성의 상용차부문의 신규참여를 허용한다는 견해를 가 

지고 있었다. 그러나 상공부가 삼성의 상용차진출에 대하여 산업연구원을 통 

해 1990.7.25-30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삼성의 상용차진출에 부정적인 

판단이었다. 조사에 의하면 삼성중공업의 상용차참여로는 단기적으로 상용차 

공급적체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기술개발과 수출효과는 미흡할 것이며， 

재벌의 경영다각화와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것이다. 삼성의 자동차사업이 

상용차부문에 국한되는 경우 경쟁이 촉진되어 기존 기업의 경제효율이 향상되 

는 효과가 있으나 승용차부문으로 확장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므로 자동차산업 

의 장기발전 구도를 고려할 때 국내 승용차산업은 1990년대 중반까지는 현재 

의 경쟁체제를 지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하였다19) 

또한 청와대와 기획원의 견해는 상공부 입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고 한 

다〈김영민 1992, 341-342). 청와대는 업종전문화에 위배된다면서 김종언 경제 

수석이 중심이 되어 신고서 반려의 압력을 넣었다{W서울경제신문~ 1993. 7.2). 

더욱이 기존업계의 반발은 매우 거세였다 1990년 7월 11 일 <자동차공엽협 

회>(회장 김선홍 기아회장)는 5새현대， 기아， 대우， 쌍용， 아시애 공동으로 

19) 산업연구원， “한국의 상용차산업 현황 및 실태조사 보고，"(상공자원부 1993.9, 
17τ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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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의 자동차사업 참여계획에 대한 우리의 입장”의 발표를 통하여 강 

력히 반발하였으며， 막후 로비활동도 치열하게 전개하였다. 

결국 1990년 8월 17일 상공부는 “자동차산업 장기발전 구상과 수요전망을 종 

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서 1991년 

10월이후 주문적체 해소상황과 장기수습전망 및 자동차산업발전 장기구도와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는 인가유보를 결정하고 기술도입서를 반 

려하였다. 

1992년 들어 다시금 삼성의 상용차 진출 움직임이 있자， 기존 업계의 반대도 

적극적으로 진행되었다. 1992년 6월동안 5사 사장단 회의가 5차례나 개최되었 

으며 상공부 한봉수장관을 면담하기도 하였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여 

러 건의를 통해 삼성상용차진출의 부당성을 주장하였다. 1992년 6월24일 “삼 

성중공업의 자동채}엽 참여 계획에 대한 건의”를 청와대， 민자당， 경제기획원， 

상공부， 재무부에 제출하여 삼성의 상용차진출은 국가적인 중복 과영투자를 

초래하고 공급과잉을 심화시키며 산업질서의 혼란과 국내기술개발의 후퇴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는 업종전문화를 통한 제조업의 경쟁력 

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에도 배치되며 재벌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우 

려하는 국민적 감정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공청회개최를 

제안하였다{상공부 1992.10(1), 9-16). 

그러나 삼성의 참여노력은 매우 활발하였다. 1992년 6월 “일반의 우려와 기 

존업계의 반대에 대한 삼성중공업의 입장”을 발표하여 삼성중공업이 상용차에 

진출하는 것은 업종전문화를 심화시키는 것이고 경제력집중이 아니라 관련사 

업 다각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노력이며， 기술개발 노력은 경쟁을 통해서 활성 

화된다는 적극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삼성중공업 1994, 437-440). 

결국 1992년 6월23일 기술도입계약신고서가 다시 제출되었으며， 7월4일 상 

공부는 “삼성중공업주식회새회장 최관식)의 대형트럭 및 특장차 제조를 위한 

기술도입 계약신고서”를 수리함으로써 삼성은 상용차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다. 

이에 대해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1992년 7월10일에 “삼성중공업의 자 

동차사업 허용에 대한 재고 요청”을 통하여 7월4일 허용결정이 향후 자동차산 

업의 육성발전에 미칠 부정적 영향과 정부의 산업정책 일관성 부재로 인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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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신뢰의 저하 퉁이 우려되므로 정부결정의 재고를 촉구하였다{상공부 

1992.10(1), 17-21). 또한 7월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최로 ‘정부의 삼성중 

공업 상용차 참여 허용 문제는 없는가’라는 정책토론회에서 논란은 가열되었 

다. 주제발표를 통하여 김광두 서강대교수는 정부가 기술도입신고서를 수리한 

것은 규정을 위반하고 산업정책의 골격을 뒤흔들어 버릴 잠재적 가능성을 갖 

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김홍경 상공부 기계공업국장은 삼성중공업 

이 신청한 대형트럭은 삼성이 생산하고 있는 중장비와 기술적 특성이 유사하 

며 제조설비의 공용화가 가능하므로 신규업종 진출을 통한 비관련 다각화가 

아닌 관련다각화로서 업종전문화를 보완하는 것이라고 해명하였디{상공부 

1992.10(1), 22-27; 허상수 1994, 49-54). 

이러한 상공부의 상용차허가 배경에는 대선정국이란 정치적 이유가 크게 작 

용하였다 당시 현대는 국민당 활동으로， 대우는 김우중 정치참여설과 이종찬 

지원설 둥으로 최고 권력충과 대립되어 있는 상황이었지만， 삼성만이 정치에 

불개입하고 정부와 밀착되어 있었다논 점이 삼성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었다. 

삼성은 청와대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배경으로 상용차진출이란 특혜를 받았다 

는것이다. 

삼성중공업은 8월1 일 상용차사업부를 발족시키고， 1993년 8월 창원공장서 

시제품을 생산하고， 1993년 11월25일 공장가동식을 계기로 본격적인 생산과 

판매에 들어갔다. 

2. 승용차 진출과정 

삼성의 승용차진출은 1992년 7월 특혜논란속에서 상공자원부가 삼성중공업 

의 상용차 기술도입신고서를 수리한 때부터 관심의 대상이었다. 삼성이 상용 

차진출은 허용받으면서 절대 승용차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도 이를 

반증한 것이었다. 그러나 삼성은 실제로 1992년 10월경부터 승용차사업에 대 

한 기획팀이 구성되어 준비작업을 진행하였다고 한다. 

CD논의의 공식 화와 상공부의 입 장 

삼성이 1993년 6월9일 정부의 업종전문화정책에 부응하는 14개 계열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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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역설적이게도 자동~t}.t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 

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거론하였다. 이후부터 삼성차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진 

행되었다.6월28일 삼성경제연구소가 “21세기 한국산업의 경쟁력 확보방안”이 

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자동차산업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삼성은 “현대 • 대우 • 기아 등 3사가 시장을 독과점한 결과 한국 자동차산업 

은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뭇했다”고 인식하였다-(~시사저널~ 1993.11견， 82). 이 

는 아래의 〈표 6>의 승용차 3사의 생산 • 판매 · 수출 점유율의 변화를 보면 

확인된다. 

〈표 7> 현대， 기아， 대우의 생산 • 판매 · 수출 비율 (단위: %) 

생산 판매 수출 

현대 기아 대우 현대 기아 대우 현대 기아 대우 

1970 17.2 12.7 70.1 19.6 9.0 71.4 

1980 71.0 15.6 13 .4 66.4 18.5 15 .1 84.4 8.0 7.6 

1985 86.0 0 14.0 74.0 0 26.0 99.6 0 0 

1990 57.8 23.0 19.2 55.0 23.3 21.7 66.5 23.5 10.0 

1991 ’8.7 23.8 17.5 54.1 56.5 19.4 67.5 19.1 13.5 

1992 59.0 26.5 14.5 53.0 29.3 17.7 67.1 20.0 12.8 

* 쌍용 · 아시아 · 현대정공의 지프， 대우조선의 경숭용차는 편의상 제외. 
자료. 현대자동차， r1993년 자동차산업μ 유숭민 외(1994， 65)에서 재인용 

이와 관련하여 논리적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삼성그룹은 일본 노무라 

종합연구소에 자동차산업관련 용역을 주었다. 세계 자동차 양산업체중 상위 12 

개사와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를 대상으로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노무 

라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20) 따라서 

삼성은 자동차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논 철저한 자융경쟁체제가 확립되 

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삼성경제연구소 1995 , 247) ‘ 

20) 경쟁력이 가장 높은 l위 그룹은 GM, FORD, 토요타로서 성장을 위해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기업이며， 2위 그룹은 제의판 있으나 독자적인 강점을 살려 성장전략의 수행이 
가능한 닛산， 혼다， 폭스바겐그룹， 푸조그룹， FIAT 둥이 속하며， 3위 그룹은 투자제약 
이 강하여 단독으로 성장전략 수행이 약한 크라이슬러， 미즈비시， 마쓰다， 르노 동이 
속한다 현대자동차는 제일 약한 4위 그홉인데 가격경쟁력 외에는 명확한 강점이 없다 
는 것이대이기상 외 1993, 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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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에서 삼성생명이 기아자동차의 주식을 대량으로 취득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었다. 삼성생명의 1993년 6월초 지분율이 5.8%에서 8.0%로 

상승하였고 삼성계열의 기관투자가의 지분도 합치면 상당할 것으로 추측되어 

삼성이 기아의 경영권인수를 통한 승용차사엽에 진출하고자 한다는 추측을 가 

져왔다，~한국경제신문~ 1993.10.16). 이에 대해 삼성은 주주로서의 이익보호를 

주장하였고， 기아는 경영권 수호차원에서 대응하고 삼성그룹에 주식보유를 

1993년 5윌이전으로 낮출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하였디，~한국경제신문a 

1993.10.19). 이는 삼성승용차진출을 둘러싼 업계의 대립을 보여주는 단면이었 

다. 당시 삼성으로서는 승용차진출을 위한 여러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쌍용 

이나 기아자동차의 인수를 통한 진출방식도 고려하면서， 신규진입도 준비하고 

있었다. 이러한 와중에서 발생한 것이 삼성생명의 기아-^}동차 주식취득사건이 

었던 것이다. 

기존업체들로 구성된 <한국자동차공업협회〉도 1993년 5월 산업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하였다. 산업연구원은 연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산업연구원의 

자체연구와 더불어 한국개발연구원과 영국 랭카스터대학의 오티(R. Auty)에게 

별도의 연구를 의뢰하였다. 영국의 오티교수는 국내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해 

신규참여를 장려해야 한다고 발표하여 상공부와 산업연구원을 당황시켰다〈허 

상수 1994, 170-173)21).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에서는 시장경쟁의 원리에 

입각하여 삼성차의 신규진입 반대논리를 조목조목조목 반박한 후 진입규제의 

조속한 폐지， 업종전문화 유도시책상 신규업종의 주력업종 인정， 퇴출장벽의 

완화， 대외개방의 예시 등을 정부에 건의하였다{유승민 외 1994). 이러한 연구 

결과를 참조하여 11개월간 작업끝에 완성된 “21세기를 향한 한국자동차산업의 

발전방향”이란 산업연구원의 최종보고서는 많은 부분을 신규진입에 할애하여 

삼성승용차 진출문제를 비중있게 취급하였다. 그러나 특정한 결론을 내리는 

대선에 진입허용/진입불허/3-4년간결정유보J유예기간후 진입허용 등 대안열거 

21) 당시 朱德永 상공부기계공업국장은 오티교수의 견해는 최종 용역의 결과는 아니며 다만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오티교수의 연구를 축소 해석하였다，W매일경제신문.! 1993.1 1.26) 
오티교수는 1980년대초 조선공업을 육성할 때에도 연구용역을 준 경험이 있었다 그는 

당시 한국이 조선공업을 육성하면 안되며， 세계적으로 조선공업은 과영이므로 한국의 

신규참여는 경쟁력이 없다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현설은 조선공업을 육성하여 
성공을 거두었디t허상수 1994, 197-198). 



업종전문화정책에 나타난 한국 산업정책과정의 특징 / 김용복 129 

후 각각의 장단점을 열거하는 선에서 그쳐 최종선택을 정부에 맡기고 있었다 

(Ii'중앙일보~ 1994.4.26). 그러나 4가지 대안중 3개가 모두 삼성의 승용차 진출 

을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삼성의 진출이 중단기적으로 승용차의 독자적 모델 

개발 지연과 자립기술 개발저해， 부품업체 과영확보에 따른 가격 경쟁력약화 

등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어 삼성차 허용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보여졌다. 이 

에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조관현 상근부회장은 “국제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진입 

을 허용해서는 얀된다는 결론이 명백하게 보고서에 나와있다”면서 절대로 정 

부는 삼성의 신규진입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Ii'동아일보」 

1994.4.28). 이에 대해 삼성중공업은 산업연구원의 연구가 삼성진출을 반대하 

는 자동차업계의 용역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러한 입장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논란의 와중에서 상공부는 1993년까지는 산업연구원의 연구를 활용 

하면서 뚜렷한 입장을 정하지는 않았었다. 논의가 확산되고 삼성의 진출노력 

이 구체화하자상공부는 1994년 1월말에서 4월말사이에 관료담당사무관， 과장， 

국장， 차관보， 차관， 장관 등이 참여하는 내부검토를 진행하였다. 내부의 이견 

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삼성승용차 진출을 불허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하였 

다고한다 

@ 찬반의 확대와 삼성의 전략: 부산지역， 정치인， 대통령 

이렇게 상공부내부에서 불가방침이 정하여지자， 삼성은 비상회의를 열어 닛 

산과의 기술제휴를 서둘러 발표하기로 하였다 이는 정부의 불가방침이 공식 

화되기 이전에 삼성의 승용차진출을 기정사실화 하고자 의도한 것이었다. 삼 

성중공엽은 1994년 4월 26일 일본닛산자동차와 2000CC급 중형차 기술제휴를 

발표하고 승용차진출을 공식 선언하였다. 

이에 대해 4월말 김철수 상공장관과 박재윤 경제수석은 삼성승용차 진출의 

불허 필요성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4월말경 김철수장관， 이 

건희회장， 박운서차관， 이건우기계공업국장， 경주현 부회장 등이 참석한 모임 

에서 삼성에게 전달되었다. 

5월6일 김철수 장관은 기자들과 비공식모임에서 “삼성은 앞으로 반도체 분 

야와 항공산업에 주력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5월9일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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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반대입장을 공식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삼성승용차 참여에 대한 내부방 

침을 굳힌 상태이지만， 그러나 삼성이 기술도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정부 

의 입장을 발표할 수 없다”고 공식발표를 취소하였다. 상공부는 공식발표를 통 

하여 삼성승용차문제에 대한 정부의 불허입장을 매듭지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청와대의 영향으로 내부적으로는 불가의 입장을 견지하되 발표논 하지 않고 

함구하기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공부의 반대방침에 따라 삼성은 기술도입신고서의 제출을 미루었 

다. 그러나 삼성의 승용차진출문제가 공식화되자 이에 대한 논의는 더욱 확산 

되었다. 

상공부관료와 기존의 업계를 중심으로 한 삼성승용차 진출을 반대하는 입장 

(유승민 외 1994, 38-49 참조)은 첫째， 삼성이 닛산과의 기술제휴를 통해 제품 

을 생산하게 되면 이제까지의 독자모델 개발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위험이 있 

으며， 부품산업경쟁력도 약화시키고 초국적기업에 의해 수출도 제약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1993년에 우리나라가 세계6위의 자동차생산국으로 부상 

하였지만 아직까지 국내자동차업체들의 생산규모는 세계 10위권밖으로 가격 

경쟁력에 필수적인 규모의 경제(100만대수준) 확보가 시급한 실정인 상황에서 

삼성의 진입은 규모의 경제확립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22). 셋째， 재벌 

의 참가가 불공정한 게임을 유발할 것이며， 이제까지 추진해 옹 정부의 업종전 

문화정책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신규업체의 진입이 과잉 . 

중복투자와 과당경쟁의 심화， 부품과 인력의 스카우트로 인한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경제기획원， 한국개발원， 삼성 둥을 중심으로 한 찬성론자들은 자 

22)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7개사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 현대， 대우， 기아， 아시아자 
동차， 대우조선， 현대정공， 쌍용자동차 둥이다. 자동차공엽협회 고영종 조사과장은 내 
수시장 및 생산규모와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의 자통차 메이커수는 선진국에 비하 
여 많으며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3개가 적당하다고 말하였 

다-(W동아일보~ 1994.12.3). 국회 기엽전문화연구회 토론회에서 이종대 기아경제연구소 
장은 전세계 자동팎f엽을 볼 때 자동차 메이커는 100만대이상을 생산해야 자기 엔진 
을 개발하여 채산성이 맞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1994년경 우리나라 엽체틀은 현대 

96만대， 기아 60만대， 대우 30만대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한대국회기전연 1995 , 180) 반 
면에 기존 생산업자틀은 기업단위의 최소효율규모(MES)는 200만대 내외의 수준이 되 

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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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차의 전자화 • 경량화 추세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어느정도 경쟁력을 키 

운 다음에 이를 토대로 자체개발능력올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아 

직도 한극 자동차산업은 기술력， 관리력 등에서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신규 

참여의 확대를 통한 치열한 경쟁으로 기존의 생산구조가 재편될 필요가 있으 

며， 선진 수준의 기술력이 확보되는 시기가 도래하면 업계 스스로 합병， 차종 

의 공동개발 둥 구조개편을 통하여 국제적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주장하였다23). 

상공부의 불가방침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승용차 진출의지는 매우 강하였다. 

삼성은 승용차사업의 준비를 위해 1994년 10월 <21세기 기획단>(이필곤 회 

장)을 만들었으며， 부산여론의 지지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정치적 결정을 통해 

상공부반대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삼성은 상공부의 강경한 반대에 부딪치자 상공부를 정면으로 비난하던 태도 

를 바꾸어 정부에 유화책을 구사하는 한편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기로 방침 

을 바꾸었다. 계속 거절되던 대통령과 이건희회장과의 면담이 APEC지도자회 

의에 참석하기 전에 이루어지면서 상황이 바해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이러 

한 대통령의 변화에는 부산지역의 움직임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24). 

1994년 4월말 삼성자동차 진출의 불허방침이 알려지자， 정부방침에 대한 부 

산지역의 여론은 매우 악화되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부산 전략팀을 만들어 부 

산여론을 움직였던 삼성도 전무급 둥 임직원 4명을 상주시키면서 부산 여론을 

부추겼다 부산에서는 삼성차 유치를 위한 범시민운동이 전개되었다. 부산경제 

기관장회의， 부산지역 경제인， 부산시장， 국회의원， 그리고 시민단체가 삼성승 

용차 진출을 촉구하눈 여론을 유도하였으며 1백만 서명운동도 전개되었다. 또 

한 부산경실련， 천주교， 부산기독교평신도협의회， 부산불교도신도회， 부산여성 

단체협의회 등 부산지역 38개 시민단체가 〈삼성승용차유치 범시민추진위원 

23) 임동숭(삼성경제연구소장)， “자동차산업 주도권 한국으로， 경쟁을 통해 국제경쟁력 확 

보할 마지막 기회 ” 국회기전연(1995 ， 160-165). 
24) 삼성자동차공장의 부지로 거론되던 곳은 전남， 대구， 부산 둥이었다. 이는 전남지역은 

야당의 지지를， 부산은 집권당의 핵섬을 겨낭한 정치적 포석이었다， 당시 평당 10만원 
정도의 부지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평당 110만원정도(매입비 평당 60-70만원 

+ 조성비 둥 50-60만원) 드는 부산 신호공단으로 결정한 것은 상공부의 반대방침을 청 
와대의 결단으로 바꾸어보려는 의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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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구성하고， 승용차산업의 신규투자는 중복 과잉투자가 아니라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면서 삼성차 허용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더불어 대통령 측근이자 부산지역출신 정치인들의 지지도 있었다. 박관용 

비서실장， 최형우 내무장관， 문정수 민자당 사무총장， 홍인길 대통령 총무수석 

비서관 등은 다 부산에 지역적 기반을 둔 정치인이었다. 더욱이 검철수 상공부 

장관의 견해를25) 지지하던 박재윤 경제수석이 대통령의 경남고 후배로 공정거 

래위원장과 경제기획원차관을 역임한 한이헌씨로 교체되면서 허용쪽으로 기 

울기 시작하였다.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부산지역의 불만과 고향경제인들의 반발에 

직면하자， 10월에 들어서면서 삼성진출을 허용한다는 분위기로 기울어졌다고 

한대신현만 1995; w시사저널~ 1994.12.22, 12). 10월11일 김영삼대통령은 한 

경제신문 창간기념 인터뷰에서 “우리기업들이 국제무역기구체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진입장벽을 없애고，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11월8일 이펼곤 회장과 박운서 상공차관과의 회담을 계기로 각계 설득이 시작 

되었다.11월중순의 김영삼대통령의 시드니 세계화선언에서 새로운 산업정책 

방향의 표명이 삼성승용차 진출을 허용하는 합리화 논리를 제공하여， 삼성승 

용차정책 전환의 계기가 되었다고 한디얀월간 말~ 1995.1 , 88-91). 11월30일 김 

영삼대통령이 무역의 날 치사에서 당초 원고에도 있지 않던 “공정경쟁을 통한 

체질개선을 역설한” 것도 이러한 맥락의 일환이었으며， 관계자들은 삼성승용 

차의 허용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김철수장관도 대통령의 세계화구 

상으로 민간기업의 투자에 정부가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였다. 

@정책전환과 의미 

대통령이 허용방침으로 전환하자， 청와대관계자는 즉시 상공부에 통보하였 

으며， 대통령이 직접 상공부장관에게 정책전환을 지시하였다고 한다. 상공부는 

기존의 방침을 수정하여 이제는 기존 업계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 

하였다. 박운서 차관， 이건우 기계공업국장， 삼성 이펼곤 회장， 景周鉉부회장 

25) 김철수장관은 그동안 국제경쟁력이 취약하고 기술축적이 펼요한 산업에 대해서는 최 
소한의 범위에서 정부의 보호와 육성이 펼요하며， 육성에는 신규진입제한도 포함된다 

는 입장을 밝혀 삼성승용차 진입을 반대하였다~r동아일보.!l 1994.12.2). 



업종전문화정책에 나타난 한국 산업정책과정의 특징 / 김용복 133 

등이 모여 이를 논의하였으며， 삼성이 상공부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약속과 각 

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도 삼성은 상공부안을 무리하다고 판 

단하였지만， 워낙 여론이 좋지 않아서 상공부안을 받아들였으며， 나중에 업계 

의 요구에 따라 이건희회장의 각서도 제출되었다는 것이다. 1994년 12월 2일 

박운서차관이 삼성승용차 허용방침을 발표하였다. 삼성중공업은 12월5일 일본 

닛산자동차와의 제휴에 의한 기술도입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상공부는 이틀만 

인 12월7일 이를 전격 수리함으로써 2년여 끌어온 논란을 허용으로 마무리하 

였다26) 이러한 정책전환에 대해 문민정부시대의 새로운 정경유착으로 김영삼 

정권 창출의 부산지역정서를 이용한 것이라는 비난부터 상공부가 추진해온 업 

종전문화정책의 붕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박운서 상공차관은 앞으로 산업정책의 뼈대는 경쟁촉진 

이라고 밝혔다{W한겨레신문o!l 1994.12.2) 김철수 상공장관도 허용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기업의 자용적 결정과 시장경제원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입규제 

를 없애고 국제규범에 맞추어 대외개방을 확대하여 경쟁을 촉진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을 수립하겠”으며(W동아일보o!l 1994.12.9) 이는 “김영삼대통령의 세계 

화 정책구상으로 산업정책의 전환의 펼요성이"(신현만 1995) 생겼기 때문이라 

고 말하였다. 즉， 삼성승용차 진출은 김영삼 대통령이 시드니에서 밝힌 세계화 

정책구상과 11월30일 무역의 날 치사에서 촉구한 산업정책의 발상전환과 경쟁 

여건 조성과 흐름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한다. 상공자원부는 12월6일 현행 산업 

정책을 규제나 제한에서 민간기업의 자올로 전환하고， 시장진입을 막아온 업 

종에 전면 해제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W한국경제연감o!l 1995). 이러한 상공자 

원부의 산업정책 전환론은 삼성승용차 허용에 대한 합리화 논리로서 비추어졌 

다27). 즉， 최근까지 업종전문화를 부르짖던 상공자원부가 허용논리가 궁색하여 

26) 삼성， “사엽계획"(1994.12)(통상산업부 1995.9(IV), 107-118). 
27) 한편 업종전문화정책과 관련하여 현대의 일관제철소 건립 추진이 또 다른 문제가 되고 

있다 현대는 1994년 7월 연생산 930만톤의 제철소 건립을 추진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박운서차관은 삼성승용차 허용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현대그룹의 일관제철소 건설추진 
과 관련하여 일관체철소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낙후기술로 철강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도움이 안왼다고 불허방침을 언급하여(W동아일보~ 1994.12.9) 자의적인 잣대 

라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현대 고위관계자가 “최악의 경우 안해주연 우리는 엎드려있 
다 다음 정권때 하면된다 정권은 유한한 것이다”라고 말하듯이 정부정책에 대해 신뢰 

를 보이지 않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1995년 10월 18엘 현대그룹은 그동안 상공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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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 세계화론과 신산업정책으로 합리화시킨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삼성승용차 진입허용은 그 경제적 결과여부를 떠나서 정부의 정책에 불신을 

더하여 주었다. 

첫째， 정부가 추진하는 업종전문화정책과 상충된다는 점이다. 정부가 이를 

인정하면서 업종전문화정책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삼성차 진입을 허용하지 말 

거나 했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업종전문화정책에 대한 기업의 신뢰는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즉， 정부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불신이 중폭되었다. 

둘째， 이러한 정책결정과정이 경제적， 산업정책적 논리보다는 정치논리에 

의해 지배되었다는 점이다. 전문적인 관료의 결정보다는 대통령의 결심이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점이다. 이러한 정책과정의 메카니즘을 잘 파악한 삼성 

이 부산지역의 이기주의를 부추긴 점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정부의 정책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이다. 정책전환에 대한 

충분한 토의와 합의과정을 생략한 채 대통령의 결단으로 신속히 결정되었다는 

점이다. 대통령의 결정은 상공부내의 정책수정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은채 바 

로 집행되었기 때문에 관료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v. 결론: 산업정책과정의 특정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정부의 업종전문화 유도정책은 재벌에 대한 규제와 

지원이라는 두 가지의 상충적인 정책목표를 가졌었다. 이에 따라 업종전문화 

정책이 재별로부터는 정부의 과도한 간섭으로 인한 민간의 자울성을 위축시키 

는 비합리적인 정책이라고 비난을 받게 되는 한펀， 국민과 여론으로부터는 업 

종전문화정책이 재벌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이종화 

1994, 70). 대체로 정책결과가 정부의 의도에 비추어 실패하였다는 평가를 받 

고 있는 업종전문화정책의 정책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의 반대에 의해 유보되었던 제철산업에 참여를 공식 선언하였다e한국엘보」 
199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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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판료정치 

첫째， 업종전문화정책은 관료간 갈동적 정책의 산물이었으며， 정책집행에 

있어서 부처간의 협조가 중요하였다 1991년의 주력업체제도는 상공부， 재무 

부， 기획원 등 부처간 갈동의 산물이었다. 상공부의 업종중심 주장과 재무부의 

여신관리 축소 주장은 각각 재무부와 기획원의 반대에 부딪쳐， 결국 현행 여신 

관리를 유지하는 가운데 재무부 중심의 주력업체제도로 결정되었다. 1993년의 

주력업종제도는 재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공부가 중심이 되어 정책수정 

이 이루어졌다. 상공부의 〈업종전문화추진위원회〉의 설치는 상공부 주도로 

부처간 협조와 조정을 이끌어낼 목적으로 구성되었던 것이었다. 삼성의 자동 

차사업 진출사례에서도 부처간 갈등이 존재하였다. 초기 상용차진출에 대해서 

는 상공부와는 달리 청와대와 기획원에서 업종전문화정책과 위배된다면서 인 

가유보를 내렸다. 승용차진출에서도 기획원 및 한국개발원은 신규진입을 인정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반면에 상공부 및 산업연구원은 업종전문화정책에 위 

배된다면서 선규진입 불허의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러나 대통령의 정치적 결 

정에 따른 권위적 조정은 상공부의 정책적 입장을 선회시켰다. 

둘째， 업종전문화정책이 가진 정책수단은 규제적인 것이었다. 즉， “여신규제 

의 완화”라는 혜택이 업종전문화정책의 주요한 정책수단이었다. 업종전문화에 

참여하는 것은 기업의 자율적 판단이었지만， 정책에 순웅하지 않는 것은 여신 

규제라는 규제적 조치의 지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대적 불이익이 매우 큰 것 

이었다. 대기엽은 업종전문화정책에 반발하면서도 정책집행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대기업에게는 정책순응이 강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더욱 

이 여신규제는 재무부의 정책수단이지만， 업종전문화 주무부처는 상공부였다. 

이는 상공부의 정책집행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자동차 

신규진입에 관한 상공부의 정책수단도 규제적인 것이었다. 사실 자동차산업이 

합리화업종에서 해제되면서 신규진입의 장애는 없어졌다. 그러나 [외자법]에 

기인한 기술도입서 수리여부는 사실상 인허가를 의미하는 규제적인 것이었다. 

@ 정치가의 역할 

정치가들은 일반적으로 업종전문화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 

나 정책목표가 재벌규제와 지원이라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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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전문화에 대해서는 상반된 입장에서 지지가 가능하였다. 대체로 정치가들 

은 재벌들의 폐해를 우려하여 재벌규제적 성격으로 업종전문화를 이해하였다. 

삼성자동차의 경우에는 초기에는 신규진입이 업종전문화에 위배된다는 반대 

의 입장을 대통령을 포함하여 여야정치가들은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상용차 

의 경우 1992년 대선정국과 관련된 과정에서 허가로 결정되었다. 승용차의 경 

우에는 부산지역정서에 기반한 권력핵심인 대통령과 부산지역출신의원들의 

정책선회로 상공부관료의 결정은 한순간에 번복되었다. 즉， 관료의 기술경제적 

논리 및 정책일관성은 부산지역 정치가의 정치논리에 의해 쉽게 허물어졌으며， 

허가결정에 대한 새로운 정책논리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처간 갈 

등이 존재하였을 때는， 정책선회의 가능성은 더 높았다고 보인다 즉， 관료의 

응집성이 약하였을 때는 정치적 영향에 매우 취약하였다 

결국 업종전문화정책의 경우 대통령 등 정치가의 역할은 중요하였다. 업종 

전문화정책이 재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된 것은 대통령의 정책기조에 의 

한 것이었다. 더불어 업종전문화정책과 위배되는 삼성승용차 진출도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것이었다. 

@ 국가-자본의 정책망 

업종전문화정책은 비제도적이고 사적인 정책망이 주로 활용되어 추진되었 

다. 그리고 대부분의 정책망은 실질적인 정책의 조정보다는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에 머물렀으며 기본적인 정책결정 이후 단계에 주로 활용되었다. 

초기 주력업체제도에서는 전경련 건의문이나 토론회 등에서의 비판을 통해 

자본의 의견이 표출되었지만 정책반영은 거의 없었다. 주력업종제도에서는 민 

간의 의사를 수렴하기 위해 <업종전문화협의회>라는 제도적 정책망을 만들 

었으며， 비제도적 간담회 등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업종전문화협의회는 상견례 

를 겸한 첫 회의와 업종전문화정책을 최종적으로 통과시킨 두 번째회의 동 단 

두 차례회의만을 열었을 뿐이었다. 더욱이 회의시간도 짧았으며， 정책수정도 

거의 없었고 거의 확정된 상공자원부안을 가지고 형식적인 토론절차만 밟았을 

뿐이다. 또한 재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30대그룹회장회의와 기조실장회의 등 

재계와의 간담회도 상공자원부안이 확정된 이후 개최되어 협조를 요청하고 설 

득하는 장이었을 뿐이다. 이 과정에서 재계는 업종전문화정책에 대해 반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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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였지만， 정책형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관료-자본의 정책갈등은 집행과정에서 정책실패로 나타나게 되었다. 

삼성승용차 진출사례는 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권력핵심층과 

의 사적인 네트워크와 부산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치적 압력을 통하여 신규진 

입에 성공한 경우이다. 상공자원부와 공식적인 정책망을 통한 사업추진이 어 

렵게 되자 삼성그룹은 활용가능한 사적인 정책망을 통하여 권력핵심부에 접근 

하였다. 

결국 업종전문화정책은 재계의 반대， 업계의 반대， 개별기업의 반대에도 불 

구하고 관료의 규제적 정책수단에 의거하여 추진되었다 삼성의 승용차진출은 

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별기업과 권력핵심부의 정책망 형성을 통하여 

성공하였다. 

이러한 업종전문화정책과정에 나타난 특정을 정리하면 다읍과 같다 

첫째， 한국에서는 산업정책에 대한 관료주도성 및 합리성은 대통령의 정책 

기조와 어긋나지 않은 경우에 가능하였으며， 정책논리도 대통령의 정책적 판 

단에 의해 자주 번복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존슨의 지적(존슨 1984)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군림과 통치를 동시에 직접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정책과정에서 주로 활용된 정책망은 비제도적인 것이었으며， 주로 정 

책결정 이후 자본을 설득하기 위한 장으로 활용되었다. 자본과의 합의형성은 

정책형성과정에서는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오히려 정부내 의견합의가 

정책형성에 결정적이었다. 자본과의 협조체제는 정책집행에 있어서 효올성을 

추구하기 위해 모색되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자본가를 규융윷 통해 

순종시키고자 하며 자본은 정책형성에 있어서 반응적 역할에 머물렀다. 이러 

한 패턴은 퍼셀이 지적한 권위주의의 정책결정 특정과 근접한 것이었다{Purcell 

1973). 

셋째， 이러한 정책과정에서는 자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책은 형성될 수 

있으며， 정책집행에서는 정책성공을 위한 자본순응이 강요된다. 이러한 경우 

관료의 정책수단과 자본의 힘에 따라 정책성패가 결정된다. 따라서 경제자유 

화에 의해 관료의 정책수단이 약화되고 자본의 힘이 강화될수록 갈등적 정책 

인 경우 실패의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할 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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