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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원재료와 완제품 간 세율불균형 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1974년에 도

입된 항공기부분품 관세감면제도는 국가정책 및 대외환경의 다양한 변화

속에서도 소폭의 변화만 있을 뿐 2019년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다. 정부

는 조세지출을 정비하기 시작하면서 2012년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폐지

하고자 관세법을 개정하여 일몰규정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제도 일몰이

시작되기 직전인 2014년 관세법 개정으로 일몰기간이 2년 유예되었고,

2016년에 다시 관세법 개정을 통해 일몰기간이 2년 유예되었으며, 2018

년에 또 한 번의 관세법 개정으로 3년 일몰기간이 유예되어서 현재까지

도 당초의 정부목표와 달리 100% 감면율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항공기 부분품 관세감면제도의 존속은 정책의 표류이며, 본 연구는 이

러한 표류가 정책결정과정에서 나타난 관료정치현상의 결과물이라는 가

설을 세웠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Allison의 세 가지 모형을 이론적 분

석틀로 삼아 항공기부분품 관세감면정책의 표류과정을 시기별(제1기․제

2기․제3기)로 나누어 각각 분석해보았다.

분석 결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결정상황이나 갈등지점이 다소 달라졌

으나 전 과정을 걸쳐 공통적으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

부 간의 정치적 게임에 의한 결과물로서 항공기부분품 관세감면제도의

존속(정책의 표류)이 나타났다는 점을 확인했다. 따라서 해당 사례는

Allison의 세 모형 중 정부정치(관료정치) 모형을 통해 분석하는 것이 가

장 적절할 것이다. 이처럼 정치적 관점에서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는 연

구결과는 기술적 관점에 의한 분석보다 적실성을 지닐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사례에서 정책의 표류가 나타는 이유는 매 시기 상이한

이해관계를 지닌 주무부처 간 갈등으로 정부의 통일된 입장을 도출해내

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타 부처들의 업무역량과 고유권한은

확대되는데, 총괄부처로서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정치적 지지가 기존보다

약해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해당 사례처럼 앞으로 많은 정책이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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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한 이해관계로 얽혀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앞

으로 더욱 많아질 정책결정과정에서의 갈등과 그로 인한 정책표류 현상

을 이론적 틀로 조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특히 단일 행위자

로서의 정부나 경쟁적 복수행위자의 집합으로서의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

는 과정은 이미 기존에도 분석된 적이 있었으나, 본 연구는 정부 내 중

앙부처들이 항상 경쟁적으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공동목표 달

성을 위해 전략적으로 연합하는 것을 이론을 통해 드러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주요어 : 항공기 부분품, 세율불균형, Allison모형, 관료정치, 정책표류,

정책결정과정

학 번 : 2017-27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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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각 부처 및 관료 개인의 이해관계와 조직특성, 그리

고 한 국가 내 형성되어 있는 제도 간 상호작용이 항공기부분품 관세감

면정책 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다.

원재료와 완제품 간 세율불균형 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1974년에 도입

된 항공기부분품 관세감면제도는 국가 정책(산업육성·무역통상·조세제

도) 및 대외환경의 다양한 변화 속에서도 소폭의 변화만 있을 뿐 현재까

지 존속하고 있다. 해당 제도의 존속은 당초 정부의 의도와 상이한 것이

기 때문에 분석의 의의가 있다. 즉 정부는 여러 차례 해당 감면제도를

폐지하고자 하였으나, 정책결정과정에서 매번 표류되었다.

[그림 1] 연도별 항공기부분품 관세감면율

항공기부분품 관세감면제도는 1994년부터 단계적으로 감면율을 축소

하여 1998년경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1997년 경제위기로 인해 폐지가 유

예되었고, 2000년 관세법 전면개정으로 전액감면 형태로 다시 회귀한 뒤

현재까지 유지되었다. 이후 정부는 조세지출을 전면 정비하기 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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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폐지하고자 관세법을 개정하여 일몰규정

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제도 일몰이 시작되기 직전인 2014년 관세법 개

정으로 일몰기간이 2년 유예되었고, 2016년에 다시 관세법 개정을 통해

일몰기간이 2년 유예되었으며, 2018년에 또 한 번의 관세법 개정으로 3

년 일몰기간이 유예되어서 현재까지도 정부의 목표와 달리 100% 감면율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2] 항공기부분품 관세감면액 변화추이

항공기부분품 관세감면제도 폐지정책의 표류는 부처 간 입장차이로

인한 갈등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조세당국인 기획재정부는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감면제도의 폐지를 통해 재정건전성 확충과 조세형평

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나, 항공운송 및 항공정비산업의 주무부처인 국

토교통부는 해당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여 관세감면제도 폐지를

반대해왔다. 게다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항공기부분품 관세감면제도가

민간항공기협정(TCA) 가입이슈와 결부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도 TCA

가입을 반대하는 취지에서 관세감면제도의 유지를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정책결정과정은 국토부(국토교통부)와 산업부(산업통상자원부)의

연합과 기재부(기획재정부) 간의 정치적 게임으로 확장 전개되었다. 이

처럼 시간이 경과하면서 정책결정과정은 더욱 복잡하게 전개되었고, 그

결과 표류라는 비합리적인 정책결정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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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많은 국내외 연구를 통해서 정책결정과정과 표류현상이 분석

되었으며, 그 중에서는 정책결정과정을 관료정치 모형으로 분석한 경우

도 있었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대부분 이익집단 간 혹은 이익집단과 정

부 간 정치적 상황을 다루고 있었으며, 특히 부처 간 연합형성과 같은

정부 내부의 행위자들 간 정치적 타협과 흥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게다가 제도의 도입상황과 존속되고 있는 현 상황이

상당히 변화하였음에도 오랜 기간 큰 변동 없이 지속되고 있는 특수한

상황을 관료정치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사례는 더욱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에서는 항공기부분품 관세감면제도 폐지정책

표류를 연구문제로 선정하였으며, 그 원인이 관료정치에서 비롯된 것임

을 규명해볼 것이다. 이를 위해 ①항공기부분품 관세감면제도와 관련된

각 부처 및 관료 개인의 이해관계와 조직특성, 관련 제도가 무엇인지 파

악하고, ②관세감면제도 폐지에 대한 정책결정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

지 이론적 모형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해당 분석을 토대로 ③정부의 항

공기부분품 감면제도 폐지 노력이 왜, 어떻게 매번 저지되어 표류하게

되었는가에 대해 규명을 시도해볼 것이다. 이때, 이론적 분석틀로는

Allison의 세 가지 모형, 특히 그 중에서도 관료정치모형을 중점적으로

활용해볼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본 연구의 대상은 항공기부분품 관세제도와 그와 관계된 관료, 정부부

처, 제도이다. 항공기부분품 관세제도와 관계된 관료 및 정부부처는 기획

재정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해당부처의 고위정책관료1)로 한

정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항공기부분품 관세제도와 관련된 제도는 항공

1) 정책결정과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관료들은 각 부처 장·차관 및 고

위공무원이다. 부처 하위조직에 속한 관료들은 집단으로서 조직에 영향을 미치

며, 이는 Allison의 조직행태모형에서 설명하고 있는 조직특성으로 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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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에 대한 정부의 진흥정책, 타국과의 무역협정, 조세정책으로 한정한다.

본 연구의 분석기간은 국내 항공산업에 대한 정부입장의 변화하기 시

작한 2012년부터 가장 최근의 관세법 개정시기인 2018년 12월 말까지로

설정하였다. 이 기간 동안 항공기부분품 관세감면폐지에 대한 정책결정

과정을 관세법 개정이 이루어진 시점(2013․2014․2016․2018년) 전후를

기준으로 삼아 2012년～2013년(제1기), 2013년～2015년(제2기), 2016년～

2018년(제3기)로 각각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제1기는 조세지출을 전면 정비하는 과정에서 조세지출의 일종인 항공

기부분품 관세감면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의 관세

법 개정안이 제출된 2012년부터, 정부안의 대안으로서 일몰시점이 2년

미루어진 관세법개정안이 통과된 시점인 2013년 초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FTA대상품목의 원산지증명 이슈가 결부된다는 특징이 있다.

제2기는 관세감면제도의 일몰을 촉발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이 발효

된 2013년부터 일몰시점이 다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담긴 관세법 개정

안(의원입법)의 제출 직전 해인 2015년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관세감면

이 TCA가입이 대안으로써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제3기는 일몰규정을 다시 한 번 2년 유예하는 관세법 개정안이 제출

된 해(2016년)부터 2018년 일몰시점이 다시 3년 유예되는 내용이 담긴

관세법 개정안(의원입법)이 제출되어 통과된 시점(2018.12.31.)까지의 시

기이다. 이 시기에는 TCA가입과 결부되어 쟁점이 다변화되었다.

제 3 절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인 사례분석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서 사

례연구란 소수의 사례를 자연적인 맥락에서 하나의 전체로서 파악하기

위하여 다양한 자료원을 활용하여 심층적․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방

법을 의미한다(남궁근, 2015).

사례분석과 같은 실증적 연구는 계량적인 모델을 활용하는 연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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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적 연구에 비해 정교함이 부족한 분석인 경우가 많다. 정성적․직관

적 접근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실증적 연구는 보통 엄밀히 검증되지 못하

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검증해 볼 만한 가설(empirically testable

proposition)”에 그치고 만다(홍석빈, 2015). 하지만 경험적이고 귀납적인

접근은 연구영역과 주제선정에 대한 제약이 적어 다양한 현실문제에 대

한 이론적 분석을 가능하게 하며, 연구대상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

하고 계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에서 실증적 연구방법도 그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은 문헌조사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

접 위주로 진행한다. 문헌조사에는 국회 입법과정상의 상임위 검토보고

서와 회의록 등 내부자료와 관련 연구보고서, 공청회 및 정책토론회 토

의자료, 한국항공협회․한국항공우주산업 등 이해관계자의 성명서 등을

활용한다. 심층면접 방식은 각 항공세부산업별 대표종사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관련 서면자료를 확보하여 두 내용을 종합한 뒤, 이를 연구자

료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다. 또한, 대국민 공개된 공식 자료와

언론보도 기사 내용들을 토대로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의 전개과정과 맥락

을 재구성해 설명하는 분석적 서술기법(analytic narratives)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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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검토와 분석틀

제 1 절 선행연구의 검토

1. 항공기부분품 관세감면제도

1) 관세감면제도 일반

대한민국의 WTO 가입 및 지속적 FTA 체결로 관세감면제도의 중요

성이 감소2)하여 관세감면제도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가 많지 않으며, 기

존의 연구도 대체로 조세감면제도의 평가 및 개선과제를 포괄적으로 다

루는 과정에서 관세감면제도가 일부 논의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

았다(박기백, 정재호, 2003; 전승훈, 2004; 정지은, 2009; 김학수, 박노욱, 2013).

관세감면제도의 정비가 본격 논의된 시점이 2000년경임을 감안할 때3),

박기백, 정재호(2003) 연구가 관세감면제도에 대해 가장 오래된 연구로

추정되었다. 해당 연구에서 저자는 조세감면의 전반적인 현황과 개선점

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

세 제도가 오랜 기간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위 감면제도를 포함한

산업감면제도의 필요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예외조항이 아닌 일반관세

율 체계에 반영시켜 일원적으로 운영할 것을 주장하였다.

전승훈(2004)은 일몰규정이 있는 조세지출이 일몰시점에 조세지출이 폐

지되는 경우는 거의 드문 실정이라고 보았다. 이어 일몰규정의 실효성 강

화를 위해서는 모든 감면 조항에 일몰시한을 설정하고 일몰시기에 이르

렀을 때에는 조세감면 효과에 대한 엄밀한 평가와 조세감면으로 인한 세

2) 국세 총액에서 관세 징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감소(’91년 11.3%→’00년

6.2%→’18년 2.9%)하는 등 관세징수 규모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또한,

1980년대부터 조세당국이 단계적으로 관세감면제도를 정비하여 관세징수액 대비

감면액 비중또한 점차 감소하였다(’91년 10.8%→’00년 2.39%→’18년 2.13%).

3) 한국은 1999년 직접세만을 대상으로 조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하여

2000년 관세 등 모든 세제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다. 이하 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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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손실액 등을 종합 고려하여 연장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재정

지출과 조세지출을 포괄하는 지출규모한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았다.

정지은(2009)은 조사기간인 2000～2008년 전체 조세감면 규모 중 관세

감면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 수준으로 적은 규모이나, 관세감면액 평

균증가율(7.9%)이 관세수입액의 평균증가율(7.2%)을 상회하고 있어 개선

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2) 항공기부분품 관세감면제도

관세감면제도 중에서도 항공기 부분품 관세감면제도에 대한 연구는 더

욱 희박하여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세감면제도에

대한 초기 연구로 보이는 박기백, 정재호(2003) 연구에서는 필요성을 재

검토해야하는 산업감면 중 하나로서 세율불균형물품 감면세 제도를 언급

하고, 그 중 하나로서 항공기부분품 관세감면제도가 간략히 언급되었다.

이후 송대호(2012)는 관세법 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세율불균형물

품에 대한 관세감면제도는 1974년에 처음 도입된 것임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관세감면 종료효과는 대기업이 집중되어 있는 항공산업에 귀착될

것이라 예측하였다. 또한 항공산업에서 수입하는 부분품 중 약 6.1%가

FTA 미체결국에서 수입되고 있고, 미국ㆍEU 등 주요 부분품 거래국 수

출기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 협조를 거절하고 있어 FTA가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며, 항공운송분야의 주요 경쟁국

들은 항공기부분품을 무관세로 수입하도록 하고 있어 경쟁국이 부과하지

않는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산업의 비용 상승 및 운임 상승으로 이어져

국내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배용수(2013)는 한국의 FTA 추진과정과 항공기 부분품 관세감면 현황

및 추이를 조사하면서 항공기 부분품의 FTA 활용에는 ①주요 항공기

부분품 거래처가 원산지 증명 협조를 거절하고 있고, ②싱가포르와 EU

FTA의 경우 협정조항 미비로 항공기 부분품 가공분에 대한 협정관세

혜택이 불가능하며, ③부품제조사의 생산기지 다변화로 일부 FTA 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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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국가에서 부분품이 수입되고 있으며, ④항공기 부분품 산업은 다품목

소량산업으로 모든 업체에 FTA 협정세율 적용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

능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항공기부분품 관세감면제도

가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김광옥(2017)은 국내 항공기

부분품 관세감면제도 변동 현황을 정리하고 배용수(2013)의 연구를 발전

시켜 싱가포르, EU와의 FTA 협정문 보완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고, 원

산지 증명서 확보 문제는 항공 산업의 구조적 특성상 해결이 불가능하다

는 점을 근거로 하여 항공기부분품 관세감면제도 유지 혹은 WTO 민간

항공기교역에 관한 협정(TCA) 가입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김승기(2014)는 관세법 개정법률안검토보고서에서 세율불균형물품 관

세감면의 단계적 폐지를 현행보다 3년 유예하는 내용에 대한 찬․반의

논거를 정리4)하였는데, 반대 논거의 경우 ①관세감면의 혜택이 특정 대

기업에 집중되고 있고, ②2012년 법 개정 당시 정부는 2013년부터 3년에

걸쳐 관세감면이 철폐되는 안을 제출하였으나 항공사의 어려움을 감안하

여 이미 감면율 축소가 시작되는 시기를 2년 유예하고, 감면율이 축소되

는 비율도 하향조정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2016)도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하면서 경제환

경변화에 따라 정책적필요성이 상당히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는 “항공

기, 반도체 제조․수리용 물품에 대한 과세감면( 관세법 제89조)”은 제도

폐지나 일몰도입 후 한시적 운영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전술한 연구들은 항공기부분품 관세감면제도의 존속 필요여부

에 대해 다루는 것으로서, 해당 제도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이론적 분

석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4) 찬성논거로는 ①주요 항공선진국가들은 민간항공기협정(TCA)에 따라 무관

세로 교역하고 있는데, 한국은 해당 협정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세감면

이 철폐되면 외국 항공사는 납부하지 않는 관세를 한국 국적 항공사는 납부

하게 되어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 ②항공부품을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하더라도 안전문제로 제조사 또는 항공당국으로부터 인증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사용ㆍ판매가 어려운 상황이라 사실상 부품을 전액수입하고 있어 관

세를 통해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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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연구

1) 정책결정이론 개관

정책결정을 보는 관점은 기술적 관점과 정치적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정정길, 최종원, 이시원, 정준금, 정광호, 2017). 기술적인 정책결정

(technical decision)은 목표의 명확화, 대안의 광범위한 탐색, 대안별 결과

예측, 각 결과의 비교 및 평가, 최선의 정책대안 선택의 과정을 거쳐 결

정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관점이다. 반면, 정치적 정책결정(political

decision)은 서로 대립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선호를 가진 사람들에 의

해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실제 정책도 반드시 국익

에 부합하고, 정부의 원 의도대로 결정되는 것만은 아니다. 본 연구대상인

항공기부분품 관세감면제도의 표류도 기술적 관점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비합리적 현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술적 관점에 의한 분석을 참고

하되, 주로 정치적 관점에서 해당 사례를 분석해볼 것이다.

정치적 관점에서 정책결정을 보는 모형들로는 엘리트주의ㆍ다원주의

ㆍ조합주의로 세분화되는 권력모형과 네트워크모형(Heclo, 1978; Meier,

1985), 다중흐름모형(Kingdon, 1984), 정책옹호연합모형(Sabatier, 1988;

1989), 관료정치모형(Allison, 1971) 등이 있다. 이처럼 정치적 정책결정

과정을 설명하는 많은 모형이 개발되어 있으나, 각 모형들은 특정 사례

의 일부분만을 설명할 수 있을 뿐이다. 이는 본래 모형 자체가 사안의

일반화보다는 특정한 현상이나 국면을 단순히 나타나기 위해 고안된 것

이기 때문이다(Dye, 1984: 박창원, 김봉석, 2016에서 재인용). 이러한 이

유로 일반화할 수 있는 정책결정이론을 모색하기보다는 특정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찾아 해당 현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면서, 모형

의 설명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듬어나가는 부단한 연구과정이 필요하다.

2) 권력모형으로 본 정책결정과정

엘리트주의란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세력이 특정 소수에 국한되고 이

들에 의해 국가의 정책이 좌우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관점이다.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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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에서는 다양한 행위자가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므로 소수의 행위자

를 가정하는 엘리트론을 통한 사례 분석은 적절치 않을 것이다.

다원주의는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힘이 각종 이익집단 및 잠재집

단에게 널리 분산되고 있으며, 이 이익집단들의 합의와 조정을 통해 정

책이 결정된다고 보는 관점이다. 그리고 조합주의는 기업대표, 노동자대

표, 정부대표의 3자간 협의를 통해 정책이 결정된다고 보는 관점이다.

조합주의이론으로는 항공기부분품 관세제도의 도입배경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1970～1980년대 대한민국에서는 권위주의 정권 하에 정부

가 정책으로 이익집단을 통제하고, 이익집단이 이에 순응하는 행태를 보

였다. 당시 항공산업은 유치산업 단계로 국가의 보호가 이루어지는 시기

였고, 정부가 항공산업 육성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항공기

부분품 관세감면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에 이르면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로 대한민국 사회는 다원주의

적 양상이 더욱 빈번히 나타난다. 특히 자유무역체제의 확산으로 정부는

기존의 입장을 바꾸어 항공기부분품 관세감면제도를 폐지하고자 하였으

나, 점차 정치적 영향력이 강해진 이익집단들이 반발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해당 제도의 표류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다원주의적 관점으로 본 정치적 정책결정

본 연구의 분석기간이 2012년부터 2018년경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여

러 권력모형 중 다원주의적 관점에서 사례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

할 것이다. 다원주의자들은 사회 내 이익집단들에 의해 관료가 포획

(capture)5)됨으로써 이익집단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된다고 설

명했다(Wilson, 1980; Noll, 1986; 최병선, 1992). 관료가 이익집단에 포획

되는 원인은 지대추구(Tullock, 1967), 예산 및 조직확대(Niskanen,

5) 규제기관의 포획(regulatory capture)은 공익목적의 실현을 위해 존재하는 규제

기관이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피규제산업이나 집단의 대리인으로 전락하여 은연

중 피규제집단의 선호와 일치되는 방향으로 또는 이들에 동정적 입장에서 피규

제집단에 유리한 규제정책을 펴 나가는 현상을 말한다(사공영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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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 차별적 인센티브의 추구(Olson, 1965) 등 매우 다양하다. 다만 조

직적 요인에서 이를 찾아본다면 피규제집단에 자원과 정보를 의존하거나

피규제집단과의 갈등을 회피하고자 할 때 포획이 일어날 수 있다(Noll,

1986). 또한 행정기관이 규제업무와 진흥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익집단의 직접적인 정치․경제적 위력 없이도 은연중에 관련 이익집단

들의 관점에 동조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사공영호, 1998).

J.Q.Wilson(1980)은 이익집단에 의한 규제기관의 포획을 전제로, 규제

정책으로 인해 나타나는 정치경제적 상황을 각 이익집단에게 감지되는 비

용과 편익의 크기 및 집중도에 따른 분포를 기준으로 ①대중정치

(majoritaian politics), ②기업가적 정치(entrepreneurial politics), ③고객정치

(client politics), ④이익집단정치(interest-group politics)의 네 유형으로

분류하고, 정책결정과정을 각 유형별로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았다.

최병선(1992)는 Wilson의 규제정치이론을 규제완화상황에 확대 적용하였

다. 규제완화로 인한 정치적 상황 또한 각 이익집단에게 감지되는 비용

과 편익의 크기 및 집중도에 따른 분포를 기준으로 Wilson의 네 유형으

로 나타낼 수 있다고 보았다. 규제상황에서 감지된 편익은 규제완화 상

황에서 감지된 비용으로 바뀌고, 규제상황에서 감지된 비용은 규제완화

상황에서 감지된 편익으로 나타나게 된다.

감지된 편익

넓게 분산 좁게 집중

감
지
된

비
용

넓게 분산
대중적 정치

(majoritarian politics)
고객 정치

(client politics)

좁게 집중
기업가적 정치

(entrepreneurial politics)
이익집단 정치

(interest-group politics)

[표 1] 규제 혹은 규제완화정책이 결정되는 상황 분류

* 출처 : Wilson(1980), 최병선(199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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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항공기부분품의 관세감면은 수입규제의

완화로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소수의 대형항공사에 편익이 집중6)

된다는 점에서 Wilson모형에서 ‘고객정치’ 상황에 해당한다. 반대로 항공

기부분품 관세감면의 폐지는 수입규제의 강화이므로 소수의 대형항공사

에 비용이 집중되는 ‘기업가적 정치’ 상황에 해당한다.

대한항공아시아나
삼성
테크윈

아스트 제주항공
이스타
항공

한화
테크엠

유아이
헬리콥터

산림
항공본부

티웨이
항공

총액

323.29 257.41 21.63 17.71 16.66 16.40 12.92 4.88 3.71 3.71 696

46.45% 36.98% 3.11% 2.54% 2.39% 2.36% 1.86% 0.70% 0.53% 0.53% 100%

[표 2] 항공기제조용 물품 관세감면 상위 10개사(2013년 기준)
(단위: 억 원, %)

* 자료 : 기획재정부, 김승기(2014)에서 재인용

대한항공아시아나
한화
테크윈

한화아산
일사업장

제주항공
이스타
항공

티웨이
항공

아스트
율곡사천
공장

오르비텍 총액

548.6 412.2 29.4 14.2 35.2 28.6 22.6 10.6 9.2 7.6 1,145.9

대기업 대기업 대기업 대기업 중견 중견 중소 중소 중소 중소 -

47.88% 35.97% 2.57% 1.24% 3.07% 2.50% 1.97% 0.93% 0.80% 0.66% 100%

[표 3] 항공기제조용 물품 관세감면 상위 10개사(2017년 기준)
(단위: 억 원, %)

* 자료 : 기획재정부, 박상진(2018)에서 재인용

따라서 Wilson 모형으로 본 연구대상인 항공기부분품 관세감면제도의

지속적 유예현상을 바라본다면, 이익집단에 해당하는 소수의 항공운송․

항공제조산업분야 대기업들의 압력에 의해 포획된 정부가 그들에게 유리

한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된 상황(기업가적 정치 상황이 나타나지 않고

고객정치 상황의 지속)으로 분석될 것이다.

그런데, Wilson의 규제정치모형은 다원주의의 기본가정과 같이 정부를

단일한, 수동적 행위자로 가정한다. 그러나 네 차례의 관세법 개정안 심

의과정에서 보인 정부의 행태(behavior)는 정부부처 내의 상이한 의견이

대립되는 양상이 나타났다7). 게다가 2016년경 TCA이슈가 항공기부분품

6) 2013년 기준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조세감면의 약 83%를 대한항공과 아시아

나항공의 두 회사가 받고 있었고(김승기, 2014), 2017년도 조세감면의 87.6%

을 네 대기업(대한항공 47.9%, 아시아나 36% 등)이 차지했다(박상진, 2018).

7) 김승기(2014)는 관세감면유예의 찬성논거 중 하나로, 국토교통부도 원산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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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감면제도의 폐지와 결부되기 시작하면서, 단일한 목소리를 내고 있

던 것으로 보이던 항공산업이 서로 상이한 견해로 대립하는 양상이 나타

났고8), 각 항공산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에도

의견 대립이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Wilson의 규제정치 모형이 정책결정과정에서

이익집단의 영향력을 체계적으로 설명해준다는 점에서 일부 설명력이 인

정되나 해당 모형만으로는 본 연구대상인 항공기 부분품 관세감면제도의

지속적 유예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4) 네트워크 이론으로 본 정치적 정책결정

정책네트워크 모형이란 각 정책별로 존재하는 서로 다른 이해당사자

간에 형성되는 관계와 그로인한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결정과정

을 분석하는 관점이다. 정책네트워크모형은 이익매개양식에 관한 기존의

두 이론모형인 다원주의와 조합주의의 대안이 되는 제3의 이익매개양식

으로 이해되곤 한다(김순양, 2010). 네트워크모형은 행위의 동기를 이해

관계 측면뿐만 아니라 행위자들 간 상호작용방식을 함께 고려하며, 다수

의 이익집단을 상정하고, 각 행위자의 역할을 일방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다. 즉, 네트워크 이론에서 보는 정부는 중립적 행위자가 아닐 수 있으

며, 다른 행위자들과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는 여러 행위자 중 하나이

다. 따라서 정부가 주체적인 행위자로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한 본 연구

사례도 네트워크 이론으로 일정부분 분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책네트

워크모형은 행위자 간 관계에 집중하다 보니 환경적, 제도적 맥락이 정

책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며, 각 정책네트워크 유

형이 어떻게 정책을 산출하는지 설명이 다소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명 여건 개선을 위한 국제 협력에 소요되는 기간만큼 관세감면 일몰제 도입
시점을 연기하거나 다른 국가와 형평에 맞도록 관세 감면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을 밝혔다. 이는 당초 기획재정부에서 정부안으로 제시한 입장
(특정 대기업에 관세감면 혜택 집중, 이미 관세감면 2년 유예하고 감면율 축
소비율도 하향조정함을 이유로 감면유예 반대)과 상충되는 것을 보여준다.

8) 당시 항공운송업계는 한국이 TCA에 가입하면 관세감면 폐지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항공제조업계는 관세감면 폐지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TCA 가입은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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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중흐름모형과 정책옹호연합모형으로 본 정치적 정책결정

Kingdon(1984)의 다중흐름모형과, Sabatier(1988, 1989)의 정책옹호연합

모형도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다수의 행위자 간 동태적 관계를 분석

이 가능하다. 다중흐름모형은 정책문제흐름(policy problem stream), 정

책대안흐름(policy alternative stream), 정치흐름(political stream)이 정책

변동의 창(window of policy change)을 만나 정책이 산출(output)되거나

변동(change)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모형은 행위자들의 역할과

관계보다는 예측할 수 없는 우연한 사건이나 특정 시점에 해당하는 ‘정

책변동의 창’을 중시하는 분석이라는 점에서 행위자와 정책산출을 중점

적으로 보려고 하는 본 연구사례에는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

정책옹호연합모형은 상이한 신념체계를 지닌 옹호연합 간의 경쟁과 정

책학습을 통해 정책이 산출된다고 보는 관점이다. 해당 모형에서는 외적

변수를 안정적 요소와 역동적 요소로 나누어 각각 정책하위체제 행위자

들의 제약 및 재원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책이 산출되는 과정을 분석한다는 점과, 제약요인으로서 외적변수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는 점은 본 사례분석에서도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

나 정책옹호연합모형에서 옹호연합은 주로 신념, 가치체계에 기반하여

구성되는 것이고, 시민단체․이익집단 등 민간행위자들을 지칭한다. 여기

서 정부는 정책옹호연합의 중재자로서 신념체계의 변화를 유도하는 존재

로 상정된다. 따라서 이 모형도 정부 내부의 행위자들의 상이한 이해관

계에 따른 상호작용을 분석하려는 본 연구에는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

6) 관료정치모형으로 본 정치적 정책결정

정부관료들의 선호와 이들이 가진 권한의 자율성도 정책결정에 중요하

게 작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포획현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국익극대

화를 위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다(Baldwin, 1987). 일례로

정부조직과 관료는 법규범에 의해 이익집단들의 정치적․경제적 압력으

로부터 일정부분 보호받고 있으며, 정책대안의 모색 및 선정 단계에서의

재량을 부여받기도 한다. 이에 더하여, 권위주의적 발전국가 체제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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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발전해 온 한국의 관료제는 국가고등고시를 통한 엘리트관료의 충

원과 엘리트관료들의 판단을 존중하는 상향식(bottom-up) 정책기획 및

결정방식9)이 오랜기간 운영되면서 여러 정책결정과정에서 상당한 관료

적 자율성(bureaucratic autonomy)10)이 나타났다(홍석빈, 2015).

관료적 자율성을 전제할 경우 각 중앙부처는 조직이 지향하는 목표, 보

유 권한, 업무방식․조직문화 등의 조직특성에 따라 상이한 행동과 주장

을 하는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행위자가 될 것이므로, 정부는 각 중앙부처

로 구성된 집합체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관료적 자율성 측면에

서 한국의 정치적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는 것은, 다양한 행위자들의 경

쟁과 타협에 의한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고자 하면서도 ‘단일하고 수동적

인 행위자로서의 정부’라는 가정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유력

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료적 자율성 측면에서 연구

대상인 항공기부분품 관세감면제도 폐지에 대한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

고자 하며, 여러 분석방법 중 관료정치모형(bureaucratic politics)을 선정

하였다. 관료정치모형은 널리 분석에 활용되는 도구 중 하나이므로, 추후

관료정치모형을 사용한 다른 사례연구들과의 비교를 통한 메타분석이 가

능하고, 질적 분석방법의 보편성과 타당성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

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관료정치모형을 통한 분석은 정책결정과정을 정책결정참여자들 사이

의 타협과 흥정을 통한 정치적 산물을 산출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각 행

위자들의 특성 및 가용전략과 행위자들 간 역학관계에 집중하는 방법이

다. 관료정치모형은 Allison(1971)의 논의 이후 주요 외교정책설명모델로

자리잡았고, 이후 후속연구에서는 외교 분야 외에도 환경·산업·교육 등

다양한 정책결정 과정을 설명하는 분석틀로 활발히 활용되었다(정정

화,2003; 신인섭,2007; 김종석,김준현,2010; 김덕근,2011; 박창원,김봉석,2016).

9) 한국 행정부의 내부의사결정 절차에서는 부하가 의견을 제시하고 상관이 그

의견을 검토하되 부하와 상의하여 최종결정을 내리는 방식이 오랜기간 지속

되어왔는데, 정정길 외(2017)는 이를 품의제(稟議制)라고 명명하였다.

10) 관료적 합리성(bureaucratic rationality)을 지닌 엘리트관료들이 이익집단의 영향

력에서 벗어나 스스로 정부정책을 수립 및 집행하는 정도(정헌주, 지명근,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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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본 연구의 분석틀

1. Graham T. Allison의 정책결정모형

Allison은 각 정책결정모형들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외교·군사 정책

분석에 널리 사용되던 합리모형에 조직행태와 정부정치 측면에서의 분

석11)을 추가하여 세 측면에서의 동시 분석을 시도하였다(Allison, 1971;

Allison&Zelikow, 1999).

Allison모형의 적용이 항공기부분품 관세감면 정책결정과정에 적정한

이유는 해당 모형을 통해 ①기술적 분석을 통한 이상적인 정책대안 및

결과예측과, 실제 정책결정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정부 내 정부부처 간 협

상과정을 함께 설명하여 비교할 수 있고, ②단일행위자로서의 정부를 가

정하지 않고도 비합리적인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항공기부분품 관세감면정책은 행정부 조세정책의 일부로서, 대외적으

로는 단일한 정부입장이 공표되고 시행됨으로써 민간에 영향력을 미친다.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행정부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행정

부는 상이한 조직목표와 이해관계를 지닌 여러 정부부처로 구성되어 있

고, 구체적 정책결정은 행정부 내부에서 이들 부처 간 정치적 협상을 통

해 이루어지므로 반드시 행정부가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다. 따

라서 항공기부분품 관세감면제도 폐지를 둘러싼 갈등과정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측면이 동시에 분석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11) Allison의 초기이론(1971)은 합리적 행위자(rational actor), 조직과정

(organizational process), 관료정치(bureaucratic politics)의 세 모델로 구성되

었으나, 개정판(Allison&Zelikow, 1999)에서는 모델2와 모델3이 각각 조직행태

(organizational behavior), 정부정치(governmental politics)모델로 변경되었다.

조직행태 모델은 기존 효율적 조직구조와 작동원리에 중점을 맞췄던 조직

과정모델에 조직원들 사이에 형성되는 조직문화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도 반

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정치 모델은 관료의 조직대표로서 정체성을 다루는

기존 관료정치모델에 개인으로서 갖는 정체성을 추가하여, 이중적 정체성을 지

닌 존재로서 관료로 상정하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홍석빈,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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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리적 행위자 모형(Rational Actor Model, Model Ⅰ)

합리적 행위자모형은 정부를 통합된 단일체로서 완전한 정보를 가지

고 국가이익12)의 극대화를 위해 정책대안의 결과를 선호도에 따라 일관

성 있게 순위를 정할 수 있는 존재로 가정한다. 이 경우 정책은 하나의

독립된 의사결정체로서 정부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행위로 간주된다. 이

는 정책결정이 국가의 최고지도자에 의해 이루어지며, 국가를 구성하는

각 조직은 조직전체의 목표인 국가목표를 공유하므로 조정ㆍ통제가 잘된

다고 보아 결과적으로 하나의 유기체처럼 행동한다고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합리적 행위자모형은 국가 내 상이한 업무절차와 이해관계

를 지닌 조직의 행태 등으로 인한 정책결정과정의 비합리적 측면을 설명

해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Allison은 해당 모델의 약점을 보완

하고자 조직과정(조직행태) 모형과 관료정치(정부정치) 모형을 제시하였다.

2) 조직행태 모형(Organizational Behavior Model, Model Ⅱ)

조직행태 모형과 정부정치 모형은 합리적 행위자 모델의 두 가정(①

통합된 행위자로서의 국가, ②합리적 행위자로서의 국가)에 대한 비판으

로부터 출발한다. 이 중, 조직행태 모형은 국가를 구성하는 각 조직의 일

상절차(routines)와 표준행동절차(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s)13)가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쳐 비합리적 국가행위가 체계적으로 유발된

다고 보는 관점이다14).

12) 여기서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은 Morgenthau(1948)의 논의와 같이 국

가의 생존(안보)과 이를 지속할 수 있는 권력으로 정의되기도 하나, 여기서는

Welch(2000)가 정의한 “주권국가로 정의되는 정치공동체 구성원의 공익

(common good)”으로 이해한다.

13) 표준행동절차(SOP)는 구체적인 항목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잘 정리되어

널리 전파되는 공식지침 같은 것이고, 일상절차(OR; Organizational Routines)

는 실제 구성원들이 하는 행동들이나 움직이는 방식을 말한다. 일상절차는 암

묵지(tacit knowledge)로서 학습과 경험으로 체화되어 있지만 설명되기 힘든 지

식(knowing by doing)이므로, SOP와 달리 구성원 간 인수인계가 힘들다.

14) Allison의 조직행태모형은 Cyert&March의 기업조직이론(1963)을 토대로 구

성되었다. Cyert&March가 보기에 현실에서의 회사조직은 적응적이고 합리적

인 행동주체였다. 즉, ①이윤 외에도 다른 목표들이 있고, ②만족할 만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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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행태 모형에 따르면 정부는 느슨하게 연결된 하위조직들의 연합

체이고, 정책결정은 반독립적인 하위조직들에 의해 분산적으로 이루어진

다. 하위조직들의 반독립성은 하위조직이 자기분야에 대해 타 조직이나

상급자에 대항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과 권위를 가지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다. 즉, 각 정부부처는 자신들의 소관업무에 대해 전문적 지식과 권

위를 보유하고 있어서, 대통령과 같은 최고지도자는 단독으로 정책을 결

정하기보다는 각 부처의 의견을 존중하고 의견의 일정부분을 결정에 반

영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직행태모형에서 보는 정책은 하위조직

들의 내부절차에 의해 결정되는 조직의 산물이 된다(신인섭, 2007).

이 때, 각 조직은 공통적으로 조직전체의 목표(국가이익)를 지니지만

그와 연관된 하위목표는 조직별로 서로 상이하다15). 이 하위목표들이 갈

등·모순을 일으킬 경우 하나의 차원이나 기준으로 통합하는 방법이 현실

적으로는 없다. 따라서 갈등의 완전한 해결은 불가능하고 “준해결

(quasi-resolution)”16)에 머물고 만다.

표준운영절차(SOP)는 조직이 과거의 의사결정과정에서 활용하여 환경

에 잘 적응하였다고 기억하고 있는 의사결정방식의 합을 의미한다17).

표준운영절차는 특정한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의 범주를 제한한

다. 조직이 표준운영절차에 의해 행동하게 되면서 정책결정과정에서 비

합리성을 체계적으로 유발할 수 있다. 즉, 조직행태모형은 정책결정을 조

직 내의 표준행동절차에 기초한 기계적 혹은 준기계적 절차의 산물이라

고 보는 것이다.

에서 목표 달성을 추구하며, ③제한된 합리성으로 현실적으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합리모형의 예측과는 다르게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15) 따라서 각 하위조직들은 다른 목표(타 조직의 목표나 상위목표)를 제약조건

으로 전제한 후 자기들의 하위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16) 준해결은 각각의 목표를 적당한 수준에서 달성하도록 배분하는 것이다. 이

렇게 결정될 경우, 어느 부서 입장에서 보더라도 완전히 만족을 주는 것이 되

지 못하므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게 된다.

17) 문제해결을 위한 조직의 의사결정과정은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경우 장기적인

측면에서 적응적인 양태가 나타난다. 이것이 표준운영절차(SOP)이다. 즉, 조직

은 제한된 시간과 자원 하에 과도한 정보량을 처리하거나, 특정 지도자에 의

한 독단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이유 등으로 이 표준운영절차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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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정치 모형(Governmental Politics Model, Model Ⅲ)

전술한 것처럼 정부정치 모형도 조직행태 모형과 같이 합리적 행위자

모델의 두 가정(①통합된 행위자로서의 국가, ②합리적 행위자로서의 국

가)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출발한다. 즉, 대통령과 같은 최고지도자의 최

초생각을 안다고 해서 정책결정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설명하기에 충분하

지 않다는 것이다(김종석, 김준현, 2010). 그러나 조직행태 모형이 조직의

“타성”을 중시한다면, 관료정치 모델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지닌 관료조

직 간의 “정치적 타협”을 중시한다.

정부정치모형에서 정책은 정치적 게임의 결과이며, 하위조직은 독립적

인 개인적 행위자의 집합체가 된다. 이때, 관료제의 위계적 조직구조로

인하여 게임(정치)는 정부조직의 각 단계에서 진행된다(김종석, 김준현,

2010). 정책결정단위는 이 개인적 행위자들18)이 되고, 이들의 정치적 자

원에 따라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부부처 간 경쟁

에서 각 부처가 서로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도는 조직내적특성과 조

직외적인 정치적 변수에 따라 달라진다(Rourke, 1984; Meier, 1993; 정정

화, 2003). 조직내부 변수로는 부처업무의 성격과 전문성, 조직구성원의

결속력, 리더의 수완 등이 있다. 조직외부 변수로는 행정수반, 의회, 일반

국민, 이익집단, 고객집단, 정책대상집단, 언론 등 외부세력들의 지지 및

견제여부가 해당된다. Rourke(1984)는 그 중에서도 전문성과 정치적 지

지를 관료의 주요 권력원천으로 보았고, 김병완(1992)은 전문적 지식 및

정치적지지 외에 재량성 및 지속성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각 개인적 행위자들 중에서도 주요행위자인 관료조직의 대표는 자신

이 속한 조직의 이익을 고려하고, 표준행동절차에 근거하여 정책목표와

대안을 수립하고 제시한다. 그 결과 정책결정은 합리적 행위자 모델이

가정하는 국가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전략에 기초한 의도적인 선택이 아

18) 합리적 행위자 모형에서는 최고지도자만이 정책결정권력을 지닌다고 보는

반면, 정부정치 모형에서 최고지도자는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여러 행위

자 중 하나이다. 최고지도자 외에 각 조직대표, 참모진, 정치인, 언론인, 이익

집단 대변인 등이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참가자들이 같은

의사결정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고, 주로 최고지도자와 조직대표로 구성

된 게임이 정책결정의 핵심이 된다(김종석, 김준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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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정책결정자들의 밀고 당기는(pulling and hauling) 정치적 협상과 타

협에 의하여 의도되지 않은 결과물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각자가 생각하는 조직전체의 목표, 하위조직들의 목표, 개

별 행위자들의 목표를 지니고 게임에 참여하며, 단 한번의 전략적 게임

을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게임을 동시에 벌이는 양상이 나타난다.

또한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하나의 큰 정책문제에서 새로운 쟁점이 부각되

곤 하는데, 이 쟁점별로 다양한 참여자가 불규칙하게 모여 정치적 협상

을 벌이게 된다. 이와 같이 다양한 참여자가 하는 여러 선택과 그로 인

한 하위게임 및 핵심게임의 결과 등이 모여 정책이 결정되는 것이다.

협상게임의 결과로서 정책은 경쟁하는 서로 다른 이익과 선호가 맞물

려 형성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특정집단의 입장과는 무관한 결과가 도출

될 때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정치 모형에서는 정책을 의도하지 않

은, 비합리적 결과물로서 이해하는 것이다. 정책결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는 국가이익, 합리적 비용과 대가와 같은 요소보다는 ①누가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지(행위자)와 ②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개인들은 어

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지(결정상황)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2. Allison모형을 활용한 분석틀의 설정

1) 분석기준과 선정이유

Allison은 쿠바 미사일 위기 사례에 경쟁적 모델인 합리적 행위자, 조직

행태, 정부정치 모델을 각기 적용시켜 설명을 시도해본 후 그 분석의 설명

력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도 이러한 Allison의 연구방법에 착안하여 본 연

구에서도 세 모형으로 각각 분석해보고 어떤 모형이 본 연구사례에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지 비교해볼 것이다.

이때, 체계적인 설명과 모형 간 설명력 비교를 위해 일정한 기준을 토

대로 Allison의 각 모형을 사례에 적용하여 분석을 진행해볼 것이다. 이

전에 정진기(2004)․강은아(2008) 등은 Allison 모형을 활용한 분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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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기준으로 정책결정주체, 정책목표, 핵심의사결정요인, 결과물로서

정책의 성격을 선정하였다. 김종석, 김준현(2010)은 설명영역으로 행위자,

결정상황, 결정과정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김덕근(2011)은 조직관, 목표의

공유도, 정책결정의 양태, 정책결정의 일관성, 권력의 소재의 다섯 요소

를 분석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Allison의

각 모형의 핵심을 이루면서도 서로 구별되는 주요요소들을 토대로 분석

기준을 선정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고려한 요소들을 모두 포괄하면서도 각 모형의 핵심요소들을 반영하여

①행위자 및 행위자의 목표 ②결정상황, ③정책결정의 양태의 세 가지

기준에 따라 분석을 시도한다.

Allison 모형

――→
항공기부분품

관세감면제도 폐지에

대한 정책결정

①행위자 및 행위자 목표

②결정상황

③정책결정 양태

[그림 3] Allison모형을 활용한 연구의 분석틀

2) 행위자 및 행위자의 목표

여기서 행위자란 정책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를

의미한다. 합리적 행위자 모형에서는 정부를 단일 의사결정존재로 상정

하며, 현실적으로는 대통령과 같은 국가최고지도자의 판단으로 표현된다.

조직행태 모형에서는 서로 다른 조직특성을 지닌 반독립적 하위조직이

의사결정존재들로 상정되며, 현실적으로는 해당 이슈와 관련된 주무부처

들의 상이한 행태로 표현된다. 정부정치모형에서는 국가최고지도자와 각

부처대표 및 참모진, 정치인, 언론인, 이익집단 대변인 등 다양한 행위자가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한다고 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 주요행위자에 해당하는 각 부처대표 및 참모진과 정치인만을 행위자

로 상정하고, 언론과 이익집단의 압력을 외부요인(결정상황)으로 본다.

행위자의 목표는 행위자가 달성하고자 하는 상황 및 조건을 의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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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극대화와 가치의 실현이 대표적이다. 여기서 가치는 의사결정과정

에서 판단기준으로 삼는 신념 또는 이념적 지향(홍석빈, 2015)으로서 관

료가 공적 조직에 속해 있음으로 인해 갖게 되는 조직구성원들과 함께

‘공유된 지적 관념(shared intellectual outlooks)’을 의미한다(Goldstein,

1988). 그러나 각 행위자가 지니는 가치는 객관적으로 파악되거나 검증

되기 어렵기 때문에 주로 행위자가 누리고 있는 혹은 향후 추가로 얻게

될 직․간접적 이익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를 정리해보면, 행위자 및 행위자의 목표 기준에서

는 그 대상이 무엇인지 외에도 해당 대상들이 지니는 특징과 이해관계,

그리고 해당 대상들이 보이는 행태를 포괄하여 다룰 것이다.

3) 결정상황

여기서 정책결정상황이란 행위자, 정책대안, 의사결정기회 등 정책결

정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요인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연구문제인 항공기부분품 관세제도와 관련된 결정상황으로는 전술한 이

익집단 및 언론의 영향력 행사과정과, 항공산업에 대한 정부의 진흥정

책․타국과의 무역협정․조세정책 등 관련된 다른 제도의 변동이나 유가

변동․외국정부의 무역정책 등 통상환경의 변화, 그리고 외환위기․정권

변동과 같은 정치경제적 사건 발생 등을 예시로 들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주로 국내에서 나타난 상황에 집중하기 위해 이익집단의 압력과 다

른 제도의 변동 및 정치경제적 사건을 위주로 분석을 진행해볼 것이다.

제도는 국가의 무역정책을 결정하는 공식적 규범, 규칙, 의사결정 절

차 또는 비공식적 관행을 지칭한다(홍석빈, 2015). 제도는 사회세력간의

경쟁조건을 규정하고, 제도 안에서 상호작용하는 개인과 집단의 능력을

형성 혹은 제약한다(Ikenberry, David & Michael, 1988). 이러한 개인과

집단에는 최고지도자나 정부조직도 포함된다. 따라서 어떠한 정책결정상

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맥락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정치경제적 사건은 초점사건(focusing

event)의 속성을 지닌 비일상적 상황요인으로 정의될 수 있다. 초점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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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갑자기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의 주의를 일시에 끌어 모으는 사건이다

(Kingdon, 1984). 초점사건에 직면했을 때 정책변동의 가능성이 급속히 증

가하는데, 이는 초점사건이 드물게 나타나지만 발생하면 피해의 규모나 심

각성이 큰 경우가 많아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폭발적으로 유발하기 때문이

다(Birkland, 2006, 2012). 이 중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초점사건의 특성은

사건이 유발하는 피해의 측면이 아니고 국민적 관심을 집중시키는 점이다.

4) 정책결정의 양태

여기서 정책결정의 양태는 정책결정과정과 결과물로서의 정책이 어떻

게 나타났는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결정과정을 기

본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르되, Allison의 각 모형별로 상정하고 있는

주요 가정들과 핵심의사결정요인을 고려하며 서술해볼 것이다. 여기서

핵심의사결정요인이란, Allison의 각 모형별로 정책이 선택되는 지배적

추론유형을 의미한다(정진기, 2004; 강은아, 2008; 정재윤, 2011). 선행연구

에서 핵심의사결정요인을 Allison의 모형별로 각각 대안의 탐색과 결과

추정(합리적 행위자 모형), 표준운영절차(조직과정모형), 참여자의 영향

력(관료정치모형)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모형2와 모형3

에 대한 핵심의사결정요인을 조직특성, 영향력과 정책선호로 상정한다.

합리적 행위자 모형의 경우 완전한 정보를 지닌 단일한 행위자가 일

관된 선호로 최적의 선택을 하기 때문에 행위자의 행태적 특성보다는 편

익과 비용에 해당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며, 정책은

기대편익의 최대치를 주는 정책대안이 될 것이다.

조직행태의 모형의 경우 시기별 행위자의 행태적 특성이 변수로서 고

려되어야 하며, 정책은 이러한 행태적 특성을 제약조건으로 두었을 때

도출된 차선의 정책대안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정부정치 모형의 경우 시

기별 행위자의 행태적 특성은 물론 협상상황별로 달라질 가용전략이 함

께 고려되어야 하며, 정책은 각 행위자의 전략적 행위의 타협물로 나타

날 것이다. 이러한 타협물은 기존의 정책대안 중 하나일 수도 있고, 전혀

논의되지 않았던 제3의 새로운 대안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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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항공기부분품 관세감면제도와 TCA

제 1 절 항공기 부분품 관세감면의 의의와 변천

1. 항공기 부분품 관세감면의 의의

항공기 부분품이란 엔진․모터․브레이크 패드 등 항공기를 이루는 개

별적인 구성 부분이 되는 물품이다19). 아직 국내 기술력으로 항공기 기

체와 부분품을 완전 자급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 현재까지 항공기 기체와

부분품의 상당수는 수입을 통해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항공기 부분품은

세율불균형물품이라는 특징을 지닌다20). 따라서 한국에서는 1970년대에

원재료 및 부분품의 세율이 높고 완성품의 세율이 낮은 역관세 현상의 불

합리를 시정하기 위해 원재료 및 부분품의 관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도

입21)되었는데, 항공기 부분품도 이 과정에서 관세를 감면받게 되었다.

2. 항공기 부분품 관세감면제도의 변천과정

이처럼 항공기 부분품 관세감면제도는 1974년 전액감면의 형태로 도

입22)23)되었으며, 별다른 정비논의 없이 1993년까지 유지되었다. 그러다

19) 항공기 부분품에 대해 법령에서 일반적으로 정의되고 있지는 않고,「관세법

시행규칙」[별표 1]에서 관세가 감면되는 항공기 부분품을 열거하고 있다.

20) 세율불균형물품이란 원재료 및 부분품의 관세율보다 완성품의 관세율이 낮

은 물품을 말한다.「관세법」[별표] 관세율표(제50조 관련)에 따르면 항공기

관세율은 0%, 항공기 부분품은 유형에 따라 3～8%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21) 세율불균형 현상 시정 외에 완제품의 수입 대신 부분품이나 원재료 수입을

통한 완제품을 제조·수리를 촉진함으로써 외화절약, 국내고용확대, 기술발전

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적도 있었다.

22) 관세법[법률 제2697호, 1974.12.21., 일부개정] 제28조의2(제조용 원료품의 감면세)

23) 관세법제28조의2제2항의규정에의한관세경감율지정규칙[재무부령 제1148호,

1976.1.24., 제정] 관세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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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WTO체제 출범 전후로 국내 항공산업에 대한 이러한 정부의 입

장이 변화하였다. 1998년 감면제도 폐지를 목표로 1994년 50%, 1995년

40%, 1996년 30%, 1997년 20% 수준으로 감면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기 시작하였다24). 그러나 1997년 경제위기로 다시 1998년 80% 수준

으로 감면율이 증가25)하여 1999년까지 80% 감면수준을 유지하였고,

2000년 관세법 개정으로 다시 100% 감면수준으로 회귀한 뒤26)27) 현재까

지 100% 감면율이 유지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2000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도 관세 완전감면제도가 유

지되었지만, 사실 이는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이다. 2012년경부터 기

획재정부는 FTA 체결확대에 따른 항공기부분품 관세감면제도의 실효성

감소, 과세형평 저해 등의 문제로 해당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자 하

였으나28), 제도 일몰이 시작되기 직전인 2014년 일몰기간이 2년 유예되

었고, 2016년에 다시 일몰기간이 2년 유예되었으며, 2018년에 또 한 번 3

년 일몰기간이 유예되어서 현재까지도 당초 목표와 달리 100% 감면율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24) 관세법 시행규칙 [재무부령 제1958호, 1993. 12. 31., 일부개정] 제15조

(외국항행선박등 제조용원료품 감면율 및 제조기간연장) ①법 제28조의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4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물품의 관세감면

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1993. 12. 31.>

1994년도 : 100분의 50, 1995년도 : 100분의 40,

1996년도 : 100분의 30, 1997년도 : 100분의 20

25) 관세법 시행규칙[총리령 제666호, 1997. 12. 31., 일부개정] 제15조(항공

기제조용 원료품의 감면율) 법 제28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4조의2

에 규정된 물품의 관세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7. 12. 31.]

26) 관세법[법률 제6305호, 2000.12.29., 전부개정]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27) 관세법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175호, 2000. 12. 30., 전부개정] 제35조

(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 ① 법 제8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28) 2012년 기획재정부는 한-EU, 한-미 FTA 발효로 인해 해당 물품의 FTA관

세율이 대부분 연차적으로 0%로 떨어지게 되어 감면제도의 실효성이 감소하

였고, 감면혜택이 소수 기업에 편중되며 이 중 80%를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

어 특혜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주 골자로 항공기부분품 관세감면혜택을 폐

지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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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민간항공기협정(TCA) 가입논쟁의 의의

1. 민간항공기협정(TCA)의 의의

민간항공기협정(TCA; 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은 세계무

역기구(WTO)가 주관하는 복수국 간 협정으로, 민간항공기 교역과 관련된

관세장벽 등 각종 제한 철폐와 특정 민간항공기 산업에 대한 정부지원 금

지를 통해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과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1947년 GATT

체제가 출범한 이후 TCA는 1979년에 GATT 부칙조항(복수국간협정)으로

서 도입되었다. 1995년 GATT체제가 WTO체제로 확대․개편되는 과정에

서 TCA는 GATT 부칙조항에서 WTO 부칙조항으로 승계되었고, 현재까지

WTO 부칙조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유지되고 있다.

한국은 1967년에 GATT에 가입하였고 1995년에는 WTO 회원국이 되

었지만, 현재까지 TCA 미가입 국가에 해당한다. 해당 부칙조항이 모든

WTO 회원국이 아닌 이를 수락한 국가들에게만 적용되도록 한 협정이

기 때문이다. 1960년대 말 항공공사의 민영화로 시작되어 1980년대까지

도 유치산업에 불과했던 국내 항공산업에 대해 정부는 GATT체제와

WTO체제 하에서도 보호 및 육성정책을 펼쳤다29). 이러한 이유로 한국

은 TCA에 해당하는 WTO협정 부속조항(WTO ANNEX 4(a))에 가입하

지 않았으며, 이후 현재까지도 미가입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29) 당시 도널드 필립스 미국무역대표부(USTR) 산업담당 대표보는 한국이 다

자간 조선협상과 함께 GATT의 민간항공기교역에 관한 협정 확장협상에도

참여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유득환 상공부 제1차관보는 “현재 한국의

세계 항공기 및 부품시장 점유율이 0.13%에 불과하고 항공기산업 자체가 초

기단계여서 이 협상에 참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美, 造船과 항공기산

업분야도 압력가중, 연합뉴스. 199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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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항공기협정 가입논쟁의 관료정치

한국 정부의 TCA 가입논쟁은 국내 항공산업에 대한 주무부처 간 입

장차이로 상호 대립하는 관료정치(bureaucratic politics)적 양상으로 나타

났다. 항공산업은 항공운송과 항공제조(항공우주) 그리고 항공정비(MRO)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30), 각 분야별로 주무부처가 다르다. 한국 정부의

TCA가입에 대해 항공운송과 항공정비산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가

입을 반대하고 있고, 항공제조산업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입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주무부처 간 대립은 각 부처별로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항공운송업과 항공정비업은 「항공사업법」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 또는 신고하여

경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토교통부가 해당 산업의 주무부처라 할 수

있다.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항공우주

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지원(동법 제8조의2)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동법

제10조) 권한을 부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항공우주산업개

발정책심의회를 두게 하고 있으므로(동법 제14조) 항공제조업은 산업통

상자원부가 주무부처라고 볼 수 있다31). 각 주무부처들은 조직이익32)의

30) 항공운송업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

기를 이용하여 국내 및 국제 운항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항공사업법 제2조).

항공제조업은 항공기ㆍ관련부속기기류 또는 관련소재류를 생산(제조ㆍ가공ㆍ

조립ㆍ재생ㆍ개조ㆍ수리 포함)하는 사업을 말한다(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2조).

항공정비업은 여러 법률에 걸쳐있어 정의가 애매한 측면이 있으나, 항공사

업법에서는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 발동기, 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

품의 정비ㆍ수리ㆍ개조하는 업무 및 해당 업무에 대한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항공사업법 제2조).

31) 항공기는 통상 민간용과 군용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군용기의 경우

「방위사업법」에서 방산물자의 제조사업과 정비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방위산업청이 주무부처가 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민간항공기에 대해서

만 논의하고자 하여 방위산업청을 주무부처에서 제외하였다.

32) 여기에서 조직이익은 Morgenthau(1948)의 국가이익 개념에 착안하여 조직

의 생존 및 번영과 이를 지속할 수 있는 권력으로 정의한다. 정부부처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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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을 위해 고객인 대상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할 것이다.

만약 한국이 TCA에 가입하면, 항공기 부품과 관련된 관세가 면제될

것이므로 부품 조달의 많은 부분을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항공운송

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비용절감이 기대된다. 반면, TCA가입 시 항공기

기체와 부품에 대한 개발, 생산 및 마케팅 등에 대한 정부지원은 제약이

가해질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정부지원을 토대로 성장하고 있는 항공기 제

조산업 측면에서는 큰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산업별 효과를 감안하여 정부부처의 이해관계를 살펴보면, 항공운

송 및 항공정비 분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부품 수입비용절

감을 통한 국내 항공운송 및 항공정비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차원

에서 TCA 가입을 지지하는 쪽에 가까울 것이다. 그러나 항공우주산업

(항공제조산업)분야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민간항공기 제작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TCA에 가입할 경우 기존과 같은 정부 지원이

어려워질 것33)이므로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항공우주산업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TCA 가입을 반대하는 쪽에 가까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TCA 가입논쟁은 표면적으로 항공업계 간 상반

된 효과를 야기하는 이익집단정치(interest group politics)적 상황으로 보

이지만, 실질적으로는 TCA 가입이라는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정부관료

간 상반된 이해관계로 인해 상호 경쟁과 타협이 이루어지는 관료정치 상

황이 전개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34).

직이익은 예산 및 조직규모의 증가(Niskanen, 1971), 합법적 권한의 확대, 조

직구성원 개별이익 증진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33) TCA에 가입하게 되면 특정 민간항공기 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하면 WTO에 제소되어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거나 보

복관세에 의한 무역손실을 감내하게 될 수 있다.

34) 해당 현상을 이익집단정치로만 바라볼 경우,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많기에 본 연구에서는 관료정치 현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익집단정

치현상으로 볼 경우, 규제기관에 해당하는 정부는 수동적이고 단일한 행위자

가정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실제 정책결정과정에서 나타난 정부를

구성하는 부처 간 경쟁이나 관료들의 결정과정상 참여양상을 설명하기 어렵다.



- 29 -

제 3 절 항공기부분품 관세감면폐지와 TCA가입논쟁

1. 항공기부분품 관세감면제도 폐지와 TCA 가입논쟁의 관계

항공기부분품 관세감면제도는 TCA와 관계없이 국내에 도입되었으나,

항공산업에 유사한 효과(무관세)를 가져오기 때문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양 제도가 결부되어 논의되었다. 따라서 항공기 부분품 관세감면제

도의 폐지논쟁의 전개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TCA 가입논쟁

을 둘러싼 관료정치현상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WTO 가입시기인 1995년 이후 잠잠했던 TCA 가입논쟁이 다시 수면

으로 떠오른 때는 한국항공진흥협회 등 항공운송업계가 TCA가입의 필

요성을 본격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한 2016년경부터였다. 기획재정부의 주

장35)과는 달리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율 감면제도의 일몰화가 시작

되려는 시점에 이르러서도 FTA 대상품목의 원산지 증명문제가 계속하

여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항공운송업계는 TCA가입을 본격적으로

주장하게 된다. 항공운송업계의 주요 주장은 2016년 11월 기획재정위원

회 관세법 개정안 심사에 반영되어, 감면 시점의 2년 유예와 TCA가입

조속한 추진이라는 정부방침을 이끌어내었다36). 2017년경부터 TCA가입

필요성에 대한 언론보도가 급증하였으며, 관련 연구보고서들이 생산되었

다. 이러한 점을 볼 때, TCA 가입이슈는 2016년 이후 항공기부분품 관세

감면제도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37).

35) 기획재정부는 항공기 부분품 관세감면제도의 폐지입장을 확고히 주장한 채,

원산지증명 문제는 점차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36) 당시 국회(제329회 기획재정소위 제6차 및 제8차)에서는 민간항공기가입협

정을 추진하는 것이 국제적 조류이나 항공우주산업 육성 등의 문제가 있고,

당초 2012년 정부안과는 달리 원산지증명 문제로 FTA를 통한 관세감면이

어려운 점을 종합 고려하여 관세감면제도 폐지시점을 2년 유예를 하고 그

기간동안 정부차원에서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보기로 하였다.

37) 관세감면효과의 유지 측면에서 볼 때, 다음 세 가지 정책대안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 ①관세법상 예외규정에 따른 감면, ②원산지증명 문제의 해결이

전제된 FTA의 활용, ③TCA가입을 통한 관세철폐



- 30 -

2. 항공기부분품 관세감면제도 폐지정책의 표류와 관료정치

전술한 바와 같이 2012년 정부안에 따라 일몰이 시작될 예정이었던 항

공기부분품 관세감면제도는, 2014년 관세법 개정을 통해 일몰기간이 2년

유예되었고38), 2016년에 다시 관세법 개정으로 일몰기간이 2년 더 유

예39)되었으며, 2018년에 또 한 번의 법 개정으로 3년 일몰기간이 다시

유예40)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세 차례에 걸친 유예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으로는 ①관세법과 FTA

이슈(2012년경)에서 관세법과 TCA 이슈(2016년경)로 변화했다는 점, ②

국토부와 산업부가 각 소관 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ㆍ집행

하려는 양상을 보이는 등41) 부처별 상이한 입장으로 정책결정과정에서

통일된 정부의견을 도출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있다.

38) 당시 국회(제329회 기획재정소위 제6차 및 제8차)에서는 민간항공기가입협

정을 추진하는 것이 국제적 조류이나 항공우주산업 육성 등의 문제가 있고,

당초 2012년 정부안과는 달리 원산지증명 문제로 FTA를 통한 관세감면이

어려운 점을 종합 고려하여 관세감면제도 폐지시점을 2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정부차원에서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보기로 하였다.

39) 당시 국회(제346회 기획재정소위 제5차 및 제10차)에서는 현행 FTA 체결

수준 하에서는 원산지증명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확인하고 WTO 민간항공기

협정을 조속히 추진하되, 협정 추진에는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관세

감면제도 폐지시점을 다시 2년 유예하고 그 기간동안 정부가 협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40) 당시 국회(제364회 기획재정소위 제6차, 2018.11.28.)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측

의 TCA가입 반대로 언론에서 표명된 입장과 달리 현재로서는 정부 차원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판단 하에 정부 측 입장정리 후 재논의토록 하였다.

이후 제1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2018.11.30.)에서 TCA가입 시 적용되는 품

목 252개에 한정하여 관세감면제도 폐지시점을 3년 유예하고, 그 외 품목에 대

해서는 예정대로 2019년부터 관세감면율을 점차 낮추는 것에 대해 합의했다.

41) 그러나 이러한 부처들의 행태를 포획현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국토부와 산

업부의 포획을 가정한다면 이익집단정치론에서 상정한 가정(정부는 단일한

중립적 조정자)에 따라 두 부처는 이익집단에 해당하는 각 소관 산업의 입장

을 그대로 대변하는 수동적 존재로 이해되어야 하는데, 관료정치 모형의 가

정과도 모순되고 실제와 상당히 다른 해석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

는 관료적 자율성을 지닌 국토부 및 산업부가 각자의 조직이익을 위해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있는데, 마침 각 부처와 소관산업들의 이해관계가 일치

하는 상황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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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송운송업계는 항공기부분품 관세감면제도를 폐지하려는 기획재정부

에 대응하여 반대논리를 마련하고 정책토론회 개최하는 방법 등을 통해

이러한 입장을 국회 및 타 부처(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를 거쳐 정

책결정과정에 지속적으로 반영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6년경

부터는 항공기부분품 관세감면제도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서 TCA 가입

이슈를 부각시켰으며, 그에 따라 새로운 참여자가 등장하고 옹호연합이

구성되는 등 정책결정과정의 양태가 다소 변화하였다. 구체적으로, 2012

년경 항공기 부분품 관세감면제도의 폐지논의 당시에는 폐지를 찬성하는

기획재정부와 폐지를 반대하는 국토교통부의 대립양상이 나타났으나,

2016년경 TCA가입이슈와 결부되기 시작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도 관세감

면 폐지반대입장에 가세42)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항공기부분품 관세감면에 대한 정부정책의 표류현상은 관료정치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표류현상은 Allison 모형에서 “의도되지

않은 결과물로서의 정책”에 해당되며, 해당 표류는 부처 간 갈등으로 정

부의 입장이 통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이

러한 점들은 합리적 행위자모형으로는 설명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이유

로 항공기부분품 관세감면제도 또한 같은 맥락에서 관료정치 모형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TCA 가입이슈는 최근 항공기부분품 관세감면제도 폐

지와 결부되어 논의되고 있고, 양자는 유사한 효과를 낸다는 점에서 현

재로서는 결국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가 되었다. 앞에서 TCA 가입이

슈는 이익집단정치보다는 관료정치 현상으로 분석할 때 더욱 현실과 가

깝게 설명이 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에도

항공기부분품 관세감면제도는 관료정치현상으로서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항공기부분품 관세감면제도를 관료정치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하며, 구체적 분석은 다음 제4장에서 논의해보겠다.

42) 전술한 것처럼 항공제조업계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항공제조업

진흥을 위해 입장을 표명할 유인이 존재한다. 항공기부분품 관세감면제도의

유지여부가 항공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미미하여 2012년 논의당시

에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하지 않았으나, 2016년경에는 TCA가입 논의까지

결부되기 시작하면서 TCA 가입반대의 연장선에서 관세감면제도의 유지를

강하게 주장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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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사례의 분석

제 1 절 제1기(2012년 ～ 2013년) 분석

1998년 경제위기와 정권변동으로 정부개혁의 필요성이 증대43)되었고,

이에 재정건전성 확충과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1999년부터 조세지출

예산제도가 도입44)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비과세․조세감면 제도의 정

비가 대대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내용은「2000년 정기국회

제출 세제개편안」에 반영45)되어 2000년 관세법 전면개정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비과세․감면 축소 노력에도 국세감면규모는 증가 추세46)47)로

나타났고, 조세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여러 차례 특별대책을 강구해왔다.

그 일환으로 2009년경에는「관세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여 할당․적용

관세의 적용요건 중 ‘세율불균형 시정’을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였고, 2012

년에는「관세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기

업에 대해서는 세율불균형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제도(관세법 제89조)를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2016년에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43) 한국에서 조세지출에 대한 관리는 1998년 10월「조세감면규제법」을「조세특

례제한법」으로 전환하면서부터 본격화되었다. 이 법에서는 각 조세특례의 일

몰시한을 해당 조항에 담기 시작했고, 중앙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조세감면건의

서와 조세감면평가서를 재정당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기획재정부, 2008a)

44) 한국의 조세지출예산제도는 1999년부터 직접세를 대상으로 하는 조세지출보

고서 형태로 운영되기 시작하여, 2000년 관세 등 모든 세제를 포함하는 방향

으로 확대 개편되었으며, 2006년「국가재정법」제정을 계기로 2010년부터 본

격적으로 조세지출예산서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되기 시작하였다.

45) 재정경제부는 2003년 균형재정을 달성을 목표로 그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

어온 지원 부문들을 정상화하여 과세형평, 조세 중립성 및 세입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기 위해, 경제여건 변화로 실효성이 없어졌거나 형평성을

저해하는 감면, 국제기준에 비추어 과도한 조세감면 등을 전반적으로 축소·

정비하는 등 세제의 선진화·간소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하였다.

46) 비과세․감면 증가율 : ('02년) 7.2% → ('05년) 9.9% → ('07년) 6.4%

47) 기획재정부(2008b)는 이러한 비과세․조세감면의 지속적 증가의 원인으로,

제도의 목적달성 여부, 실효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 평가 없이 각 부처 및 의

원들의 기존 감면의 존속․확대만 건의․입법하는 행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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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된 비과세․조세감면 정비과정에서

10여년이 지난 2012년경에서야 항공기부분품 관세감면의 폐지가 본격적

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일련의 FTA체결 및 발효와 관련이 있다. 정

부는 경제․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 지원타당성이 낮아진 감면제도의 폐

지를 지속 추진해왔는데, 한-EU(2011년) 및 한-미 FTA 발효(2012년)로

인해 비로소 해당 감면제도의 실효성이 감소하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제1기는 항공기부분품 관세감면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의 관세법 개정안이 제출된 2012년 9월부터,

관세감면제도의 일몰이 시작되기 직전 해인 2013년 일몰규정을 2년 유예

하는 관세법 개정안(의원입법)이 제출되기 직전까지의 시기이다. 2000년

부터 시작된 정부의 비과세․감면정비 노력 중 하나로 제기된 항공기부

분품 관세감면제도 폐지정책은 해당 기간(제1기)을 거치며 표류라는 결

과로 나타났다. 이하에서는 각 Allison모형을 적용해봄으로써 항공기 부

분품 관세감면제도 폐지정책이 표류하게 된 원인을 규명해볼 것이다.

1. 합리적 행위자 모형에 의한 분석

1) 행위자 및 행위자의 목표

합리자 행위자 모형의 행위자는 단일 의사결정존재로서 정부이며, 행

위자의 목표는 국가이익의 극대화이다. 여기서의 국가이익은 경기부양과

재정건전성 확충으로 정의될 수 있다. 경기부양에는 경제성장률․고용률

상승, 무역수지 개선 등 경제지표 개선과 산업진흥․육성이 포함되며, 재

정건전성 확충에는 세입 확대와 재정수지 개선 등이 포함된다.

2) 결정상황

① 경제성장률 악화 등 경기침체 심화

해당기간 동안 세수전망을 하회하는 국세실적 및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심화되었으나, 이는 예측치를 하회하는 경제성장률, 매출액․영업이익 등

기업실적 부진, 가계부채 확대, 투자 감소 등 국가경제지표의 악화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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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어서 정부입장에서는 적자가 심화되더라도 확장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이 더욱 시급한 상황이었다. 특히 제조업 분야인 반도체부품 생

산의 실적이 급감하고 있는 실정이라, 예정대로 항공기부분품 관세감면

제도의 단계적 폐지가 진행48)될 경우 항공운송업 및 항공정비업계에 큰

비용부담이 지워지는 것 외에도 항공제조산업과 반도체산업이 속한 제조

업 부문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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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한국 경제성장률 추이

[그림 5] 국세수입 목표치 및 실적치

48) 관세법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는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감면과 함

께 반도체 제조용 장비 및 부속기기에 대한 관세감면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

※ 자료 : 기획재정부, 통계청

※ 자료 : 기획재정부, 통계청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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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세수입규모의 상대적 감소

경기침체로 수입실적이 악화되면서 관세수입규모도 총국세수입 대비 감소

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에 정부입장에서는 조세지출에서 관세감면액이 차지

하는 비중이 기존에도 1% 정도로 비교적 작은 수준인데, 그보다 더욱 감소

하는 상황이라 항공기부분품 관세감면제도에 대한 정비 필요성이 줄어들었

을 것이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경기침체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 필요성은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6] 관세수입비중 및 관세감면비중 추이

③ 원산지증명 문제 존속

배용수(2013)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미 주요 항공선진국들은 TCA에 가

입하고 있어 원산지증명 없이도 무관세 교역이 가능하고, 주요 거래업체 대

부분은 원산지 증명 협조요구에 대해 원산지 추적 관리시스템 미비․

Invoice 시스템 개편불가 등의 사유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많으며,

가능하더라도 소규모 거래업체에 해당하는 한국 항공사들을 위해 부가적인

행정력과 비용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이처럼 원산지

증명 문제가 사실상 해결책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경기부양 측면에서 항공

산업의 진흥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항공기부분품 관세감면

제도 폐지정책의 추진은 경기침체기에 마땅한 대안 없이 특정산업에 큰 비

용을 지우는 것이므로 해당 정책의 추진 당위성이 약화되었을 것이다.

※ 자료 : 기획재정부,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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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결정의 양태

당초 정부는 ①FTA 발효로 감면제도의 실효성 감소, ②감면혜택이 소

수 대기업에 편중되어 특혜 소지 존재 등의 이유로 항공기부분품 관세감

면제도에 대해 감면율을 2013년 80%, 2014년 50%, 2015년 30%으로 단

계적으로 축소시켜 2016년 폐지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

출49)하였으나, 국회 기획재정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계적 폐지방향

은 유지하되 완충기간을 늘리고(3년→4년), 그 일몰시작 시점을 2년 유예

한 2015년부터로 하는 관세법 개정안이 통과(2013. 1. 1.)되었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13. 1. 1. 기획재정위원장 제출)

부칙 제14조(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89조제1

항에서 정한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에 대한 세율불균형물품의 관세감면에

관하여는 제8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의 기간 동안 수입

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적용기간 및 감면율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0분의 100 100분의 80 100분의 60 100분의 40 100분의 20

2012년 정부안(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향후 관세감면제도 축소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충하면서도, 경제지표와 항공산업 진흥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적안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2013년 감면

시점을 늦추고, 완충단계를 늘린 의원입법안의 결정은 합리적 행위자 모

형을 통한 분석만으로는 충분히 해석되지 않는 결과이다. 2013년이 되자

당초 정부안이 제출된 2012년과 달라진 상황의 변화로 가장 최선의 대안

4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12. 9. 28. 정부 제출)

부칙 제13조(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89조제1

항에서 정한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에 대한 세율불균형물품의 관세감면에 관

하여는 제8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의 기간동안 수입신고

하는 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적용기간 및 감면율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0분의 80 100분의 50 100분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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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고려되었던 기존의 결정을 번복하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4) 모형의 설명력 평가

합리적 행위자모형으로 본 정부의 결정은 완전한 정보를 토대로 이루

어지는 것이므로 시기에 따라 결정이 변동될 것이라 예측하지 않는다.

설령 가정을 완화하여 예측할 수 없던 정치경제적 사건 등의 외부요인

발생을 고려하더라도 개시시점을 1년 유예하는 것은, 이후에도 추가적인

유예의 가능성을 남기는 선례를 만드는 것으로 정부 입장에서 볼 때 합

리적인 행위라 보기 어렵다. 또한 20%의 관세율 부과만으로는 당초 고

려된 경기지표 및 산업진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 예측되지

않았다. 2012년 실제로 집계된 항공기부분품 관세감면액은 1,142억 원이

었고, 만약 정부안이 유지될 경우 2013년 과세규모는 159억 원 정도50)이

다. 2013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영업이익 합이 결과적으로 –292

억 원으로 나타나기는 하였지만, 최근 3개년(’10～’12)간 양대 항공사의

평균 영업이익은 9,729억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합리적 행위자모형만으로 설명되기 어렵지만 현실에서 나타나

는 비합리적 정책결정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Allison은 조직행태 모형과

정부정치 모형을 보완모형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조직

행태 모형과 정부정치 모형을 통해 해당 정책결정 현상을 추가적으로 분

석해봄으로써 해당 사례분석에 가장 적합한 모형을 모색해볼 것이다.

2. 조직행태 모형에 의한 분석

1) 행위자 및 행위자의 목표

조직행태 모형에서 행위자는 서로 다른 조직특성을 지닌 반독립적 하

위조직이며, 해당 이슈와 관련된 정부부처들이 이에 해당한다. 각 정부부

50) 2013년 실제 집계된 항공기부분품 관세감면액(976억 원) 토대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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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는 서로 다른 조직목표와 업무처리절차, 조직문화 등의 조직특성을 지

닌다. 항공기부분품 관세감면 폐지정책과 관련 있는 주무부처는 전술한

바와 같이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정책관 관세제도과(관세정책), 국토교

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정책관 첨단항공과(항공운송․항공정비), 산업통상

자원부 산업정책실 제조산업정책관 자동차항공과(항공제조)51)가 있다.

기획재정부의 조직목표는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과 경제정책의 합리

적 조정, 국가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재정 건전성 확보52)이다. 항공산업

과 관련된 국토교통부의 조직목표는 효율적인 물류체계 구축과 글로벌

항공강국 실현53)이다. 항공산업과 관련된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직목표는

산업 발전, 수출 증대를 통한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이다.54) 본 연구에서는 각 부처의 조직목표를 단순화하여 경제지표

개선 및 재정건전성 확충(기획재정부), 항공운송업 및 항공정비업의 진흥

(국토교통부), 항공제조업의 진흥(산업통상자원부)으로 상정한다.

2) 결정상황

① 한-EU(2011년) 및 한-미 FTA 발효(2012년)

기획재정부는 2000년경부터 관세에 대한 비과세․감면정비를 시작하여

지원 타당성이 낮아진 관세감면제도의 폐지를 지속 추진해왔다. 기획재

51) TCA 가입과 관련된 산업통상자원부의 소관부서는 통상교섭본부 신통상질

서전략실 신통상질서정책관 세계무역기구과이다.

52) 기획재정부는 경제정책의 선임부처로,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 정책의 합리

적 조정, 국가재원의 효율적 배분, 공공기관의 혁신, 세제․재정관리 시스템

선진화, 대외협력 강화로 국가경제발전 및 성장동력 확충에 기여한다(2013년

기획재정부 성과관리시행계획 내 전략체계도 中 임무 부분).

53) 국토교통부는 국민생활의 터전인 국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인 교

통․물류체계를 구축하여 국가경쟁력 제고 및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임무로

하며, 항공산업의 지속적 성장지원을 편리한 교통의 성과 목표 중 하나로 한

다(2013년 국토교통부 성과관리시행계획 내 전략체계도 中).

54) 산업통상자원부는 창의와 융합을 주도하는 창조적 산업생태계 구축과 글로

벌 시장 개척으로 새로운 성장동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임무로 하며, 협

력적 산업생태계 조성과 미래산업 육성 통한 지속적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자동차․항공산업의 차세대 산업경쟁력을 제고한다(2013년 산업통상자원부

성과관리시행계획 내 전략체계도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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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제 곧 대부분의 관세감면 대상품목이

FTA에 의해 면세될 것이므로 대기업 특혜성 조세형평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항공기부분품 관세감면제도의 폐지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였다고 보

았다55). 즉, 기획재정부는 한-EU 및 한-미 FTA 발효로 이제 해당 제도

의 실효성이 감소하여 폐지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② 정권변동에 따른 정부조직개편(2013년)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4월까지 정부조직개편이 이루

어졌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해양에 관한 사무를 이관하고 국토교통부가

되었고, 지식경제부는 외교통상부로부터 통상교섭에 관한 사무를 이관

받아 산업통상자원부가 되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기존 항공

제조산업 진흥과 FTA․TCA 등의 통상교섭기능을 함께 수행하게 되어

항공기부분품 관세감면제도에 대한 이해관계가 더욱 깊어졌다.

③ 항공정비산업(MRO) 육성정책 시행

국토해양부는「제1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10～2014)」에서 국내의 단

순 인건비 위주 경정비업 체계를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 정비업으로 전환

토록 육성․지원을 목표로, 지식경제부, 국방부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

방 유휴공항에『항공정비복합시범단지』조성 지원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지식경제부는「제2차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2010～2019)」에서

완제기 개발을 통한 시장선점과 및 항공 MRO산업 수출 활성화를 목표

로, 광역지자체 단위로 핵심․유망거점을 선정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기술보유 역량을 극대화를 도모하겠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항공산업의

두 주무부처 모두 항공정비산업 진흥정책을 이미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었는데, 항공기부분품 관세감면제도의 폐지는 해당산업의 비용증가를 야

55)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제311회 제10차 기획재정소위원회(2012.11.04.)에서

“현재 전체 감면대상 물품 중에서 FTA 미체결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비중이

약 15%, 14.4%로 크게 높지 않은 실상”이라고 말하였고, 제12차 기획재정소

위원회(2012.11.16.)에서 기획재정부 관세정책관은 “2016년 되면 전체 감면대

상 물품 중 97.5%가 FTA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해

당 제도를 폐지하기로 하였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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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여 유치산업 단계인 해당 산업의 보호․육성에 차질을 빚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것56)이었다.

④ 경기침체 심화와 유가하락

전술한 바와 같이 해당 기간은 경기침체의 심화로 항공제조․반도체제

조업의 기업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유가는 하락하여 항공

운송업계는 비교적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57). 이에 조세당국인 기획재정

부는 대기업에 해당하는 주요 항공운송사업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해당

제도를 폐지할 유인이 강하였을 것이다. 한편, 항공제조업 주무부처인 지

식경제부(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반도체업계의 위기를 인식하고 세율불

균형물품 감면조항(관세법 제89조)의 존치에 대한 유인이 존재58)하였다.

3) 정책결정의 양태

해당 시기에 기획재정부는「국가재정운용계획(2012～2016)」을 토대로

지원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실효성이 미미한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기획재정부의 노력은 2000년경부터 지속되어

온 것이지만, 대대적 감세정책을 실시한 이명박 정부(2008년～2012년)를

거치며 악화된 재정건전성과 세수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더욱 그 노력을

강화하는 중이었다59). 이러한 노력의 과정에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56) 정부가 항공기 부품 수입에 대한 관세감면을 올해 말까지로 제한한 탓에

내년부터 2018년까지 늘어나는 관세 부담이 193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업계

는 추산하고 있다. 항공기 수리 부품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향

후 항공 MRO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더라도 해외 MRO업체와의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란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항공기 500개 부품 바꿀 때마다

‘稅폭탄’…관세 1930억 더 내야, 문화일보, 2014.03.20.)

57) 국제 유가 급락, 항공·해운업계 웃는다, 머니투데이, 2014.11.30.

58) 지식경제부 반도체ㆍ디스플레이과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에 대해

"중소기업만이라도 관세법89조를 적용 받는 것은 다행이지만, 중견기업 피해

가 우려된다"며 "최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반도체 장비업체들을

위해 세율 개편시 지속적으로 업계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

체장비 '정부 세제개편' 반발, 디지털타임스, 2012.08.23.)

59) 세입 부문 재원대책으로는 세목신설, 세율인상 등 직접적인 증세없이 비과

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한 세원확대에 중점을 계획임(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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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2012년)이 제출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당시 국토해양부(국토교통부)와 지식경제부(산업통상자원부)는

각각「제1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10～2014)」과「제2차 항공산업발전 기

본계획(2010～2019)」에 의거하여 항공정비산업 육성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상황이었다. 정부안에 따라 관세감면제도가 폐지된다면 유치

산업 단계인 항공정비산업 육성에 큰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었다. 여기

에 경기침체로 제조업 실적이 부진해지자 반도체업계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나타났고, 유치산업 단계인 항공제조업계 또한 비용증가로 타격

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4) 모형의 설명력 평가

조직행태모형을 통해 2013년 관세법 개정법률안 결정과정을 분석할 경

우, 제도를 폐지하려는 기획재정부와, 기존에 추진하던 정책의 진행과 소

관 산업의 진흥을 위해 해당 제도의 존속을 바라는 두 주무부처의 입장

이 모두 고려되어 일몰시점을 2년 유예하고, 폐지단계를 늘리는 절충안

이 준해결적 산물로서 채택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

직행태모형만으로는 절충안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설명할 수 있지만,

도출되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Allison의 또 다른 보

완모형인 정부정치모형을 통해 해당 사례를 추가적으로 분석해보고 각

모형별 분석결과를 비교해볼 것이다.

3. 정부정치 모형에 의한 분석

1) 행위자 및 행위자의 목표

정부정치 모형에서 행위자는 국가최고지도자와 각 부처대표 및 참모

진, 정치인, 언론인, 이익집단 대변인 등 다양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 해당 이슈의 결정과정에서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

혜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 기획재정부, 2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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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것으로 보이는 각 부처대표와 정치인만을 행위자로 상정하고, 외부

요인으로는 이익집단의 정치적 압력을 상정한다. 여기서 부처대표는 부

처의 최고수장이라기보다는 항공산업과 관련 있는 고위공무원(실․국장

급)과 실무자(과장급)를 의미한다. 정치인은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거나,

이를 심의하는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여하는 의원들을 의미한다.

각 주무부처의 대표인 고위공무원과 실무자의 공적인 목표는 조직목표

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며, 각 개인은 자연인으로서 업무성과 달성․

정책이념의 실현과 같은 사적인 목표도 함께 지니고 있다. 정치인은 차

기 총선에서 승리하거나, 소속 정당 내 입지도를 높여 주요 보직을 맡고

자 하는 정치적 목표를 지니고 있다(Downs, 1957).

2) 결정상황

① 행위자 간 권력분포

항공기부분품 관세감면제도 또한 조세정책의 일종이므로 해당 정책결

정과정에서는 조세정책의 주무부처이면서 각 부처에 예산편성 권한을 지

닌 기획재정부의 영향력이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보다 강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조직대표가 갖는 대외적 영향력은 소속된 조직의

대외적 영향력에 비례할 것이므로, 기획재정부의 대표또한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의 대표보다 더 큰 영향력을 지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정치인의 경우 헌법에 따라 각 개인이 입법에 대한 권한을 보유

하고 있으므로, 법 개정의 형태로 구체화되는 해당 정책의 경우 각 부처대

표보다 정치인의 정책결정과정상 영향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② 정권변동기

항공기부분품 관세감면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관세법 개정안의

제출(2012.09.28.)은 제18대 대통령 선거일(2012.12.09.) 이전에 이루어졌

고, 결과물로서의 개정 관세법의 제안(2013.01.01.)은 선거일 이후에 이루

어졌다. 선거일 이전, 기존 정권은 임기 말에 해당하여 통상 정치적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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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낮은 수준이므로 각 부처 대표들은 당시 정권의 정책지향을 준수하

기보다는 조직목표 달성에 더욱 집중하려는 유인이 발생하였을 것이다.

선거일 이후 출범한 새 정권은 임기 초에 해당하여 통상 정치적 지지도

가 높은 수준이므로 각 부처 대표들은 당시 정권의 정책지향을 조직목표

달성보다 우선 달성하려는 유인이 발생할 것이다.

한편, 정치인은 선거일 이전에는 소속 정당 출신인 대통령 후보자의

당선에 유리한 방향으로 행동하고자 할 유인이 발생하나, 선거일 이후에

는 정치인 본인의 재선승리를 위한 노력에 더욱 집중할 것이다.

③ 이익집단의 압력

이익집단은 자신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활동한다. 본 연구대상인 항공

기부분품 관세감면제도와 관련한 이익집단으로는 항공운송업계, 항공정

비업계, 항공제조업계가 있다. 구체적으로 각 업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이는 한국항공협회(KCA), 한국항공우주산업(KAI)를

대표자로 상정한다60).

각 이익집단은 국회를 통한 로비, 토론회 개최를 통한 설명 및 홍보,

언론기고를 통한 국민적 관심도 제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책결정

참여자들에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관세감면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안이 제출된 직후부터 절충안으로서 의원입법안이 통과된 시점까지

표면적으로 나타난 이익집단의 압력은 포착되지 않았다61). 그러나, 정부

안이 조세소위원회에서 심의되는 과정이나, 의원입법안이 작성 및 통과되

는 과정에서 의원을 향한 이익집단의 압력이 있었을 것이라 추정된다62)63).

60) 국토교통부의「제2차 항공정책 기본계획(2015～2019)」에 의거하여 2018년 9월

국내 최초로 항공MRO 전문기업인 한국항공서비스(주)가 신설되었으므로 제1기

에 항공정비산업은 각 항공운송업체의 유지보수 담당부서에 의한 것이 전부였다.

61) 의원입법안이 발효된 이후에도 관세감면제도 존속을 당부하는 항공산업의 목

소리는 지속되었다. 일례로 국토부장관 주재로 ‘항공산업발전을 위한 항공업계

CEO와의 간담회’가 개최되었을 때, CEO들은 업계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세

제혜택을 요구하며 그 중 하나로 항공기 부품에 대한 면세를 제시하였다.(서승

환 국토장관 "김해·청주·제주공항 시설 확장할 것"(종합), 조선비즈, 2013.05.31.)

62) ◯ 소위원장 나성린 : 이게 나도 찾아와 가지고 민원을 막 제기하던데, 이

게 미국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FTA가 확실히 됐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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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결정의 양태

기획재정부 관세정책관은 소속 부처의 목표인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

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에 지원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실효성이 미미한 비과세․감면사례를 찾던 중 세율불균형

의 감면세(항공기부분품 관세감면)제도를 발견하게 된다. 이에 관세제도

과장과 함께 폐지에 따른 부작용과 기대효과를 검토하고, 일몰시점과 방

식(단계별 폐지)을 선정하여 이를 담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

을 제출하였을 것이다. 이때 ①통과되고 다음 해부터 일몰이 바로 시작

된다는 점, ②정부안 제출 전 세법개정안 외에 정책토론회 및 관련 이익

집단의 입장이 담긴 언론보도64)가 없었다는 점, ③조세정책 소관부처는

기획재정부이며 기획재정부는 타 정부부처보다 의사결정권력이 강하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정부안 제출 전 항공산업계나 관련 주무부처의 의

견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단독으로 준비하여 상정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한국항공협회 등 이익집단 국회의원에 로비를 통해 해당 정부안

의 통과를 저지하였고, 그 논거는 배용수(2013)의 연구내용65)과 같을 것

이다. 또한 국토해양부 항공정책관과 지식경제부 소재부품산업정책관 및

반도체․디스플레이과장도 항공제조 및 반도체제조업계의 반발을 의식하

여 해당 정부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기획재정부 및 정치인들에게 비

공식적으로 전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정리해보면, 두 차례 조세소위원

회에서 논의된 해당 개정안은 대안폐기된 후, 비공식적 타협과 흥정과정

을 거쳐 해당 내용과 타 관세법 개정안의 절충내용이 함께 반영된 기획

에……(제311회 10차 조세소위원회 회의록 中)

63) ◯ 소위원장 나성린 : FTA 때문에 이걸 축소하는 건데 FTA로 인해서도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정부는 그걸 단계적인 축소로

가려는 건데, 항공기나 반도체 장비산업 중에서 미국과는 괜찮은데 그 외의

국가들, EU는 FTA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증명서 제출 협조를 거절하

고 있어서 혜택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바로 감면을 많이 축소해 버리면 문

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

금 이야기하고……(제311회 12차 조세소위원회 회의록 中)

64) 반도체 제조업계에서 반발(2012.08.23., 디지털타임스)이 있었으나 이는 세법

개정안 보도자료가 배포된 이후로 정부안 제출이 임박했을 시기이다.

65) 저자 배용수는 항공진흥협회 상근부회장으로, 해당 논문은 항공협회가 관리

하는 항공진흥이라는 학술지에 게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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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원장의 개정안(2013.01.01.)의 통과로 일단락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모형의 설명력 평가

정부정치 모형과 조직행태 모형 모두 합리적 행위자 모형이 설명해내

지 못하는 비합리적 정책결정과정을 정치적 관점에서 설명해낼 수 있다

는 점에서 유용하다. 그러나 정부정치모형이 절충안이 만들어지게 된 배

경과 도출되는 과정을 모두 설명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조직행태 모형

보다 더욱 해당 사례분석에 적합한 모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 모형별 분석의 설명력 비교

전술한 바와 같이 2012년 정부안(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어진 제

약조건과 예상비용 및 편익을 고려한 정부의 최적안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2013년 감면시점을 늦추고, 완충단계를 늘린 의원입법안의 결정

은 합리적 행위자 모형을 통한 분석만으로는 충분히 해석되지 않는 결과

이다. 합리적 행위자모형으로 본 정부의 결정은 완전한 정보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시기에 따라 결정이 변동될 것이라 예측하지 않는

다. 그리고 기존 지표를 고려할 때, 당장 부과될 20%의 관세율 수준으로

는 당초 고려된 경기지표 및 산업진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

예측되지 않았다. 이러한 비합리적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 본 사례를 조

직행태모형과 정부정치모형을 통해 정치적 관점에서 분석을 해보았다.

조직행태모형을 통해 2013년 관세법 개정법률안 결정과정을 분석할 경

우, 제도를 폐지하려는 기획재정부와, 기존에 추진하던 정책의 진행과 소

관 산업의 진흥을 위해 해당 제도의 존속을 바라는 두 주무부처의 입장

이 모두 고려되어 일몰시점을 2년 유예하고, 폐지단계를 늘리는 절충안

이 준해결적 산물로서 채택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

전히 조직행태모형만으로는 절충안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설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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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도출되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기 어렵다.

정부정치모형을 통해 해당 사례를 분석할 경우, 절충안이 나타나게 된

과정을 보다 자세히 이해할 수 있다. 2012년 개정안의 경우 기획재정부

가 항공산업계나 관련 주무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단독으

로 준비하여 상정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을 알게 된 한국항공협회

등 이익집단은 국회의원에 로비를 통해 해당 정부안의 통과를 저지하려고

노력하였을 것이다. 또한 국토해양부 항공정책관과 지식경제부 소재부품

산업정책관 및 반도체․디스플레이과장도 항공제조 및 반도체제조업계의

반발을 의식하여 해당 정부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기획재정부 및 정

치인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전달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영향력이

정책결정과정에 반영되어 비공식적 타협과 흥정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

결과로 절충안에 해당하는 2013년 관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이처럼 정부정치 모형과 조직행태 모형 모두 합리적 행위자 모형이 설

명해내지 못하는 비합리적 정책결정과정을 정치적 관점에서 설명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나, 도출과정을 보다 상세히 분석할 수 있는 정부

정치모형이 조직행태 모형보다도 더욱 더 해당 사례에 적합한 모형이라

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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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제2기(2013년 ～ 2015년) 분석

전술한 바와 같이 제2기는 관세감면제도의 일몰을 촉발한 관세법 일부

개정법률이 발효된 2013년부터 일몰시점이 다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담

긴 관세법 개정안(의원입법)의 제출 직전 해인 2015년 시기이다. 제도의

일몰이 논의되고 구체화되는 기간까지가 제1기이고, 새로운 이슈(TCA)

와 결부되면서 대립양상이 더욱 복잡해지는 기간이 제3기이므로, 제2기

는 제1기와 제3기 중간에 걸친 기간이다. 즉, 이 기간에서는 FTA이슈

(원산지증명)문제만이 결부된 상태66)에서 제도의 일몰시점이 이미 입법

화되어 착수가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각 행위자들이 보이는 양상을 다룬다.

1. 합리적 행위자 모형에 의한 분석

1) 행위자 및 행위자의 목표

제1기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합리적 행위자 모형의 행위자는 단일 의

사결정존재로서 정부이며, 행위자의 목표는 국가이익의 극대화이다.

2) 결정상황

① 경기침체 및 관세수입규모의 상대적 감소

제1기에 이어 국세실적 및 관리재정수지가 더욱 악화되었고, 경제성장

률은 소폭 회복하였으나 여전히 예측치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저성장)

이 지속되었다. 관세수입의 상대적 규모 또한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즉, 여전히 경기부양정책의 필요성이 큰

상황이었으며, 관세감면제도의 정비 필요성이 비교적 크지 않은 상황이

었다. 예정대로 2015년에 항공기부분품 관세감면제도의 일몰이 시작될

경우, 항공산업 전체에 큰 비용부담이 지워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66) 2014년 관세법 개정법률안 심의(제329회 제6차, 제8차 조세소위)당시, 대안

으로서 TCA가 제시되기는 하였으나,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지지는 않았다.



- 48 -

② 항공산업의 경영난 심화

저유가로 호황을 누렸던 항공운송업계는 일본 여객노선의 부진과 화물

수요 축소로 경영난이 심화67)되었다. 이 시기 저비용항공사(LCC; Low

Cost Carrier) 및 외항사의 진출 확대로 항공운송업계 내 경쟁이 심화되

면서 대형항공사(Full Service Carrier·FSC)의 영업실적은 크게 악화되었

다. 한국의 항공운송업이 대형국적사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68),

항공기부분품 관세제도의 폐지가 진행될 경우 이 대형국적항공사에 그

효과가 집중될 것이므로 국내 항공운송업계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림 7] 대형항공사 영업이익 및 순이익 추이

67) 올 상반기 LCC의 飛上, KAL·아시아나의 非常 (아시아경제, 2013.07.17.)

68) 2013년 8월 기준,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국내선 분담률
은 52.6%이고, 국제선 국적사 분담률은 54.1%로 국내 항공사 여객 수송실적
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었다(국토교통부, 2013).

(억원) (억원)

(억원)(억원)

※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및 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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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015년 2016년P 2017년P 2018년P 2019년P

관세감면액 707.71 828.72 841.15 853.37 866.57 879.57

예상납부액 0 165.744 336.46 512.022 693.256 879.57

관세감면율 100% 80% 60% 40% 20% 0%

[표 4]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감면액 전망
(단위 : 억원)

※ 자료 : 조정식 의원실(2016)69)

③ 원산지증명 문제 존속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한국과 FTA가 체결된 국가(미국, EU, 싱가포

르 등)로부터 2013년 수입된 항공기부분품 금액 약 1조 4,800억 원 중

FTA 적용을 받아 혜택을 받은 수입금액은 약 2,900억 원으로 FTA 활

용률이 2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예정대로 관세감면제도

의 일몰이 시작될 경우 국적항공사들의 관세부담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

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70).

3) 정책결정의 양태

국가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정부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재정건전성

확충 외에도 국가경제의 안정적 운용 또한 중요한 정책목표로서 함께 고

려한다. 따라서 정부는 원산지증명 문제가 지속되어 FTA 활용을 통한

관세감면율이 예상보다도 많이 저조하고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세계항공

산업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조세수입 확충보다는 자국 항공산업

의 보호 및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양대 항공사 영업이

익은 2014년에 다시 호전(’13년–292억 원→ ’14년 4,706억원)되었으나, 당기

순이익 기준으로 볼 때는 여전히 적자(’13년 –4,052억 원, ’14년 -2,973억 원)

69) 노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세법 개정법률안(2014.12.08.)에는 비용추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사유 : 반도체산업의 특성상 기술적인 비용추계 곤란),

조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세법 개정법률안(2016.09.30.)의 비용추계서로

갈음하여 예상 관세납부액을 산정함. 따라서 2014년과 2015년 예상납부액은

실제 관세감면실적을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2016년 이후는 전망치로 작성함.

7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외 12인, 201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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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이에 일몰 시점이 2년 더 연장된 관세법 개정법률의 발효

는, 정부가 선택가능한 대안(폐지취소․강행․유예) 중 다시 한 번 일몰

시점을 유예하는 대안을 장기적 재정건전성 확충과 경기부양 모두를 달

성하는 최적의 대안으로 판단하여 내린 결정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4) 모형의 설명력 평가

전술한 바와 같이 합리적 행위자 모형에서 본 정부의 결정은 완전한

정보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번복되지 않아

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가정을 완화하여 예측할 수 없던 정치경제적

사건 등의 외부요인 발생을 고려해본다면 제1기 사례와 달리 해당 모형

을 통해 사례에 대한 분석이 일부 가능하다.

그러나, 재정적자가 심화(관리재정수지 ’11년–13.5조 원→ ’14년 –29.5조 원)

되는 상황에서 연평균 1,110억 원71)의 조세지출을 단순히 총액 대비 지

출비중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경기부양 및 산업육성을 위해 조세형평성

을 저하시키면서 특정 산업에 국한된 해당 감면제도를 존치시키는 것이

정말 합리적인 판단이었는지는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근거로 여러 대외적 상황 속에서도 조세지출제도가 부단히 정비되어

2014년에 이르면 항공기부분품 관세감면제도와 유사한 형태의 조세감면

제도의 상당수는 이미 폐기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실제로 총 관세감

면액 대비 항공기부분품 관세감면액은 2010년 29%에서 2014년 48.6%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의문점은 조직행태 모형과 정부정치 모형을

통한 추가적인 분석 및 비교를 통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71) 2010년～2014년 실제 항공기부분품 관세감면액의 평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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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2014. 12. 2. 강석훈 의원 등 47인 발의)

부칙 제14조(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89조제1항에서 정한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에 대한 제89조제1항제1호의

세율불균형물품의 관세감면에 관하여는 제8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

하고 다음 표의 기간 동안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적용기간 및 감면율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0분의 100 100분의 80 100분의 60 100분의 40 100분의 20

② 제89조제1항에서 정한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에 대한 제89조제1항제2호의

세율불균형물품의 관세감면에 관하여는 제8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

하고 다음 표의 기간 동안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적용기간

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적용기간 및 감면율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0분의 80 100분의 60 100분의 40 100분의 20

2. 조직행태 모형에 의한 분석

1) 행위자 및 행위자의 목표

제1기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조직행태 모형에서 행위자는 ①기획재정

부 세제실 관세정책관 관세제도과(관세정책), ②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정책관 첨단항공과(항공운송․항공정비), ③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

책실 제조산업정책관 자동차항공과(항공제조)이고, 행위자의 목표는 ①경

제지표 개선 및 재정건전성 확충(기획재정부), ②항공운송업 및 항공정비

업의 진흥(국토교통부), ③항공제조업의 진흥(산업통상자원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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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정상황

① 국세실적 및 재정수지 악화

기획재정부72)에 따르면 국세수입 증가율이 지속 하락하여 2013년에는

–0.54%의 최저값이 나타났으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국세수입

실적이 목표치를 하회하였다. 관리재정수지는 2010년 －13조에서 2014년

－29.5조로 더욱 악화되었다73). 이와 같은 상황에서 조세지출정비에 대

한 필요성은 비교적 증가하였을 것이라 추측 가능하다.

[그림 8] 세수예측오차와 국세수입증가율 추이

[그림 9] 한국의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추이

72) 재정통계, 기획재정부 누리집(http://www.moef.go.kr).

73) 통합재정수지도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의 경우–0.2조 원

으로 나타났다(2015년 관리재정수지는–38조원으로 2009년 이후 최하위).

※ 자료 : 기획재정부, 통계청

※ 자료 : 기획재정부, 통계청

(조원)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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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항공정비(MRO) 육성정책 본격화

한국의 항공정비 육성정책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실행단계에 들어선

정확한 시점은 2015년부터이나, 2013년경부터 각 주무부처는 육성정책을

본격화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었다. 일례로 국토교통부

는 2013년부터 항공정비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연구를 착수하여 항공정비

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기획 최종보고서(2014) 및 항공정비산업 육성방안

(2015)을 발표한다. 이를 토대로 MRO 기술력 확보를 위한 R&D(’14

년～, 14년 370억 원), 및 항공기술 전문인력 양성(’14～18, 연 13억 원)

지원, 산업단지 지정 등을 통해 부지 저가 지원 및 지방세 감면 등의 육

성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2014년에는 경남 진주·사천지

역에 165만㎡ 규모의 '항공산업 특화단지' 개발을 확정했다74).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항공산업 발전 기본계획(2010~2019)」의 항

공제조업과 항공정비업을 동시에 육성하고자 하였다. 기본계획의 연장선

에서 항공우주부품기술 개발사업을 통해 2008년～2012년 5년간 113개

R&D과제에 대하여 73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3년 이후에도 지원금

규모를 점차 늘려가며 해당 사업을 지속하고 있었다. 또한 2014년 경에

는 「항공산업의 수출산업화 촉진 전략」을 발표하여 무역보험공사의 수

출기반보험 대상에 항공기산업을 포함하는 등 정책금융 및 금융제도를

보강하고, 수주연계및 군 완제기 수출 연계 R&D지원 등 연구개발 분야

지원체제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75).

③ 항공운송업의 경영난 심화 및 항공제조업의 성장기

합리적 행위자 모형에서 고려된 바와 같이 일본 여객노선의 부진과 화

물수요 축소, 저비용항공사 및 외항사 진출확대 등으로 인해 대형항공사

들의 경영실적이 악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감면제도의 폐지는

자국 대형항공사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존재하였다.

한편, 항공제조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공우주산업(KAI)은

74) 진주·사천 항공산업 특화단지로 개발 확정, 국제신문, 2014.12.17.

75) “산업부, 항공산업 수출산업화 적극 지원”, 산업부 보도자료, 2014.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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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과 순이익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76). 그러나 세계항공제조업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매출규모는 2014년 기준 0.78%수준(43억 불)

으로 아직 유치단계에 불과하여 전략적인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그림 10] 주요국가별 세계시장에서의 항공우주산업매출액 비중

<2011년> <2015년>

※ 자료 :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중소기업청(2013) 및 한국항공우주연구원(2016) 자료 재구성

3) 정책결정의 양태

제1기에 이어 제2기에서도 기획재정부는「국가재정운용계획(2012～2016)」

을 토대로 지원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실효성이 미미한 비과세․감면을 지

속적으로 정비하였는데, 특히 2013년 정권변동을 거치며 더욱 이러한 경

향은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재부의 특성과 정책경향성을 고려할

때, 전술한 합리적 행위자 모형을 통한 분석에서 나타난 의문점77)은 조

세합리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기재부의 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각각「제1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10～

2014)」과「제2차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2010～2019)」에 의거하여 2014

년경부터 R&D지원이나 산업단지 건립 등의 항공정비․제조산업 육성정

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상황이었다. 정부안에 따라 관세감면제도가

76) 한국항공우주산업, 국내 유일 완제기 제조사...성장성 꾸준, 파이낸셜뉴스, 2015.10.25.

77) 재정적자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경기부양 및 산업육성을 위해 연평균 1,110억

원의 조세지출을 그저 상대적 지출규모가 적다는 이유로 조세형평성을 저

하시키면서 해당 감면제도를 존치시키는 것이 정말 합리적인 판단이었는지

(1위)
(16위)

(2위)

(3위)

(4위)

(5위)

(1위)

(15위)

(2위)

(3위)
(4위)

(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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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된다면 유치산업 단계인 항공정비산업과 항공제조산업 육성에 큰 어

려움이 야기될 수 있었다. 여기에 항공운송업의 경영실적 악화는 국토교

통부 입장에서 기존과 같은 관세감면의 필요성이 더 강해졌을 것이다.

4) 모형의 설명력 평가

조직행태모형에서는 상이한 하위목표들이 갈등을 일으킬 경우 완전한

해결은 불가능하고 준해결에 그칠 것이라 본다.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해

당 감면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나, 기존에 추진하던 정책의 진행과 소관

산업의 진흥을 위해 해당 제도의 존속을 바라는 두 주무부처의 반대가

나타났을 것이다. 서로 상충되는 부처들의 입장으로 어느 한 방향으로

제도가 완전히 결정되지 못하고, 그저 일몰시점을 2년 유예하고 폐지단

계를 늘리는 적당한 수준의 절충안이 준해결적 산물로서 채택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1기의 경우와 동일하게 조직행태모형만으로는 2015년 관세법

개정법률안 결정과정에서 절충안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설명할 수 있

지만, 여러 대안 중에서도 왜 해당 절충안이 선택된 것인지 그 구체적인

매커니즘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Allison의 또 다른

보완모형인 정부정치모형을 통해 해당 사례를 추가적으로 분석해보고 각

모형별 분석결과를 비교해볼 것이다.

3. 정부정치 모형에 의한 분석

1) 행위자 및 행위자의 목표

제1기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정부정치 모형의 행위자는 각 부처대표와

정치인만을 행위자로 상정하고, 외부요인으로 이익집단의 정치적 압력을

상정한다. 다만 이번 결정과정에서는 기획재정부 대표로서 제1차관이 직

접 참여하였다. 행위자의 목표로 각 부처대표는 자신이 속한 부처의 조

직목표와 대표 개인으로서 사적인 목표를, 정치인은 재선 승리․주요 보

직 수여 등의 정치적 목표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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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정상황

① 행위자 간 권력분포

전술한 것처럼 항공기부분품 관세감면제도에 대한 결정과정에는 기획

재정부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보다 더 큰 결정권한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다만, 2013년 통상기능을 이관 받은 산업통상자원부는 FTA

체결 및 개정에 대한 주무부처가 되었으므로 국토교통부보다는 기획재정

부와의 정책결정에 대한 교섭능력이 더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치인의 경우 헌법에서 부여한 입법권을 지니고 있으므로 각

부처대표보다 더 큰 정책결정권한을 갖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② 이익집단의 압력

제2기에 항공기부분품 관세감면제도 폐지결정과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

한 이익집단은 제1기와 동일하게 한국항공협회와 한국항공우주산업이다.

이 시기 이익집단의 압력은 보다 가시적으로 나타난다. 각종 세미나 및 간

담회를 개최하여 정부대표와 정치인에게 그 필요성을 직접 역설78)하기도

하고, 학술지 기고79)나 언론을 통하여80) 국민적 공감을 유발하기도 한다.

③ TCA이슈의 등장

당시 정책결정과정을 보면, 사전에 언론보도 없이 관세법 개정안이 심

의되는 시기에 정치인들로부터 TCA가입이 관세감면제도 연장의 대안책

으로 제기되었다81). 배용수(2013)의 연구를 보았을 때 항공진흥협회 등

78) 국토부 장관 만나 '민원' 쏟아낸 항공업계, 한국경제, 2013.05.31.

79) 배용수(2013). 자유무역협정(FTA) 확대가 항공운송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 항공기부분품에 대한 관세를 중심으로, 항공진흥 제2호. pp.17-30.

80) 항공기 500개 부품 바꿀 때마다 ‘稅폭탄’… 관세 1930억 더 내야, 문화일보, 2014.03.20.

수백억 稅風 예고…내년 항공업계 '난기류', 아시아경제, 2014.12.02.

81) ◯ 김관영 위원 : 실제로 다른 항공기 국가들은 FTA 증명서 받는 데 평소

습관이 안 들여져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협조가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이렇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업계에서는 지금 첫 번째로는 WTO, 민간항공

기 교역에 관한 협정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줘라…… 그러면 우리도 다 무

관세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 협

정에 가입이 안 되는 이유는 민간항공기 개발사업을 하는 데 정부가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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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집단이 해당 수단을 사전에 검토하고 영향력을 행사하여 정치인으로

하여금 해당 이슈를 제기한 것일 수도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3) 정책결정의 양태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목표로 하는 기획재정부

1차관 입장에서 이미 현실적 상황을 감안하여 2년을 유예해준 상황이므

로, 더 이상의 예외를 부여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조세

소위원회에서도 드러났다.

◯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 이미 2012년에 국회 논의, 의결하시고 또 관

세법 개정하시면서 이런 구조적 역관세 문제는 부담 능력이 있는 대기업

부터 좀 시정을 해야 되겠다 하신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감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제도의 가장 큰 혜택을 받고 있는 항공업계에

대해서는 감면․축소에 대비해 가지고 2년의 유예기간을 이미 부여했습니

다. 그래서 개정 법률을 시행하기 이전에 다시 재개정을 해야 할 정도의 상

황 변동은 없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요. 지난 74년 이후에 항공기 부품이

다 관세 면제가 돼 가지고 아마 원산지 증명을 확보하는 노력을 충분히 기

울이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제329회 제6차 조세소위원회 中)

그러나 김관영 의원은 두 차례 조세소위원회(제329회 제6차 및 제8

차) 회의에서 ①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금까지 7년 동안 대한항공과 아

시아나의 전체 누적적자가 2조 4000억 정도에 이르고 있는 상황으로 항

공운송업계의 부진 심각, ②원산지 규정문제로 2013년동안 FTA활용을

통한 감면율이 20% 수준으로 현실적 어려움 상존, ③기획재정부의 생각

과 달리 조특법 규정 등으로 볼 때 각 기업은 원산지증명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해왔음을 이유로 기획재정부 의견에 반박하였다.

논의가 길어지자 소위원장은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하였는데

해당 법률안은 대안폐기 처리되었다. 그런데 기존에 제출된 정부안(관세

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현재까지 지금 계속 협정 가입이 보류되고 있어서 적

어도 이 협정 가입을 해 주든가, 안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적어도 여기에 상

응하는 조치를 좀 취해 달라는 그 얘기고요(제329회 제8차 조세소위원회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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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09.22.)에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014.12.02., 강석훈 의원 등 47인 발의)을 병합하여 본회의에서 상정되

며 다시 한 번 일몰 시점이 2년 유예되는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되었

다. 따라서 대안폐기된 시점과 관세법 개정시점의 중간지점에서 비공식

논의과정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이 비공식 논의과정에서는 국토교통

부 항공정책관․첨단항공과장 및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자동

차항공과장이 기획재정부 및 정치인(조세소위원회 위원)들에게 의견을

전달하고 정치인들 간 비공식적 타협과 흥정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처럼 행위자들 간 타협과 흥정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각 정

부부처의 입장(선호대안)또한 변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합리적 행위자

모형과 조직행태 모형 각각은 의사결정자의 선호가 고정된 것으로 가정

하지만, 정부정치모형에서는 의사결정자의 선호와 판단이 의사결정이 이

루어지는 상황과 시점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리적 행위자 모형을 통한 분석에서 나타난 의문점에 대한

답은 ①재정적자 심화와 조세형평성 저해가 우려됨에도 다른 하위목표를

지닌 항공산업 주무부처의 반대로 준해결이라는 비합리적 판단이 이루어

진 것이며, ②이러한 준해결은 주무부처들의 행태적 특성에 따른 상충으

로 이루어진 것이긴 하지만 중앙부처 및 정치인 등의 행위자들 간 타협

과 흥정에 의해 특정 대안(일몰시점 2년 유예)이 최종 선택된 것이다.

4) 모형의 설명력 평가

정부정치모형을 통해 해당 사례를 분석할 경우, 여러 대안 중에서도

왜 해당 절충안이 선택된 것인지 그 구체적인 매커니즘에 대해서 일정

부분 설명해낼 수 있다. 각 정부부처들은 큰 틀에서는 제1기와 유사한

입장을 지니고 있었으나, 원산지증명문제 등 상황변화 및 비공식적 타협

과 흥정과정에서 각 부처의 대안별 선호가 변화하여 그 결과로 해당 절

충안이 선택된 것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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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형별 분석의 설명력 비교

재정적자가 심화되는 상황이고, 다른 조세지출제도가 점차 폐기되는

상황에서 항공기부분품 관세감면제도만 일몰시점을 유예하는 2015년 관

세법 개정법률은 제1기와 같이 합리적 행위자 모형으로는 충분히 설명되

기 어려운 결정이다.

조직행태모형을 통해서는 해당 결정의 배경을 설명 가능하다. 기획재

정부는 여전히 해당 감면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나, 기존에 추진하던 정책

의 진행과 소관 산업의 진흥을 위해 해당 제도의 존속을 바라는 두 주무

부처의 반대가 나타났을 것이다. 서로 상충되는 부처들의 입장으로 어느

한 방향으로 제도가 완전히 결정되지 못하고, 그저 일몰시점을 2년 유예

하고 폐지단계를 늘리는 적당한 수준의 절충안이 준해결적 산물로서 채

택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직행태모형으로는 여러 대

안 중에서도 왜 해당 절충안이 선택된 것인지 그 구체적인 매커니즘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하기 어렵다.

정부정치모형을 통해 해당 결정을 분석할 경우, 그 결정이 선택된 과

정을 비교적 잘 설명할 수 있다. 항공진흥협회 등의 항공산업 관계자들

은 각종 세미나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부대표와 정치인에게 감면제도

의 존속 필요성을 직접 역설하고, 학술지 기고나 언론을 통하여 국민적

공감을 유발하는 등 일몰시기 유예결정의 분위기를 조성했다. 또한 항공

산업 관계자들은 원산지증명문제를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첨단항공과장에, 제조업 전반의 침체 우려를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

책관․자동차항공과장에 전달하였을 것이다. 각 부처로 전달된 요청은

중앙부처 및 정치인이 함께 참여하는 의사결정과정에 반영되었을 것이

고, 여러 논의 및 타협과 흥정 끝에 해당 절충안이 도출된 것이라고 해

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제2기 또한 세 가지 모형 중 정부정치모형

에 의한 분석이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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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제3기(2016년 ～ 2018년) 분석

제3기는 일몰규정을 다시 한 번 2년 유예하는 관세법 개정안이 제출된

해(2016년)부터 2018년 일몰시점이 다시 3년 유예되는 내용이 담긴 관세

법 개정안(의원입법)이 제출되어 통과된 시점(2018.12.31.)까지의 시기이

다. 관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부터 기간을 상정한 제2기와 달리, 제3

기를 관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1년이 지난 2016년부터 시기를 구분한

이유는 2016년부터 TCA가입이슈가 본격적으로 항공기부분품 관세감면

제도와 결부되면서 정책결정과정이 더욱 복잡하게 전개되기 때문이다.

즉, 이 기간에서는 TCA이슈가 결부된 상태에서 제도의 일몰시점이 이미 입

법화되어 착수가 가까워지는 시기에 각 행위자들이 보이는 양상을 다룬다.

1. 합리적 행위자 모형에 의한 분석

1) 행위자 및 행위자의 목표

제1기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합리적 행위자 모형의 행위자는 단일 의

사결정존재로서 정부이며, 행위자의 목표는 국가이익의 극대화이다.

2) 결정상황

① 한-EU FTA 발효 및 ITA협정 체결(2015년)

2011년 한-EU FTA가 잠정 적용된 이후 만 4년 5개월이 지난 2015년

말(2015.12.13.)에서야 전체발효 되었다. 이후 각 국은 국장급 비공식 협

의를 통해 세부조항을 정비해나갈 예정이었는데, EU는 항공기부분품 분

야에서 면세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82). 한국 정부는 이러한 EU의

82) ◯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이상원 : 산업부에서 EU를 추진하고 있고

15년 12월에 국장급 비공식 협의를 통해서 하기로 하고 있는데 이제 FTA라

는 게 이 안건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비교형

량해서 해야 된다는 산업부의 입장이고 한데, 아까 말한 대로 한 2년, 3년 이

렇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저희의 입장은 이것을 과세를 해야……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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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를 하나의 협상수단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시기에 관세

법 개정안(2016년)이 심의되고 있었다.

한편, 2015년 WTO 정보기술협정(ITA) 확대 협상이 체결83)되어 반도

체 등 첨단 IT제품은 관세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대만·일본보다 관련 분

야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었다. 감면 기간이

연장된 항공기 부분품과 달리 반도체의 경우 2015년부터 감면율이 축소

되어 2016년 60%수준이었고, 예정대로라면 2019년 반도체제조장비 부분

품에 대한 감면제도가 폐지될 상황이다. ITA협정 발효까지 3년 정도 경

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반도체제조장비 부분품에 대한

감면제도도 일몰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19년부터 다시 재개되는 관세법

개정안(2016.09.02. 정부안)84)을 제출할 예정이었다.

② 경기회복세 및 관리재정수지 개선, 항공부품감면액 상대비중 증가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15년 2.8% 수준에서 2016년 2.9%, 2017년

3.2%으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리재정수지도 2009년(-43.2

조 원) 이래 최하위 수준인 2015년–38조 원에서 –22.7조 원(2016년),

-18.5조 원(2017년)으로 개선되는 양상이 나타났다85). 이러한 경기 호조

측에서는 이것을 해 달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기 항공 산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면세로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는 이것을 감

면을 줄여 나가면 레버지리로 해서 다른 것을 받아 낼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좀 있고……(제20대 제346회 제5차 조세소위원회 中)

83) 정보기술협정(ITA)은 TCA와 같이 WTO 부속협정의 일부로서 첨단산업

교역을 자유화하기 위해 IT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WTO국가들 사이에

관세를 철폐하는 협정이다. 1차 협상이 타결된 1996년에는 반도체, 휴대폰,

컴퓨터 등 203개 IT 상품이 개방되었으며. 2015년 2차 협상 타결로 반도체를

포함한 소재·부품·장비 등 연관 제품까지 무관세가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84)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한 관세 감면의 감축 유예(안 법률 제11602호 관세법 일부개

정법률 부칙 제14조제2항)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에 대한 반도체 제조용 장

비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한 관세 감

면 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관

세 감면율을 2017년 및 2018년에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60,

2019년 분은 100분의 40, 2020년 분은 100분의 20으로 각각 정하여 반도체

제조용 장비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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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부 입장에서 더 이상 기존과 같이 경기부양 차원에서 조세지출을

지속하기 위해 감면제도를 유예할 필요가 없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항공기부분품 관세감면액이 관세수입액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은

증가하여 해당 제도의 일몰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였다.

[그림 11] 총 관세수입액 대비 항공기부분품 관세감면액

③ 지능정보기술86)의 급속한 발전(4차 산업혁명 이슈)

2016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에서 제4차 산업

혁명87)에 대해 논의된 뒤로 이 개념이 국내에 널리 알려지게 된다. 4차

산업혁명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 향후 지능정보기술이 빠르게 발전하여

기존의 산업구조와 생활양식을 이전과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이라는 기

대 때문이다. 이러한 지능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

는 미래창조과학부 주도 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작성된 「제4차 산업혁

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2016.12.27.)을 발표한다.

제3기에 해당하는 2016년～2018년에는 4차산업과 지능정보지술과 관련

85) 국세수입 206조... 4년만에 '세수결손' 탈출, 디지털타임스, 2016.01.12.

86) 지능정보기술은 기계가 인공지능과 ICBM(IoT, Cloud, Big Data, Mobile)

등 ICT 인프라를 통해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하고 인간의 고차원적인 인지․

학습․추론 능력을 구현하는 기술을 의미한다.(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

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 2016.12.27.)

87) 제4차 산업혁명은 물리적, 생물학적, 디지털적 세계를 빅 데이터에 입각해서

통합시키고 경제 및 산업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신기술로

설명될 수 있다(Klaus Schwab, World Economic Forum, 2016.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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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진흥 및 대응책이 모색되고 추진되는 시점이었

다. 이 과정에서 최첨단기술 및 융․복합산업의 육성도 이루어졌는데, 항

공정비 및 항공우주산업(항공제조) 또한 이에 해당하는 것이었다88).

3) 정책결정의 양태

① 일부개정 관세법(2016.12.20.)

합리적 행위자인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충, 조세의 합리화와 함께 주요

산업육성 및 기술력 확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측면도 고려하여 가장

많은 목표가 달성되는 최적의 대안을 채택하여 정책을 결정할 것이다.

한국의 경제상황 및 조세지출구조만 볼 때는 항공기 부분품 관세감면

제도의 일몰이 시작되도록 하는 대안이 채택되어야 했다. 이러한 판단에

는 2015년 말부터 EU와 통상협정을 진행하기 시작하였으므로, EU에 협

상카드로 사용될 수 있는 항공기 부분품 관세감면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추가로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도 고려되었다. 따라서 합리적 행위자모형

으로 볼 때 정부는 감면제도의 일몰화를 추진할 것이라 예측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정부는 여러 상황적 요인을 감안해 “한시적 유예” 대안

(항공기부분품 관세감면제도의 일몰 시점이 2년 유예된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채택하였다. 반도체제조업의 불황으로 이미 반도체 부분품에

대한 관세감면을 연장해주기로 결정한 상황89)에서 항공기부분품에 대해

서만 일몰화를 시작하는 것은 조세형평원칙에 배치되는 판단이었을 것이

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려는 당시의 기조를 감안할 때에도, 첨단

기술 개발과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첨단기술의 집약체이자 방위산업

과 관련된 항공산업의 육성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는 합리적 결정이라

볼 수 없으므로 본 사례에는 대안적인 분석 모형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② 일부개정 관세법(2018.12.31.)

일몰 시점이 다시 도래한 2018년 말에도 정부는 관세감면제도에 대한

여러 대안 중 “부분 유예” 대안을 선택하였는데, 이 경우 또한 타협에 의

한 결정으로 볼 여지가 있어 다른 분석 모형으로 해석해볼 필요가 있다.

88) 4차산업혁명 시대 글로벌 항공강국으로 도약, 산업부 보도자료, 2017.04.19.

89) 반도체 장비에 관세 붙는다…가격 협상력 낮은 업계 `이중고`, 전자신문, 2015.01.08.



- 64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대안(2016. 12. 01. 기획위원장)
부칙 제14조(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89조제1항에서 정한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에 대한 제89조제1항제1호의
세율불균형물품의 관세감면에 관하여는 제8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
하고 다음 표의 기간 동안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적용기간 및 감면율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0분의 100 100분의 80 100분의 60 100분의 40 100분의 20

② 제89조제1항에서 정한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에 대한 제89조제1항제2호의
세율불균형물품의 관세감면에 관하여는 제8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
하고 다음 표의 기간 동안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적용기간
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적용기간 및 감면율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0분의 60 100분의 40 100분의 2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대안(2018. 12. 01. 기획위원장)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제1항제1호의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
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수출한 후 외국에서 수리ㆍ가공되어 수입되는 부분
품과 원재료의 가공수리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관세를 감면한다.

1.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4의 민간항공기무역에
관한 협정 대상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관세 감면에 관
하여는 다음 표의 기간 동안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적용기간
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적용기간 및 감면율
2019년 5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0분의 100 100분의 80 100분의 60 100분의 40 100분의 20

2. 제1호 이외의 물품의 관세감면에 관하여는 다음 표의 기간 동안 수입신고
하는 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적용기간 및 감면율
2019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0분의90 100분의80 100분의70 100분의60 100분의50 100분의40 100분의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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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행태 모형에 의한 분석

1) 행위자 및 행위자의 목표

조직행태 모형에서 행위자는 제1․2기에서 전술한 ①기획재정부 세제

실 관세정책관 관세제도과(관세정책), ②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정책

관 첨단항공과(항공운송․항공정비), ③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 제조

산업정책관 자동차항공과(항공제조) 외에도 ④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

실 소재부품산업정책관 반도체디스플레이과(반도체제조) 및 ⑤산업통상

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실 신통상질서정책관 세계무역기구과(FTA․IT

A․TCA추진)가 포함된다. 제3기에서는 산업통상부 내 크게 두 유형의

행위자가 추가로 등장하는데, 이는 ITA협정 체결에 의한 반도체제조장

비 부분품 감면기간 연장이슈와 항공기부분품 관세감면제도의 대안으로

서 TCA가입이슈가 의사결정 내용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행위자의 목표는 ①경제지표 개선 및 재정건전성 확충(기획재정부), ②

항공운송업 및 항공정비업의 진흥(국토교통부), ③항공․반도체 제조업의

진흥(산업통상자원부), ④수출확대 및 자국 산업보호(통상교섭본부90))이다.

2) 결정상황

① 한-EU FTA 발효 및 반도체 제조산업의 경영난 심화

한-EU FTA 정식 발효 이후, 통상교섭본부는 EU와 세부조항을 협의

하는 과정에서 EU가 항공기부분품 분야에서 면세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

이었기 때문에 협상카드로서 항공기 부분품 관세감면제도의 폐지가 필요

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생산실적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 반도체장비부분품 관세감면제도의 일몰유예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90) 통상교섭본부는 이전 외교통상부에서 통상분야를 다루던 조직에 해당한다.

2013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차관급으로 설치되었으나,

국내 산업진흥과 관련된 기존 산업부 조직들과는 업무특성이나 조직문화가

달라 사실상 별개의 행위자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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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기회복세 및 관리재정수지 개선, 항공부품감면액 상대비중 증가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경기회복으로 조세지출에 의한 경

기부양의 필요성이 작아졌고, 항공기부분품 관세감면액이 전체 관세징수

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는 상황이라 해당 감면제도의 폐지 필

요성을 이전보다 더 크게 느꼈을 것이다.

③ 정권변동기

제19대 대통령 선거일(2017년 5월) 전후로 두 차례의 관세법 개정

(2016년, 2018년)이 있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가 비

교적 유사했던 반면, 문재인 정부의 경우 국정기조가 크게 바뀌었다. 이

는 각 정부부처의 주요 업무추진방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예시로,

기획재정부의 경우 과세형평 제고에 보다 무게를 두게 되었다91).

3) 정책결정의 양태

해당 시기에 기획재정부는「국가재정운용계획(2016～2020)」을 토대로

활동했다고 볼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전부터 실시해오던 비과세․감

면제도의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항공기부분품 관세감면제도의 일몰화를

검토하였을 것이고, 기존의 폐지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해당 제도의 일몰

화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였을 것이다. 특히 2017년 정권변

동 이후 2018년 관세법 개정시기에는 일부 대기업(대한항공, 아시아나)

에 감면혜택이 집중되는 비과세․감면제도라는 점에서 해당 제도의 일몰

화를 강하게 추진하였을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제2차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2010～2019)」에 따른

항공정비․항공제조산업의 육성정책은 제2기때와 같이 유지되므로 별론

으로 하더라도, 반도체산업의 경영난 심화로 반도체제조장비 부분품의

관세감면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그에 대한 일몰유예를 추진하였을 것이

91)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15.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친화적 세무행

정 구축)에서 ’17년부터 대기업 과세를 정상화하기 위해 대기업 대상 비과세ㆍ

감면을 지속정비하고 중산층ㆍ서민 등의 세제 지원은 확대하겠다고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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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노력은 정부안(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9.02.)에 반영92)된다.

2018년 관세법 개정 시기에는 항공정비․항공제조의 육성차원에서 관세

감면의 일몰유예를 위해 노력하였을 것이다.

다만 FTA 담당조직인 산업통상자원부 내 통상교섭본부의 경우 오랜

기간 추진해온 한-EU의 부대조건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확정발효(2015

년) 이후 EU로부터의 요구사항을 듣고 협상카드로서 항공기 부분품 관

세감면제도의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2016년경 기획재정부의 입장

과 같이 일몰이 시작되는 쪽으로 노력하였을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경우는 2014년 수립한「제2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15～

2018)」을 토대로 항공운송 및 항공정비산업 육성정책을 지속하였는데,

이 시기에 항공운송업계가 침체되어 관세감면제도의 유예를 위한 법 개

정을 위해 노력하였을 것이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는 2016년, 2018년 관

세법 개정을 통한 두 차례의 항공기부분품 관세감면제도의 유예이다.

이와 같은 각 정부부처의 특성과 행태는 2016년 관세감면의 2년 유예,

2018년 일부수정 및 관세감면 3년 유예라는 절충안이 준해결적 결과로서

나타났다. 2016년 관세법 개정의 경우 반도체제조장비 부분품의 관세감

면 연장에서 시작된 관세법 개정안(정부안)이, 각 정부부처의 입장을 모

두 반영하는 과정에서 반도체제조장비와 항공기 부분품의 관세감면 모두

를 연장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정에는 반도체제조산업과 항공제조산업 그리고 통상기능을 모

두 다루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역할이 비교적 컸을 것으로 보인다.

2018년 관세법 개정의 경우 기존 관세법의 개정형태(부칙개정을 통한

일몰화 연장)와 다르게 제정되었는데, 이는 관세감면 유예대상을 항공기

부분품 중 TCA대상품목인 232개와 나머지로 구분하여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92)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한 관세감면의 감축유예(안 법률 제11602호 관세법 일부개정
법률 부칙 제14조제2항)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에 대한 반도체 제조용 장비
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한 관세 감면
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관세
감면율을 2017년 및 2018년에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60, 2019
년 분은 100분의 40, 2020년 분은 100분의 20으로 각각 정하여 반도체 제조
용 장비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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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정치 모형에 의한 분석

1) 행위자 및 행위자의 목표

제1기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정부정치 모형의 행위자는 각 부처대표와

정치인만을 행위자로 상정하고, 외부요인으로 이익집단의 정치적 압력을

상정한다. 이번 결정과정에서도 기획재정부 대표로서 제1차관이 일부 참

여하였다. 행위자의 목표로 각 부처대표는 자신이 속한 부처의 조직목표

와 대표 개인으로서 사적인 목표를, 정치인은 재선 승리․주요 보직 수

여 등의 정치적 목표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결정상황

① 행위자 간 권력분포

2016년 관세법 개정의 경우 부처 간 연합이 발생하면서 권력분포도가

변화했다는 것이 특징적93)이다. 전술한 것처럼 통상 항공기부분품 관세

감면제도에 대한 결정과정에는 기획재정부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

부보다 더 큰 결정권한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최고

지도자가 크게 관심 갖는 한-EU FTA 구체화94)기능을 수행하던 당시의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획재정부와 대등한 수준의 결정권한을 갖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책결정권한이 커진 산업통상자원부의 영향으

로 당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연합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권한

은 기획재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권한 이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관세법 개정시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기능이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여, 기획재정부가 가장 큰 정책결정권한을 행사할 것이다. 그리고

정치인의 경우 헌법에서 부여한 입법권을 지니고 있으므로 각 부처대표

보다 더 큰 정책결정권한을 갖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93) 산업부는 계속 관세감면 폐지반대에 가까운 입장이었으나, 명시적인 반대의견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그러다 TCA이슈가 결부되면서 강하게 반대하기 시작했고,

국토교통부와 연합하여 기획재정부에 대응하는 행태가 나타났다.

94) 朴대통령, EU와 정상회담…교역·투자 확대, 北 인권문제도 공유, 조선일보, 201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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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익집단의 압력

제3기에 항공기부분품 관세감면제도 폐지결정과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

한 이익집단은 제1기와 동일하게 한국항공협회와 한국항공우주산업이다.

이 시기 이익집단의 압력도 가시적으로 나타난다. 각종 세미나 및 간담회

를 개최하여 정부대표와 정치인에게 그 필요성을 직접 역설95)하기도 하고,

학술지 기고96)나 언론97)을 통하여 국민적 공감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③ TCA 가입이슈 확산

2014년 관세법 개정 이후 항공기부분품 관세감면제도의 대안으로 논의

되기 시작하여 2017년 정책토론회를 통해 공론화하였으며, 2018년경부터

는 언론보도가 증가98)하는 등 TCA 가입이슈가 빠르게 확산되어 정부의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3) 정책결정의 양태

① 일부개정 관세법(2016.12.20.)

제346회 기획재정위원회 5차 조세소위원회(2016.11.21.)에서 기획재정

부 1차관은 당초 이미 4년 간 해당 제도에 대해 유예를 한 상황이므로

다른 감면제도 폐지 사례들과 형평성 측면에서 볼 때 더 유예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는 산업부와

95) 항공기부품 교역자유화을 위한 정책토론회(2017.12.06.)에서, 한국항공협회

등 항공업계는 "항공 부품 관세 감면 제도 연장해 경쟁력 강화해야" 주장함

96) 김광옥(2017). 항공기 부품 교역 자유화 방안에 대한 소고 : 항공운송산업을

중심으로, 항공진흥 제65호, pp.9-15.

97) [역주행하는 정부정책]③ 항공업계, 부품 관세 감면 단계적 폐지에 '경쟁력

약화' 우려, 뉴데일리, 2018.01.15.

항공부품 관세 움직임에…항공업계 "심각한 타격" 우려, 머니투데이, 2018.4.27.

항공부품 관세 부과 임박…부처 간 협의는 ‘하세월’, 헤럴드경제, 2018.06.20.

오너리스크에 목소리 못내는 항공업계…‘부품 관세’ 강풍 그대로 맞나, 시사저널e, 18.7.16.

98) 정부 "민간항공기협정 가입 안한다"… 항공업계 "稅부담" 반발, 한국경제, 2018.05.06.

"TCA는 항공산업 발전 족쇄…눈앞이익에 미래산업 싹 마른다", 뉴스토마토 2018.5.30.

TCA 가입 놓고 ‘갈등’…“항공산업 경쟁력 확보” vs “제조산업 보호 필요”,

이투데이뉴스, 2018.06.19.

항공업계, 중요성 부각되는 ‘TCA’…정부 외면 어디까지?, 위키리크스한국, 18.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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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A가입 및 원산지증명 규정에 대한 FTA 개정 등에 대해 협의를 하는

중이나, 협의절차가 길어지면 4년가량 걸릴 수 있는 만큼 관세감면제도

의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직 내부에서도 입장이 다소 갈렸는데

산업정책실의 자동차항공과의 경우 항공제조업과 항공정비업의 진흥을

위해 관세감면이 유예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통상교섭본부의 경우

한-EU FTA 협상을 위해서는 관세감면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

다. 다만 TCA가입에 대해서는 향후 항공제조 및 정비산업에 대해 지원

이 금지될 수 있어 산업부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해당 안건은 통상협정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속기록

에 남기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으로 구체적인 협의내용이나 향후 계

획을 파악하기는 어려웠으나99), 두 차례의 조세소위(제5차․제10차) 사

이에 각 행위자는 정치적인 타협과 흥정을 벌였을 것이며, 그 결과 당초

의원입법안에서 일몰시기 4년 유예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2년 유예로

수정하는 대안이 채택되었을 것이다.

② 일부개정 관세법(2018.12.31.)

2016년 관세법 개정안 심의 당시 향후 TCA가입을 전제로 항공기부분

품 관세감면제도를 2년 유예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TCA가입에 대한 국

토부의 입장(찬성)과 산업부의 입장(반대)이 대립하는 양상이 나타났고,

결국 TCA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공식입장100)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항공기부분품 관세감면을 추가로 5년 유예하는 2018

년 관세법 개정안을 심의하게 되었다. 원 논의는 항공기 부분품 관세감면

제도의 폐지 시점을 추가로 더 미루느냐 였지만, 항공기 부분품 관세감면

제도의 대안으로서 TCA가입 가능성에 대해 논의를 함께 하게 되었다.

통상교섭본부 세계무역기구과장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으로 TCA가입

99) ◯ 소위원장 이현재 : 이것은 아마 외국하고 관련된 것이니까 속기록에 부대의
견을 남기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겁니다, 혹시 통상마찰 우려가 있을 수 있으니까.

◯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 협정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에 있어서 그런 부대
의견을 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제346회10차 조세소위원회 中)

100) [단독] "얻을게 없다" 정부, TCA 가입 않기로, 서울경제, 2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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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 관세감면제도 연장 찬성의 입장을 밝혔고101),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관세감면 연장과 TCA가입에 모두 찬성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관세감면을

반대하는 것은 기획재정부 뿐이었다. 이후의 논의는 의회 속기록에 남지

않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비공식적 타협과 흥정을 거쳐

TCA 대상품목에 대해서 3년 유예, 그 외 품목에 대해서는 내년(2019년)

부터 일몰에 착수하되 단계적 폐지기간을 늘리는 절충안이 채택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관세감면제도의 유예를 유일하게 반대하는 기획

재정부 관세제도과장의 입장102)이 크게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그림 12] 항공기 부분품 관세감면제도 등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별 입장 정리

- 한국항공협회(KCA) : FTA을 통한 관세감면은 원산지증명 문제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

며, 세계적 추세에 따라 TCA가입이 필요함. TCA가입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 현행과 같

이 관세법에 따른 관세감면 제도가 필요함. 

-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KAI) : 관세법상 예외규정에 따른 감면이나 FTA에 의한 감면

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찬성하나(부품 수입에 영향을 받으므로), 보조금 금지규정 때문

에 TCA가입 반대. 즉, 관세감면에 따른 혜택보다 보조금 지원에 의한 혜택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임.

- 기획재정부 : FTA 및 TCA 가입을 통한 감면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 없음. 다만, 기존 

관세법에 의한 관세감면제도는 반드시 개혁할 것이라는 입장.

- 국토교통부 : 한국항공협회와 유사한 입장. 반드시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며 관세감면효과 유지 그 자체에 대해 관심을 보임.

- 산업통상자원부 : 보조금 금지규정이 문제가 될 소지가 존재하므로 TCA가입 반대. 통상

담당 주무부처로서 FTA를 통한 관세감면의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임(원산지증명을 위해

서 기존 협상국과 추가적인 협상을 진행해야하는데, 이를 위해 한국에서 유인을 제시할 

수단이 마땅히 존재하지 않음). 관세법에 따른 감면제도를 반드시 선호하는 것은 아니

나, 그로 인해 TCA가입이 문제된다면 기존의 관세법에 따른 감면제도를 유지하는 쪽으

로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으로 추정됨(2019. 6. 3. 항공산업육성국회토론회 중 발언).  

101) 2016년경 통상교섭카드로서 사용하기 위해 이전에는 관세감면제도의 폐지

를 선호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나(제346회5차 조세소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재

산소비세정책관의 언급), 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과장이 제364회 제6차

조세소위원회에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102) ◯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장 진승하 : 선진국 32개국은 TCA 항공협정에

가입해서 252개 품목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하고 있고, 252개 품목 이외에 대

해서는 정상적으로 세율을 부과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제도는

252개 품목이 아니라 모든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선진국보다 한 30% 정도의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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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형별 분석의 설명력 비교

정부가 합리적 행위자라면 재정건전성 확충, 조세의 합리화와 함께 주

요 산업육성 및 기술력 확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측면도 고려하여

가장 많은 목표가 달성되는 최적의 대안을 채택하여 정책을 결정할 것이

다. 제3기 사례를 합리적 행위자 모형으로 분석할 경우, 한국의 경제상황

및 조세지출구조만 볼 때는 항공기 부분품 관세감면제도의 일몰이 시작

되도록 하는 대안이 채택되어야 했다. 그러나 실제로 정부는 여러 상황

적 요인을 감안해 “한시적 유예” 대안(항공기부분품 관세감면제도의 일

몰 시점이 2년 유예된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채택하였다.

상황적 요인을 감안안 절충안은 기술적 관점에서 해석될 수 없는 현상

이다. 따라서 본 사례는 정치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조직행태모형과 정부

정치모형을 통해 분석될 필요가 있다. 조직행태모형은 이해관계를 달리

하는 각 정부부처의 입장을 모두 반영하는 과정에서 2016년, 2018년 관

세법 개정법률이 결정되었다고 해석한다. 2016년 관세법 개정은 반도체

제조장비 부분품의 관세감면 연장을 하고자 하는 기획재정부의 입장과,

타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논거로 하는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

부의 입장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결정된 것이다. 그리고 2018년 관세법

개정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의 TCA에 대한 입장차이로

관세감면 유예대상을 항공기 부분품 중 TCA대상품목인 232개와 나머지

로 구분하여 대상품목에 한해 연장되는 쪽으로 결정된 것이다.

그러나 조직행태모형으로는 절충안의 결정과정을 구체적으로 해석해낼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 과정은 정부정치모형을 통해서 해석될 수 있

다. 2016년 개정안은 TCA가입 및 원산지증명 규정 관련 FTA 개정 등

의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결정된 것이다. 2018년 개정안은

해당 협의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가장 직접적으로 효과가 미치는 TCA

대상품목에 한하여 유예를 결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제3기

도 정부정치모형을 통한 분석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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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모형별 설명력 평가 및 분석의 종합

1. 모형의 설명력 평가

본 연구대상인 항공기부분품 관세감면제도 폐지과정을 Allison의 각 모

형으로 분석한 결과, 해당사례에 비교적 적합한 모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합리적 행위자 모형의 설명력 평가

정부는 합리적 행위자로 보는 해당 모형에 따르면 여러 제약조건 하에서

국가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안을 택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정부의 결

정은 절충안(관세감면제도의 유예)이 채택되었다. 그리고 합리적 행위자라

면 주어진 모든 상황에 대한 정보를 지니고 일관된 목표 하에 선택가능

한 대안을 분석하여 가장 기대이익이 큰 대안을 선택하여야 한다. 그런

데 본 연구사례에서는 매 일몰착수시점이 임박해서야 유예되어야 하는

이유들이 검토되기 시작하였고, 정책목표를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운 절

충안이 대안으로 채택되는 일이 반복되었다.

합리성의 여러 가정을 완화하여 매 결정이 임박한 시점에서 주어진 조

건 하에 가장 최적의 대안을 채택한 결과라 보더라도, 일련의 결정을 모

아서 보면 여전히 비일관적인 행태가 나타난다. 따라서 본 연구사례는

합리적 행위자 모형으로는 설명이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모형의

예측과 실제의 불일치는 해당 모형이 지나치게 이상적인 가정(완전한 정

보, 정책선호의 일관성 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조직행태 모형의 설명력 평가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부처 간 갈등현상103)을 감안할 때, 정부는 단일

한 행위자라는 합리적 행위자 모형이 상정한 가정에 다소 의문이 드는

103) 박순애, 박치성(2008). 중앙부처간 협력․갈등관계에 관한 네트워크 분석:

국가표준업무 관련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제4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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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사실이다. 정부를 반독립적인 하위조직으로 구성된 집합체로 보는

조직행태 모형은 이러한 의문점을 일정부분 해소시켜줄 수 있다. 항공기

부분품 관세감면제도는 항공이라는 전문적 분야에서의 이슈이므로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물론, 각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또한 소관 국․과 단위 관료가 아니면 자세히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조직행태 모형이 본 정책결정과정은 각 담당부처 및 부서의 의견을 존

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 되게 되며, 각 담당부처 및 부서의 의견은 서

로 다른 표준운영절차와 조직문화를 지니는 조직특성의 제약 하에 형성

된 것이다. 각 항공산업 담당부처 및 부서도 전술한 바와 같이 서로 다

른 조직목표를 지니며, 소관업무의 영향을 받아 상이한 조직문화를 지닌

다. 본 연구주제인 항공기부분품 관세감면제도 폐지의 유예결정은 항공

산업의 진흥과 상황적 요인을 고려하여 시기상조라는 각 주무부처들의

의견이 반영된 준해결적 산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조직행

태모형을 통해서는 공식적인 정부의 입장이 내부적으로 각 정부부처간

의견조정과정을 거쳐 어떻게 형성되는지 파악하는 데 용이하다.

그러나 조직행태모형은 비일상적인 상황에서의 결정을 제대로 설명하

기 어렵다. 항공기 부분품 관세제도 폐지의 결정과정에서도 두 번의 정

권변동과 일정시점 TCA가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 발

생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의 입장이 번복(TCA가입고려-TCA미가입

입장발표-추후 재논의)되고, 고려되지 않았던 제3의 대안(2018년 개정에

서 TCA대상품목 한정 관세감면 3년 유예)되는 일이 나타났다. 이러한

의사결정과정은 기존부터 존재해 온 정부부처들의 특성과 행태에 기인한

결과물로만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따라서, 정책의 정치적 의사

결정과정을 보다 상세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부정치 모형이 필요하다.

3) 정부정치 모형의 설명력 평가

정부정치 모형은 관료조직이라는 조직특성을 기본전제로 한다는 점에

서는 조직행태 모형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조직의 타성보다는 관료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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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간의 “정치적 타협과 흥정”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항공

기부분품 관세감면제도 폐지정책에 대한 결정과정에서는 상례화된 정부

부처의 입장(기재부의 관세감면 폐지 주장 및 국토부․산업부의 관세감

면 존치 주장) 이외에도 부처 내부에서의 입장 재정립(관세감면 폐지를

선호하는 통상교섭본부와 관세감면 유지를 주장하는 산업정책실의 대립

후 관세감면 유지로 산업부 대표입장 결정)이나, 국토부․산업부의 연합

형성을 통한 기재부의 주장 저지 등 다양한 타협과 흥정과정이 나타났

다. 정부정치 모형은 이러한 측면의 정책결정과정을 보다 자세히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반면, 정부정치 모형은 관료들의 정치적 흥정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고

위 정책결정자의 합리성을 과소평가하는 측면이 있다. 실제 정책결정은

그저 의도하지 않은 관료들의 정치적 타협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대체로 그 결과물로서의 정책결정은 거시적으로 볼 때 국가이익에 부합

하는 것이 선택된다. 항공기 부분품 관세감면제도의 유예결정 또한 거시

적으로 볼 때 주요 방위산업의 일부이자 신성장동력으로서 기능할 수 있

는 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목적104)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측

면이 정부정치 모형을 통한 분석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사례 분석에 정부정치모형을 적용하되, 조직행태모형과

합리적 행위자모형의 분석이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제2장 제

2절에서 이익집단의 영향력을 외부변수(결정상황)로 가정하였는데, 실제

정책결정과정에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참여자들도 공식적으로 참여하

는 경우가 많으므로 분석의 일반화와 다각화를 위해서는 Wilson의 규제

정치이론 등이 가정을 완화하여 보완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04) 정부, 2020년 '항공산업 G7' 목표…수출 100억佛·300개 기업육성, 뉴시스, 2010.10.21.

朴대통령 "방위산업, 창조경제 핵심분야로 키울 것", 뉴시스, 20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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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의 종합

Allison은 쿠바 미사일 위기에 대한 정책결정과정을 합리적 행위자, 조

직행태, 정부정치 모델을 각기 적용시켜 설명을 시도해본 후, 하나의 정

책결정 사례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모델을 병용해야한다는 결

론을 내렸다. 본 연구에서도 Allison의 연구와 유사한 방법으로 항공기부

분품 관세감면폐지에 대한 정책결정과정을 시기별로 나누어 Allison의 모

형들을 통해 각각 분석하여 그 내용을 비교해 보았는데, 이 과정에서 각

모형만으로는 포착되지 않았던 정책결정과정의 여러 측면들이 드러났다.

세 가지 모형의 분석결과를 비교해보면, 정부정치 모형을 통한 분석이

본 연구대상에 대한 비교적 타당한 분석결과를 제공한다. 그 이유로 첫

째, 항공기부분품 관세감면제도의 지속적 유예과정은 단순히 합리적 행

위로 보기 어렵다. 비록 경기부양 및 특정산업의 육성을 위해 일몰기간

을 연장한 것이라 할지라도, 매번 감면이 시작되기 직전에 기간이 유예

되는 것이 일관된 선호와 판단에 의한 행위라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조직행태모형에서는 이러한 비합리적 결과의 원인을 각 정부부

처 간의 행태특성에서 야기된 준해결적 결과물이라 해석될 것이다. 그러

나 결과적으로는 매번 유예결정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각 일몰착수시

점에서 일몰화를 강행하려는 노력과 저지하려는 노력이 상충하였으며 그

결과 한시적 유예결정이 된 것인데 정부부처의 행태특성만으로는 이러한

역동적이고 복잡한 의사결정과정을 충분히 설명해내지 못한다.

셋째, 정부정치모형은 조직행태를 포함한 각 의사결정 참여자의 특성

과 결정상황을 모두 고려하기 때문에 다른 두 모형보다 본 연구사례에서

나타난 각 시기별 비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을 비교적 잘 설명해낸다고

볼 수 있다. 합리적 행위자 모형과 조직행태 모형으로 세 가지 시기(제1

기, 제2기, 제3기)를 분석할 경우 각 시기 모두 유사한 상황과 동일한 결

과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정부정치 모형을 활용할 경우 각 시기

는 서로 다른 행위자가 상이한 상황에서 정치적 게임을 벌여 우연히 나

타난 별개의 결과물들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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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의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각 부처 및 관료 개인의 이해관계와 조직특성, 그리

고 한 국가 내 형성된 제도 간 상호작용이 항공기부분품 관세감면정책

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Allison의 세 가

지 모형을 이론적 분석틀로 삼아 항공기부분품 관세감면정책의 표류과정

을 시기별로 나누어 분석해보았다. 이러한 분석 과정을 통해 서론부에서

제시한 세 가지 연구목적(①항공기부분품 관세감면제도와 관련된 각 부

처 및 관료 의 이해관계와 조직특성, 제도의 파악, ②정책결정의 양태,

③정책이 표류하게 된 이유)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1) 관련된 각 부처 및 관료의 이해관계와 조직특성, 제도

항공기부분품 관세감면제도와 관련된 정부부처는 기획재정부, 국토교

통부, 산업통상자원부로 볼 수 있고, 그와 관련된 관료들은 해당 분야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관세정책관 및 관세제도과장, 국토교통부 항공정책

관 및 첨단항공과장,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 및 자동차항공과,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신통상질서정책관 및 세계무역기구과장이다.

이들의 조직목표는 ①경제지표 개선 및 재정건전성 확충(기획재정부),

②항공운송업 및 항공정비업의 진흥(국토교통부), ③항공․반도체 제조업

의 진흥(산업통상자원부), ④수출확대 및 자국 산업보호(통상교섭본부)이

고, 각 정부부처 내 관료들은 조직목표의 달성과 함께 개인적 목표(업무성

과 달성․정책이념의 실현)도 함께 달성하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한다. 각

정부부처 관료들은 조직목표와 담당업무처리에서 형성된 표준행동절차

및 조직문화를 조직특성을 전제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정책결정과

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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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부분품 관세감면정책과 관련 있는 제도로는 국정과제, 항공정책

기본계획(국토부) 및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산업부)에 기반한 항공정비

산업 및 항공우주산업 육성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기재부), 한-EU FTA

와 ITA 체결(산업부 통상교섭본부) 등이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정책결

정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외에도 4차산업혁명 이슈, TCA 이슈의 확

산 등 특정한 정치경제적 사건이나 국내경제상황 및 통상환경의 변화또

한 간접적으로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2) 정책결정의 양태

① 제1기(2012년～2013년)

항공기부분품 관세감면제도는 당초 FTA 발효로 감면제도의 실효성

감소와 감면혜택이 소수 대기업에 편중되어 특혜 소지 존재 등의 이유로

항공기부분품 관세감면제도에 대해 감면율을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축

소시켜 2016년 폐지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하였으나,

국회 기획재정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계적 폐지방향은 유지하되 완충

기간을 늘리고(3년→4년), 그 일몰시작 시점을 2년 유예한 2015년부터로

하는 관세법 개정안이 통과(2013. 1. 1.)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합리적 행위자 모형으로 볼 때 예측되지 않는 현상이

다. 합리적 행위자 모형으로 본 정부결정은 완전한 정보를 토대로 이루

어지는 것이므로 시기에 따라 결정이 변동되지 않는다. 설령 가정을 완

화하여 예측 불가능한 외부요인을 고려하더라도 당초 고려된 ‘경기지표

및 항공 산업진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 예측되지 않으므로

개시시점을 1년 유예하는 것은 향후 추가적인 유예가능성을 남기는 선례

만을 만드는 비합리적인 행위일 것이다. 그럼에도 실제로는 유예되었다.

조직행태 모형으로 보면 이러한 결정은, 해당 제도를 폐기하려는 기획

재정부와 항공정비산업 육성정책 등 기존에 추진하던 정책진행과 소관산

업인 항공운송․정비․제조산업의 진흥을 위해 해당 제도의 존속을 바라

는 건설교통부 및 지식경제부의 입장이 모두 고려된 준해결적 산물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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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어떻게 각 부처의 입장이 고려되어 해당 대안이 채택되었는지는 조

직행태모형으로 분석되기 어렵다.

이는 정부정치 모형을 통한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다. 정부정치모형을

통해 해당 결정을 분석해보면 조세정책에 대해 의사결정권한이 타 부처

보다 강한 기획재정부가 일방적으로 관세감면폐지정책을 추진하고자 하

다가, 이익집단의 로비를 받은 정치인의 저지를 계기로 입법과정에서 비

공식적 타협과 흥정과정을 거쳐 산출된 결과물이 된다.

② 제2기(2013～2015년)

2015년부터 일몰화가 시작될 예정이었던 항공기 부분품 관세감면제도

는 FTA 활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절차의 준비기간 마련 등을 이유로

한 2014년 관세법 개정으로 다시 한 번 2년 유예가 되었다.

이는 합리적 행위자 모형으로 분석해보면, 정부가 현 시점에서 관세감

면제도 폐지의 시급성이나 필요성이 아직 크지 않고, FTA 활용을 통한

관세감면율이 예상보다도 저조하며, 경기침체 장기화로 자국 항공산업의

보호 및 육성 필요성이 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장기적 재정건정성 확충과

경기부양 모두를 달성하는 최적의 대안으로 판단하고 내린 결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재정적자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특정 산업육성을

위해 조세형평성을 저하시키면서 해당 감면제도를 존치시키는 것이 정말

합리적인 판단이었는지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조직행태모형을 통해 볼 때 해당 결정은 기획재정부가 합리적인 이유

로 해당 관세감면제도를 폐지하고자 하였으나, 기존에 추진하던 항공 관

련 정책의 진행과 소관 항공산업 진흥을 위해 해당 제도의 존속을 바라

는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대로 어느 한쪽으로도 결정되지

못하고 유예라는 절충안이 준해결적 산물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제1기와 동일하게 이러한 절충안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인지

까지는 해당 모형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정부정치모형으로 보면 이 결정은, 관세감면폐지정책 추진하고자 하는

기획재정부 관료가 소관항공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국토교통부 및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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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통상자원부 관료와 이익집단의 로비를 받은 정치인의 반대로 비공식적

타협과 흥정과정을 거쳐 산출된 정치적 산물이다.

③ 제3기(2016～2018년)

2017년부터 일몰화가 시작될 예정이었던 항공기 부분품 관세감면제도

는 FTA 재협상을 통한 원산지증명문제 해결 혹은 TCA가입을 추진하되,

추진기간을 감안하여 유예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2016년 관세법 개정으로

관세감면의 일몰화가 2년 더 유예 되었다. 그 이후 관세감면의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지만 TCA가입이 불리하다는 판단 하에, TCA 대상품목에 한

정하여 3년 더 일몰을 유예하는 관세법 개정안이 2018년 통과되었다.

합리적 행위자 모형으로는 정부의 결정을 정확히 분석해낼 수 없다.

2016년 일몰유예 결정과정에서 한국의 경제상황 및 조세지출구조, 한

-EU 통상협정 과정에서의 협상전략 측면을 고려할 때 정부가 관세감면

을 폐지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략산업 육성과

반도체제조장비와의 조세형평을 고려하여 “한시적 유예” 대안(항공기부

분품 관세감면제도의 일몰 시점이 2년 유예된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2018년 일몰 유예 결정또한 동일한 이유로 관세감면

을 폐지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조직행태 모형으로 볼 때 2016년 일몰유예 결정은 여전히 조직의 이해

가 모두 고려되는 과정에서 일몰유예라는 준해결적 산물이다. 당시 항공

기 부분품 관세감면제도를 폐기하고자 하는 기획재정부 입장이나, 기존에

추진하던 항공 관련 정책의 진행과 소관 항공산업 진흥을 위해 해당 제

도의 존속을 바라는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 및

자동차항공과의 입장은 제1기․제2기와 유사하다. 그러나 해당시기에는

기획재정부는 이미 반도체제조장비부분품 관세감면제도 일몰유예를 결정

하였기 때문에 조세형평적 측면을 고려하여야 했고, 산업통상자원부의 경

우 통상교섭본부 측에서 협상카드로 사용하기 위해 관세감면제도의 폐지

를 촉구하는 상황이었다. 즉, 이러한 입장이 모두 고려된 것이다. 그리고

2018년 일몰유예 결정은 기획재정부가 TCA 가입을 반대하는 산업통상자

원부와 TCA 가입을 찬성하는 국토교통부의 입장 대립을 제약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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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아 현실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인 조건부 유예(TCA대상품

목 한정 3년 유예)를 채택하여 나타난 준해결적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준해결적 산물의 과정은 정부정치 모형을 통한 분석에서 파악

될 수 있다. 2016년 일몰유예 결정은 더 이상 일몰의 연장이 불가하다는

기획재정부 관세정책과의 입장과, 한-EU 협상 카드로 활용하기 위해 관

세감면 폐지가 필요하다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의 입장, 유치산

업인 항공제조업과 항공정비업의 진흥을 위해 관세감면의 유지가 필요하

다는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경영난에 처한 국가기간산업인 항공

운송업의 진흥을 위해 관세감면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국토교통부 첨단항

공과의 입장이 복잡하게 대립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적 타협물이다.

2018년 일몰유예 결정은 정치적 타협물로서 항공기부분품 관세감면의 일

몰연장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산업부가 함께 찬성하여 연합이 형성되었

고105), 대기업 과세를 정상화하기 위한 기획재정부의 강한 의지, 정치인

의 제안(일괄 유예 및 일몰만이 아니라 부분적 유예의 가능성도 고

려106)) 등이 뒤엉켜 비공식적 타협과 흥정 끝에 이전까지 논의되지 않았

던 제3의 대안(TCA대상품목 한정 3년 유예)이 채택된 결과이다.

3) 정책이 표류하게 된 이유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항공기부분품 관세감면제도 폐지정책의 표류

는 부처 간 입장차이로 인한 갈등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조세당국

인 기획재정부는 2012년부터 재정건전성 확충과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항공기부분품 관세감면제도의 폐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나, 항공운

송 및 항공정비산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항공제조산업의 주무부

105) TCA가입을 둘러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갈등 고착으로 TCA
가입이 더 이상 대안으로 채택이 불가해진 상황에서, 두 행위자가 모두 만족
할 수 있는 방안은 항공기부분품 관세감면제도의 유지뿐이었다.

106) ◯ 유성엽 위원 : 이 부분 다음에 재논의하시더라도, 선진국 공통이 아까
252개 품목이라고 했지요? 이것은 대안을 마련할 때 전체에 대해서 감면을
연장할 거냐 말 거냐만 검토하지 말고 해외 주요국과의 공통 품목에 한해서
연장하는 방안이라든지 이것을 포함해서 안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요.(제364회 기획재정위원회 제6차 조세소위원회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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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여 관세감면제

도 폐지를 반대해왔다. 게다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항공기부분품 관세

감면제도가 민간항공기협정(TCA) 가입이슈와 결부되면서, 산업통상자원

부는 TCA 가입을 반대하는 취지에서 관세감면제도의 유지를 기존보다

더 강하게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각 부처의 이해관계는 조직행태 모형에

서 분석한 내용과 같이 하나의 차원이나 기준으로 통합하는 방법이 현실

적으로는 없어서 갈등의 완전한 해결은 불가능하고 준해결에 머물고 마

는데, 이 준해결적 산물이 폐지정책의 표류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

러한 준해결의 결정과정은 정부정치 모형을 통해서 분석될 수 있는데,

본 연구사례에서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연합과 기획재정부

간의 정치적 게임으로 나타낼 수 있었다. 이러한 정치적 게임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해관계 지점이 다양해지며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었

고, 그 결과 매 일몰착수시점에서 표류(일몰유예)라는 비합리적 정책결정

양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및 후속연구과제

1974년에 도입된 항공기 부분품 관세감면제도는 국가정책 및 대외환경

의 다양한 변화 속에서도 소폭의 변화만 있을 뿐 2019년 현재까지 존속

하고 있다. 이러한 관세감면제도의 존속이 정부의 일반적 입장(비과세․

감면제도의 정비)과는 다른 결과물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그 이유를

밝히고자 하였다. 서두에서 항공기 부분품 관세감면제도의 존속은 정책

의 표류이며, 이러한 표류는 정책결정과정에서 나타난 관료정치현상이

주요한 원인일 것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본 연구는 Allison 모형을 통

해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이었다. 분석 결과, 국토부와 산업부, 그

리고 기재부 간의 정치적 게임에 의한 결과물로서 항공기부분품 관세감

면제도의 존속(정책표류)이 모든 분석시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해당 사례는 Allison의 세 모형 중 정부정치(관료정치) 모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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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실제 의사결정과정에서는 다양한 행

위자가 참여하며, 예기치 못한 상황적 요인이 발생하곤 한다. 본 연구사례

도 매 시기별 서로 다른 행위자와 상이한 결정상황이 맞물려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는 정책결정의 지속적인 표류로 나타난 것이다. 이처

럼 정치적 관점에서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는 연구가 종래의 기술적 관점

인 ‘합리적 행위자 모형’의 적용을 통한 분석보다 적실성을 지닐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사례에서 정책의 표류가 나타는 이유는 상이한 이해관계

를 지닌 참여자 간 대립, 그 중에서도 주무부처 간 갈등이 매 시기 평행

선을 그려 정부의 통일된 입장을 도출해내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조세를 포함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는 부총리급인 기획재

정부이지만, 부처 간 조정능력이 기존 발전국가 시기에 비해 점차 약화

되고 있다. 이는 타 부처들의 업무역량과 고유권한은 확대되는데, 총괄부

처로서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정치적 지지가 기존보다 약해지고 있기 때

문일 것이다. 본 연구사례 외에도 앞으로 많은 정책이슈가 상이한 이해

관계로 얽혀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앞으로 더욱 많

아질 정책결정과정에서의 갈등과 그로 인한 정책표류 현상을 이론적 틀

로 조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특히 단일 행위자로서의 정부나

경쟁적 복수행위자의 집합으로서의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은 이미

기존에도 분석된 적이 있었으나, 본 연구는 정부 내 중앙부처들이 항상

경쟁적으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전략적

으로 연합하는 것을 이론을 통해 드러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한편, 연구방법론에서 논의한 것처럼 사례분석과 같은 실증적 연구는

계량적 연구보다 정교함이 부족한 분석인 경우가 많다. 본 사례연구 또

한 정책결정과정 상에서 나타난 관료정치의 개연성을 이론적 모형과 정

황증거를 통해 분석하였지만, 엄밀히 검증되지는 못한 것이 사실이다. 따

라서 향후 후속 연구에서 해당 관료정치현상을 보다 엄밀히 검증하기 위

해 계량적 모형 등을 통한 연역적․규범적 연구가 함께 진행될 필요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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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Bureaucratic Politics of

the Tariff Reduction of Aircraft

Parts in South Korea

: Allison’s Decision Making Models and Their

Implications

KIM Jeong Ji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Introduced in 1974 to correct the imbalance in tax rates between

raw materials and finished products, the tariff reduction system for

aircraft parts has remained so far in 2019 with only minor changes in

the various changes in national policy and external environment. The

government introduced sunset regulations in 2012 by revising the

Customs Act to abolish the system in earnest as it began to readjust

tax spending. However, the sunset period was postponed by two

years due to the revision of the tariff law in 2014, just before the

start of the system sunset, and the sunset period was postponed by

two years through the revision of the tariff law in 2016, and another

revision of the tariff law in 2018 delayed the three-year sun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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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 which is still maintained at a level of 100 percent, contrary to

the original government goal.

The continuation of the tariff reduction system for aircraft parts is

policy drift, and this study hypothesized that these drifts are the

result of bureaucratic politics in the policymaking process. To verify

the hypothesis, the three models of Allison were used as theoretical

analytical frameworks and each analyzed the drifting process of the

tariff reduction policy for aircraft parts by time (first, second, and third).

The analysis found that decisions and points of conflict changed

somewhat over time, but common throughout the process was the

result of political games between MOLIT(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OTIE(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nd the

MOEF(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which resulted in the

continuation of the tariff reduction system for aircraft parts (as the

policy drift). So it would be most appropriate to analyze the case

through the Bureaucratic Politics models. The results of the study,

which analyzes the policy-making process from a political perspective,

can be more relevant than those from a technical perspective.

In addition, the reason for the policy drift in this research case

may be that the government failed to come up with a unified stance

due to conflicts between the relevant departments with different

interests at different times. It may be because other government

ministries' work capabilities and their inherent authority are

expanding, while political support for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the supervise ministry, is weakening from the previous one.

In addition to this research case, many policy issues are likely to be

intertwined with different interests in the futur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sheds light on conflicts in the course of

policymaking that will increase in the future and on the phenome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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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policy drift. In particular, the process in which the government as

a single actor or a set of competitive pluralists determines its policies

has already been analyzed, but it is meaningful that this study

reveals through theory that central government ministries have not

always been competitively opposed, but sometimes strategically

cooperate to attain common goals.

keywords : Aircraft parts, Adjustment of tax imbalances,

Allison models, bureaucratic politics, policy drift,

policy-making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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