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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經濟的 競爭에 있어서 國家의 役割*

權 五 乘**

1)

Ⅰ. 머리말

경제질서를 경제주체의 활동을 조정하는 메카니즘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시장경

제와 계획경제로 나누어진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독일은 시장경제(market economy)

를 경제질서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국가가 개인의 경제

활동에 대하여 간섭 또는 개입하는 이유와 정도는 상당히 다른 것 같다.

일반적으로 시장경제를 경제질서의 기본으로 삼고 있는 나라에서 국가가 경제

활동에 대하여 개입하는 경우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이다. 하나는 

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는 동시에 이를 감시하기 

위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경우이다.

우선 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그 시장에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의 시장에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가는 자유로운 경쟁을 제

한하거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나 행위들을 규제하기 위하여 경제활동에 

개입하게 된다. 이러한 개입은 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

이기 때문에, 시장경제를 경제질서의 기본으로 삼고 있는 나라에서는 어디에서나 

발견되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한편 시장경제가 아직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있거

나,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고 있는 나라에서는 물론이고, 시장경제가 정상적으

로 기능하고 있는 나라라고 하더라도 산업분야에 따라서는 시장이 제대로 기능

하지 않는 분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시장경제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

* 이 논문은 2002년 10월에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 백주년 기념관 소강당에서 개최되
었던 서울법대와 프라이부르크법대 간의 공동심포지움(Symposium zwischen den 
juristischen Fakultaten der Uni. Freiburg und Seoul)에서 발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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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경제에 개입하게 된다.

그리고 시장경제는 그것이 비록 정상적으로 기능한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한계

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는 이러한 시장실패(market failure)를 교정하기 

위하여 경제에 개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개입은 국가와 시대에 따라 그 

모습이나 강도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각 국가와 시대

에 따라 시장실패의 모습이 다른 데다가, 그것에 대한 평가나 대처방법도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상으로는 시장경제가 경제질서의 기본으로 규정되어 있

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아직도 경제질서의 기본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독일의 경우와는 비교하기가 어려

울만큼 그 범위나 정도에 있어서 넓고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주된 이유는 첫

째로,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이래 정부주도에 의한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해 오

는 과정에서 不完全한 市場成果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가 시장에 깊이 개입해 
왔을 뿐만 아니라 자원배분에도 적극 관여해 왔기 때문이며 둘째로, 1980년대 

이후에는 정부가 경제운용의 방식을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하는 동시에 

과도한 정부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지만, 아직도 산업정

책이 경쟁정책보다 우선시 되는 경향이 있는 데다가 경제력이 소수의 재벌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서 시장에 대한 신뢰도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기 때

문이다. 셋째로,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명목으로 

당사자들간의 거래관계에 깊숙이 개입해 오던 관행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가 경제활동에 개입하는 것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한편에서는 국가의 개입을 가능한 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의 개입을 일률적으로 축소할 것이 아니라 축소해야 할 것

과 유지 또는 강화해야 할 것을 엄격히 구별하여 축소할 것은 축소하고 유지 또

는 강화해야 할 것은 유지 또는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일

반적으로 후자의 견해가 더 큰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축소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유지 또는 강화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의견의 일

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시장과 국가의 관계

가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국가가 한편으로는 

아직도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시장에 직접 개입하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 자신의 역할을 점차 축소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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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시장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분야와 그렇지 

못한 분야를 구별하여, 전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시장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담당하고 있는 시장감시자의 역할, 즉 게임의 룰을 형성하고 기업들이 그것을 준

수하고 있는지를 감시․감독하는 역할에 대하여 살펴본 다음에(Ⅱ), 후자에 대해

서는 국가가 한편으로는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하여 자신의 역할을 축소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양자의 역할에 대하여 고찰해 보기로 한다(Ⅲ).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

가 국가가 중소기업이나 소비자와 같이 시장에서 자력으로 경쟁할 수 없는 경제

적 약자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담당하고 있는 시장보완자로서의 역할에 

대하여 검토해 보도록 한다(Ⅳ). 끝으로 이러한 논의의 결과를 정리한 다음에 시

장과 국가의 관계에 대하여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보기

로 한다(Ⅴ).

Ⅱ. 市場監視者로서의 역할

1. 自由롭고 公正한 競爭秩序의 유지

우리나라 헌법 제11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제질서

가 市場經濟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시장경제가 정상적으

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활동하는 사업자들간에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유지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국가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유지 내지 회복하

기 위하여 1980년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독점규제법”이라 함)

을 제정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와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 및 부

당한 공동행위 그리고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다.

독점규제법은 198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니까, 무려 21년 동안 시행된 셈

이다. 그런데 이 법의 시행성과에 대하여는 평가가 서로 엇갈리고 있다. 이 법의 

시행을 담당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반면

에,1) 학계나 기업계에서는 긍정적인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만족스럽

지 못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법은 국민 일반에

1) 공정거래위원회, 1999년판 공정거래백서, 16-1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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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공정거래제도와 경쟁원리의 중요성을 널리 인식시켰을 뿐만 아니라, 관행적으

로 이루어지고 있던 경쟁제한적이거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대폭 시정했다는 점

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독과점화되어 있는 시장구조를 경쟁

적인 시장구조로 전환시키지 못하여 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전

제조건인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하 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2)

그런데 우리 독점규제법은 독점이나 과점을 원인적으로 금지하는 원인금지주

의를 채택하지 않고 그 폐해만을 규제하는 폐해규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데다

가, 그 규제절차에 있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행정적 규제가 중심이 되고 

있으며,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절차는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불공정거

래행위의 금지에 대해서까지 당사자에 의한 사법적 구제보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에 의한 행정적 규제가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서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2. 過度한 經濟力集中의 抑制

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각 산업분야별로 별개의 시장이 형

성되어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각 개별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업자들간에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

리나라에서는 소수의 재벌들이 그 계열기업들을 통해서 주요 산업분야에 폭넓게 

참여하여 상당수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데다가, 재벌의 총수가 그룹 전체를 선

단식으로 운 하고 있기 때문에, 재벌의 계열회사가 참여하고 있는 산업분야에서

는 각 시장이 독립적으로 기능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업자들간에는 자유로운 경쟁은 물론이고 공정한 경쟁도 이루어지기 어렵

게 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가는 재벌에 의한 과도한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1986년에 독

점규제법의 개정을 통하여, 지주회사의 설립을 금지하고,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

는 계열회사의 상호출자를 금지하며, 출자총액을 제한하는3) 등의 제도를 도입하

2) Kwon, Ohseung, “Applying Korean Experience with Antitrust Law to the 
Development of Competition in China” 2 Washington University Global Studies Law 
Review, USA.

3) 출자총액의 제한은 1998년에 기업의 구조조정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폐지되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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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 그리고 1992년에는 계열회사 상호간의 채무보증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

하 고,5) 1996년에는 계열회사들간의 부당한 지원행위를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

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1999년 2월에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

여 지주회사의 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동시에(법 제8조), 부당한 지원행위

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金融去來情報要求權을 부여한 
바 있다.6)

이러한 제도들은 모두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

정거래위원회에게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의 경제활동 전반에 대하여 

강력한 규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들

은 경제력집중이 더 이상 심화되는 것을 억제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기여를 했

다고 볼 수 있지만, 기존의 경제력집중을 완화 내지 해소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독점규제법의 고유한 목적이나 원리와 적절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동 제도의 수범자인 대규모기업집단으로부터 상당한 

비판과 저항을 받고 있다.7)

Ⅲ. 市場參與者 또는 市場形成者로서의 役割

1. 市場參與者로서의 역할

시장경제를 경제질서의 기본으로 삼고 있는 나라에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가 거래의 주체로서 시장에 참여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재화의 수요자로서 참여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재화의 공급자로서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화의 공급자로서 시장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이나 지하철, 의료원, 도서관, 공원과 같은 시설의 제공 

등 공익(public interest)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 보통이지만, 때로는 오로지 재정수

입의 확대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1999년에 다시 부활되었다.
4) 이 제도들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5) 1998년의 법개정에서는 신규채무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존의 채무보증은 

2000년 3월말일까지 완전히 해소하도록 하 다.
6)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은 2004년 2월 4일자로 기간이 만료되어 효력이 상실되었다.
7) Vgl., Kwon, Ohseung (F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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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은 공익에 의하여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가 오로지 재정수입의 확대만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현행

법상 과연 허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허용될 수 있다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

지가 문제될 여지가 있다.

전통적인 자유주의적 기본권관에 따르면, 오로지 재정수입의 확대만을 목적으

로 하거나 혹은 일반적인 공익실현의 목적보다는 재정수입의 확대를 주된 동기

로 하는 리활동은 공익의 실현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오로지 재

정적인 목적만을 추구하기 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장참여는 금지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공익의 개념이 반드시 명확하지 않은 데다가 실제로 

기업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그

들의 활동이 공익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이유로, 재정수

입의 확대도 기본적으로 공익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8) 그런데 우

리나라 헌법상의 경제질서가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헌법상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는 보충성의 원리9)

(Subsidiaritätsprinzip)와 조세국가(Steuerstaat)의 원칙10)에 비추어 볼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화의 공급자로서 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외적․

보충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오로지 재정수입의 확대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혹은 일반적인 공익실현의 목적보다는 재정수입의 확대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장참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종래 담배와 인삼

에 관한 전매사업을 수행하고 있던 전매청이 폐지되고 한국담배인삼공사로 바뀌

었다가 그것이 다시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전환된 것도 이러한 취지를 반 한 것

8) 이원우, “공공주체의 리적 경제활동에 대한 법적 고찰”, 공법연구 제29집 제4호, 13
면 이하 참조.

9) 보충성의 원리는 개인과 사회 및 국가의 관계설정에 관한 일반적인 조직원리 내지 
기능분배의 원리로서, 가능한 한 하위의 단계 혹은 작은 단위의 조직 또는 주체에게 
기능과 권한이 분배되어야 한다는 요청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이 원리를 경제 역에 

적용하면, 경제활동은 가능한 한 개인이나 기업의 자유에 맡겨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기구의 자동적인 조절만으로는 공익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국
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제활동에 개입 또는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된

다.
10) 조세국가의 원칙은 국가활동을 위한 재원은 원칙적으로 전형적인 수입원인 세금, 부
담금, 수수료 등의 공과금으로 마련되어야 하지 국가가 스스로 시장에 참여하여 리
활동을 하거나 의도적으로 재산가치를 늘려 나가는 방법으로 조달해서는 안된다는 원

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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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공익의 실현을 위한 시장참여의 경우에도, 그것이 사

경제주체의 존립 그 자체를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할 정도에까

지 이르도록 해서는 안될 것이다.11)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화의 공급자로서 시장에 참여

하고 있는 상황은 그 주체가 국가냐 지방자치단체이냐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의 경우에는 그동안 작은 정부의 실현과 경제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정부규제의 완화와 공기업의 

민 화 등을 적극 추진해 왔기 때문에 국가의 역할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데 반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상하수도사업, 주택사업, 의료사업, 관광사업 등

과 같은 공익사업과 도축장사업, 통운사업, 자동차터미날사업, 체육장사업, 문화

예술사업, 공원사업과 같은 복리증진사업을 수행하면서,12) 최근에는 부족한 재원

을 확충하기 위한 자구책의 하나로,13)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무역회사를 경 하거

나(경남무역, 경북통상, 제주교역, 전남무역 등), 쓰레기봉투의 제작(대구 남구청), 

주유소의 운 (경기도 부천시, 경북 천시) 등과 같은 리활동에 적극 참여하

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14)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그 임무를 제대로 수행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며, 그것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가 재화의 공급자로서 시장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장경제를 경제질서의 기본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외적․보충적으로만 허용되어야지 지나치게 

넓게 허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경제적 경쟁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는 역할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2. 市場形成者로서의 역할

(1) 과도한 政府規制의 緩和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이래 정부가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왔다. 

11) 이덕연, “지방자치단체의 리활동의 법적 한계, 고시계 1996. 5, 118면 참조.
12) 2002년 6월 30일 현재 지방공기업은 의료원이 34개, 상수도사업이 101개, 시설관리공
단이 33개, 지하철이 4개 등 전국적으로 319개라고 한다.

13)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1990년에는 64.8%이었으나 2000년에는 
59.4%로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84.8%)를 제외하면 대부분 
50%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4) 이덕연, 앞의 논문, 105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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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부규제는 개발 초기단계에서는 고도성장에 큰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

나,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민간부문의 역할이 증대된 이후에는 국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1980년대 초부터 과도한 정

부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기 시작하 으며, 1990년대 초에는 정부규제가 

무역마찰의 원인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리고 1997년 말에는 국가 및 기업

의 競爭力과 對外信認度를 회복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15)

그런데 정부의 규제개혁은 1997년 초까지는 주로 행정절차의 간소화나 손쉬운 

규제완화에 치중하 고, 특정산업의 진입제한이나 금융․토지이용 등 주요정책과 

관련된 핵심규제에는 손을 대지 못하 다. 이에 1997년 3월에는 규제개혁을 보

다 강력히 추진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의 과제를 기업활동에 대한 제약이 커서 시

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는 優先推進課題16)와, 국민생활과 중소사업자에게 불편과 

부담이 큰 民生關聯課題17)로 나누어서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개혁

작업도 역시 시장경제의 활성화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 다. 따라서 1997년 11

월부터는 경제구조의 선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직결되는 분야와 산업에 대하

여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게 되었

다.18)

한편, 정부는 이러한 규제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

여 1997년 8월에 “行政規制基本法”을 제정하여 1998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

다.19) 그리고 김대중 정부는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의 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15) 규제개혁위원회, 1998년도 규제개혁백서, 1999, 23면 참조.
16) 우선추진과제로는 첫째로, 기업창업과 공장입지 관련규제를 크게 완화하 으며 둘째

로, 건축관련규제와 관련하여 건축관련 각종 심의제도를 대폭 간소화하 고 셋째로, 
기업부담의 경감을 위해 각종 향평가제도와 같은 규제를 정비하 으며 넷째로, 새
로운 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 고 다섯째로, 고물류비용의 원
인이 되는 물류, 유통관련규제를 크게 완화하 으며 여섯째로, 사업자단체에 관련된 
각종 규제를 정비하 고 일곱째로, 자동차검사 등 각종 인증, 검사제도를 개선하 으

며 마지막으로, 기업의 자금조달에 관련된 규제를 크게 완화하 다.
17) 민생관련과제로는 첫째로, 중소사업자 관련규제를 크게 완화하 고 둘째로, 국민불편
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하 으며 셋째로, 공동주택 관련규제를 크게 완화하 다.

18) 핵심과제는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로서 산업입지와 공장설립, 물류와 운수, 
건축, 건설, 유통, 정보통신, 주류, 환경규제의 합리화, 개별법에 근거한 카르텔, 전문
자격서비스, 수출입관련규제 등 11개분야에 걸친 광범한 것이었다.

19)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
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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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3개 분야를 핵심과제로 선정하 다. 하나는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우

리 경제의 회생에 시급한 규제정비분야로서, 예컨대 외국인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분야,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분야, 금융․유통․무역관련분야, 국민생활 불편

분야 등이고, 둘은 규제가 다수의 법령과 여러 부처에 얽힌 복합규제로서 일괄적

으로 개혁할 필요성이 있는 일괄과제이며, 셋은 재계나 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으

로부터 개혁요구가 집중되거나 국민경제에 파급효가 큰 규제이다.20)

김대중 정부는 출범 초기에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양적인 측면에서

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나, 규제의 品質面에서는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경제분야에 있어서는 기존의 기업들이 원하

는 규제완화, 즉 행정절차의 간소화나 질서유지를 위한 규제는 많이 폐지 또는 

완화되었으나, 市場經濟의 暢達을 위한 규제개혁, 즉 진입장벽의 제거나 경쟁촉

진을 통하여 산업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규제완화는 실현하지 못하 다는 평가를 

받았다.21) 따라서 앞으로의 규제개혁은 경제분야, 특히 시장경제의 창달을 위한 

규제개혁에 치중함으로써, 경제적 경쟁에 있어서 국가가 담당하는 역할을 축소하

는 대신에 시장의 역할을 증대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22)

(2) 公企業의 民營化23)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운용방식을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은행의 경쟁력 제고와 경제자유화, 분배의 형평성 제고, 경제의 효율성 제고와 

경 의 합리화 등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공기업의 민 화를 추진해 오고 있다.24)

다(법 제1조).
20) 당초에 선정된 핵심과제 이외에도 개혁의 필요성과 중요도가 큰 일괄과제는 수시로 
추가되기도 하 으며, 추진과정에서 여건의 변화 등으로 추진의 필요성이 없어진 과
제는 내부의사결정과정을 거쳐 과제목록에서 삭제되기도 하 다.

21) 김종석, “98년도 규제개혁에 대한 종합평가”, 1998년도 규제개혁백서, 규제개혁위원
회, 1999, 638면; “경쟁제한적인 규제의 정비”, 권오승 편, 공정거래법강의 Ⅱ, 2000, 
53면 이하 참조.

22) 이주선, “기업활성화와 규제개혁”, 1998년도 규제개혁백서, 규제개혁위원회, 1999, 
660-666면 참조.

23) 이원우, “공기업 민 화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혁의 과제”, 공법연구 제31집 
제1호, 2002. 11, 8면 이하 참조.

24) 물론 그 이전에도 민 화조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예컨대 1968년 전후에는 주로 
역사적 이유로 공기업으로 되었던 것들 중에서 부실화된 제조업체들에 대한 민 화 

조치가 있었는데, 그 목적은 산업합리화(부실기업의 정리)와 민간경제의 육성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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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80년대 초에는 금융자율화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4개의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공기업에 대한 민 화를 실현하 다. 민 화의 목표는 은행의 경쟁력 

제고와 경제자유화 으며, 그 수단은 주로 주식매각과 현물출자에 의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민 화는 장기적으로 경 합리화와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으나 실제로 관치금융은 지속되어서, 결국 

금융부실로 인하여 IMF의 구제금융을 받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다.

그리고 1987년에는 공기업의 민 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기업민

화추진위원회’를 설립하여 체계적인 민 화 작업에 착수하 고, 17개의 공기업

이 민 화대상으로 선정되었다.25) 공기업을 특정인의 지배를 받지 않는 국민기업

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한전, 포철 등 7개사의 정부보유주식 중 5조원 상당의 주

식을 매각하기로 하 다. 그러나 한전과 포철의 국민주 매각을 제외하면, 정치․

사회적인 제약요인으로 인하여 그 성과는 매우 부진하 던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1993년 12월 24일에는 정부가 1998년까지 총 133개의 공기업 중에서 58

개를 연차적으로 민 화하고 10개 공기업을 통폐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

다.26) 민 화의 목표는 경제의 효율화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1997년까지 

민 화가 이루어진 기업은 대한중석, 한국비료 등 22개사에 불과하여 그 실적이 

매우 부진하 다. 다만 이 시기에는 민 화가 실패한 원인을 반성하고, 그 성공

적 추진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법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민 화

를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들이 제정되었다는 점을 그 성과로 들 수 있을 것

이다. 예컨대 1994년에는 이른바 민자유치법(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

치촉진법)을 제정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을 위한 재정조달 부문에서 민

화를 위한 중요한 법적 기초를 마련하 으며,27) 1997년에는 공기업의 민 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법적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공기업의경 구조개선및민 화에관

한법률을 제정하 다.

그리고 1998년에는 김대중 정부의 등장과 함께 민 화정책도 새로운 단계에 

것이었다.
25) 민 화의 방법은 완전민 화(국민은행, 한국감정원 등 7개사), 부분민 화(한전, 포철 
등 3개사), 기능재조정(해외개발공사 등 7개사)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26) 민 화추진대책위원회, 민 화 세부추진계획, 1994. 2. 18. 이에 대하여는 김재홍, “한
국의 민 화정책”, 김재홍․이승철 편, 민 화와 규제완화, 1994, 80면 이하 참조.

27) 이 법은 1998년에 전면개정을 통하여 민간투자법(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으로 탈바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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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어들게 되었다. 첫째로, 경제위기의 극복차원에서 공공부문에서 거품과 비효율

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기업의 민 화를 추진하 기 때문에 그 대상이 크게 확대

되었다. 포항제철과 한국중공업 등 5개 공기업과 21개의 자회사가 완전민 화의 

대상이 되었고, 한국통신과 담배인삼공사 등 6개 기관은 단계적 민 화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한국통신과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전형적인 네트워크 사업으

로서 국민의 생존배려(Daseinsvorsorge)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대규모 공기업들이 민 화의 대상에 포

함됨에 따라, 민 화가 당해 산업구조의 개편과 깊은 관련 하에 추진되었다. 

2002년 9월말 현재 민 화가 완료된 공기업은 7개이었고,28) 민 화가 추진되고 

있는 공기업은 4개이었다. 그런데 민 화가 완료된 7개 공기업은 포항제철이나 

한국중공업, 한국통신을 제외하면 모두가 비교적 소규모의 기업들이어서 단순히 

숫자상으로 절반 이상이 민 화되었다고 자랑할 바는 아니었던 것 같다.29) 특히 

민 화대상인 공기업 가운데 비교적 규모가 큰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담

배인삼공사, 지역난방공사 등의 민 화 작업은 아직 미완상태이며,30) 정부가 대

주주인 은행들의 민 화작업은 아직 시작단계이고, 철도산업구조개혁법안이 국회

에 발이 묶여 있는 탓에 철도청의 민 화도 지연되고 있는 것을 보면 민 화의 

실적은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기업의 민 화는 직접적으로는 경제의 자유화와 경 의 효율성을 제

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이지만, 경제적 경쟁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이라고 하

는 관점에서 보면 종래 국가가 담당하고 있던 역할을 축소해 나감으로써 시장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28) 국정교과서(1998. 11. 경쟁입찰을 통해 대한교과서에 매각), 종합기술금융(1999. 1. 경
쟁입찰을 통해 미래와 사람에 매각), 대한송유관(2000. 4. SK, LG 등 기존주주에 매
각), 포항제철(해외 DR발행, 자사주 매각 등을 통해 2000. 10. 민 화 완료), 한국중공
업(2000. 9.과 2000. 12. 국내증시 공모, 상장, 경쟁입찰 등을 통해 매각하여 두산컨소
시엄에 이양), 한국종합화학(2000. 11. 주주총회의 청산결의에 의해 현재 청산절차 진
행중), 한국통신(해외 DR발행, 국내경쟁입찰, 해외 EB, BW 발행 등을 통해 2002. 5. 
완전 민 화 완료).

29) 동아일보 2002. 10. 2.자 사설 참조.
30) 한국담배인삼공사, 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중 
한국담배인삼공사의 경우 지난 2002. 6. 21.-22. 실시된 주식청약이 대규모 미달로 실
패함에 따라 민 화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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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市場補完者로서의 역할

市場機構(market system)는 비록 그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하더라도, 거기

에는 일정한 限界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국가는 이러한 市場失敗(market 

failure)를 補正하기 위하여 經濟에 관한 規制와 調整을 할 수 있다(헌법 제119조 

제2항).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가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

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경우에 무엇을 基準으로 하여 어느 程度까지 규제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基準과 程度의 문제). 그런데 여기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모

두 다 검토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경제적 약자인 中小企業과 벤처기업의 육성 
및 消費者의 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만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中小企業과 벤처기업의 育成

우리 나라에서는 중소기업이 사업체의 수, 고용 및 GNP 등 국민경제에 있어

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31) 그들이 국민경제의 발전에 있어

서 견인차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국가는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의 발

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금, 기술, 인력, 정보, 교섭력 

등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불리한 점을 적절히 시정하고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 憲法은 국가에게 중
소기업을 보호․육성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제123조 제3항), 국가는 이러한 

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中小企業關係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선, 中小企業基本法은 중소기업의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성장을 조성하고 나
아가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

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하여 국가는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창업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中小企業創業支援法을, 중소기업

31) 1997년 말 현재 우리 나라의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우선 
중소기업의 사업체 수는 267만 2천여 개에 달하고, 그들이 위하는 업종은 서비스업
(41.0%), 도소매업(37.0%), 제조업(11.4%)의 순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제조업만을 기
준으로 할 때에는 중소기업이 사업체 수의 99.0%, 고용의 69.2%, 생산액의 46.9%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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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조개선을 촉진하고 경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中小企業의構造改善및經營
安定支援을위한特別措置法을,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확대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을 각각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특히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

진하기 위하여 벤처企業育成에관한特別措置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중소기업관계법이나 이에 기한 중소기업정책의 기조는 대기업 

중심적인 경제구조의 틀 안에서 중소기업의 불리한 점을 시정하는 수준에 머물

러 있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각각 자기의 메리트를 살려 가면서 서로 경쟁하고 

협력할 수 있는 체제나 구조를 지향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국민경

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걸맞게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관계법이나 중소기업정책의 기조를 다음과 같

이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자금, 기술, 인력, 정보, 교섭력 등의 

측면에서 불리한 처지에 있는 중소기업이 다른 기업과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

도록 그들의 지위를 보호․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

고 장기적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 그들의 장점을 살려 나가면서 상호

간의 경쟁과 협력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제구

조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즉 산업분야나 경제활동에 따라 대기업이 유리한 부문

도 있고 중소기업이 유리한 부문도 있다. 따라서 대기업이 유리한 부문이나 역

에서는 대기업이 활동하게 하고, 중소기업이 유리한 부문이나 역에서는 중소기

업이 활동하게 하며, 또 양자가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는 분야에서는 서로 협력

할 수 있는 경제질서를 형성할 필요가 있으며, 중소기업관계법도 이러한 방향으

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2. 消費者의 保護

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활을 위하여 구입해서 소비하는 生活
人을 소비자라고 한다면, 이들은 정보, 기술, 교섭력 등에 있어서 사업자보다 열

등한 지위에 있다. 따라서 이들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여 소비하는 과정에

서 경제적인 손해를 보거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우려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소비자피해는 현대사회의 구조에 기인하는 이른바 構造的 被害이기 때문
에, 당사자의 대등성과 입장의 호환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근대법을 가지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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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적절히 구제 또는 예방하기가 곤란하다. 이에 각국에서는 이러한 소비자의 피

해를 적절히 구제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배려를 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1980년부터 국가가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생활의 향상

과 합리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消費者保護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32)

그런데 이 법은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

체에게 ① 관계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폐, ②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

개선, ③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④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

동의 지원․육성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법 제5조). 그리고 국가에게는 사업

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관한 위해의 방지,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표

시․광고의 기준제정, 거래의 적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며(법 제6조 내지 제10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과 피해구제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시험․검사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법 제11조 내지 제13조).

그리고 국가는 거래의 적정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약관거래, 방문판매, 다단계

판매, 할부판매,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등에 관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우선 約款規制法은 약관에 의한 거래의 공정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신의성

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라고 선언함으로써 약관조항에 

관하여 불공정성을 판단하는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뒤에(법 제6조), 개별적인 

행위의 유형별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법 제7조 내지 제14조). 그

리고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할부판매,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등에 관하여는 방문

판매법과 할부거래법 및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등에서 특수거래의 공정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청약의 철회,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

한, 금지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33) 이러한 실체법적인 내용들만 보면, 이들은 

모두 국가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는 민사특별법으로서 독일의 경우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에서 불공정한 거래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동원하고 있는 수단이나 방법 또는 절차를 살펴보면, 이러한 법

32) 이 법은 1982년 9월부터 시행되었으며, 그 후 1986년 말에 전면 개정되었고, 1999년 
2월에 다시 개정되었다.

3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1995년 제정, 최근 개정 2002년), 할부거래에관한법률(1991년 제
정, 최근 개정 1999년),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2002년 제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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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들은 민사특별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경제규제법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

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독일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즉, 독일에서는 이러한 

특수거래에 관한 공정성의 확보는 당사자들의 과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34) 국가

가 그러한 거래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서는 이러한 특수거래에 관한 공정성의 확보도 국가의 과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그러한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거래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 약관규제법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동법에 위

반하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약관 

조항의 삭제, 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령하게 할 수 있으며

(법 제17조의2), 이러한 시정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32조). 그리고 방문판매법과 전

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는 방문판매업자, 전화권유판매업자, 다단계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업자 등을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에게 신고 또는 등록하게 하고 

있으며,35)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전자상

거래 또는 통신판매 등에 관한 소비자보호지침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동법에 위반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

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동법의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

여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고(방판법 제41조 제42조, 

전자소비자보호법 제31조 제32조),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방판법 제44조, 전

자소비자보호법 제34조). 그리고 이러한 시정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방판법 제53조, 전

자소비자보호법 제40조).

이와 같이 약관규제법이나 특수판매법에서는 그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

하여, 사업자의 신고나 등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과 같은 행정적 규제는 물론이고 징역이나 벌금 등과 같은 형사적 제재까지 

동원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제는 기본적으로 사적 자치의 범위에 속하는 분

야에서 사업자의 활동이나 거래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

34) 이러한 특수거래에 있어서 소비자가 불공정한 거래조건으로 인하여 받은 피해를 구제
하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법원에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가 그러한 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35)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또는 운 한 자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방문판매법 제5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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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규제의 완화를 요구하는 시대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로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36)

Ⅴ. 결론

경제적 경쟁에 있어서 국가가 담당하는 역할은 일반적으로 시장의 기능을 유

지하기 위한 역할과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역할로 나누어진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지난 40여년간 국가가 주도적으로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

서 그 역할이 지나치게 강화되어 왔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아직도 경제활동의 주

체로서 시장에 깊숙히 참여하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의 기능을 확대

하기 위하여 자신의 역할을 축소해 나가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가 중소기업이나 소비자와 같이 시장에서 자력으로 경쟁할 수 없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경제적 경쟁에 개입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

라의 경우에는, 경제적 경쟁에 있어서 국가가 담당하는 역할이 독일의 경우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하며, 그 정도도 훨씬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것은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장경제가 경제질서의 기본으로서 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경제적 경쟁에 있어서 국가가 담당해

야 할 역할을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국가는 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독점규제법을 제

정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나 행위들을 규제하고 있는데, 이 

법이 아직 독과점화되어 있는 시장구조를 경쟁적인 시장구조로 전환시키지 못하

고 있으며, 동법의 집행에 있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적 규제가 중심이 되

고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절차가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불공정거래행

위의 금지에 대해서까지 당사자에 의한 사법적 구제보다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

한 행정적 규제가 중시되고 있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서 

조속히 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소수의 재벌이 계열회사를 통하여 여러 산업분야를 장악하고 있는 상

36) 권오승, “계약자유와 소비자보호”, 서울대학교 법학 제42권 제2호, 1면 이하, 특히 18
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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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서는 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가 재벌에 의한 경

제력집중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경제력집중의 

억제제도는 경제력집중이 더 이상 심화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기여

를 했다고 할 수 있지만 경제력집중을 완화 내지 해소하는 데에는 크게 기여하

지 못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제도들이 독점규제법의 고유한 목적이나 

원리와 적절히 조화되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동 제도의 수범자들로부터 상

당한 비판과 저항을 받고 있다.

셋째로, 국가가 한편으로는 재화의 공급자로서 시장에 직접 참여하고 있으면

서,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 자신의 역할을 축소해 나가

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경제적 효율성과 경 의 합리화를 

통한 국제경쟁력의 제고를 위해서 정부규제의 완화와 공기업의 민 화 등을 통

하여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나 참여를 줄여 나가고 있는데 반하여,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오로지 재정확충을 위한 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시장에 참여하는 

현상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끝으로, 국가가 중소기업이나 소비자와 같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경제활동에 개입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행

정적 규제에 의존하기보다는 사법적인 구제를 적극 활용하는 등 가능한 한 친경

쟁적인 방법을 선택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