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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미국, 유럽연합, 중국, 한국 등 주요국의 해외직구 관

련 규제정책을 살펴보고 규제 편차를 가지고 오는 원인이 무엇인

지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해외직구에 대한 규제정책이 국가별로 다양한 양상을 띠는 원인

을 하나의 일관된 분석체계로 분석하기 위해, 이익집단의 정치·경

제적 상황과 규제기관의 규제 목적을 동일한 차원에서 분석할 수

있는 Wilson의 규제정치 모형을 분석틀로 사용하였다. 온라인 쇼

핑몰 사업자와 기존의 소매업자를 해외직구 관련 규제완화를 둘러

싼 주요 이익집단으로 선정하고, 이들이 인지하는 편익과 비용의

분포를 통해 각 국의 규제의 방향을 예측하였다. 온라인 소매시장

의 시장집중도가 높은 미국과 중국의 경우 해외직구 관련 규제를

완화할 때 모두 고객 정치적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다. 온라인 소매시장의 시장집중도가 낮은 유럽연합과 한국의

경우 규제를 완화할 때 각각 기업가 정치, 대중 정치적 상황이 발

생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다.

각 국의 규제현실을 분석한 결과 해외직구 관련 규제정책의 편

차를 파악하는 데 있어 Wilson의 규제정치 모형은 대체로 현실 설

명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은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높

은 수익성을 보장받고 있었고 이들이 규제기관을 포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규제기관의 정책목표와 효과가 불일치하

는 등 전형적인 고객 정치 유형의 규제현실이 우세하였다. 한국은

언론 등 공익집단으로부터 규제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를

통해 꾸준히 규제완화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어 왔으며 이를 정책

으로 실현해 낼 수 있는 기업가적 정치인이 존재하는 등 대중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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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유형의 규제현실이 발생하였다. 유럽연합은 기업가 정치 유형

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인 기업가적 정치인의 부재로 인해 현실에

서 해당 정치 유형의 특징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기존의 소

매업자에게 편익이 집중되어 이들의 높은 수익이 보장되고 이들이

규제기관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고객 정치 유형의 규제정치

가 나타났다. 그리고 중국과 같이 특수한 정치체제의 경우 이익집

단 간의 갈등을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해결하는 것을 상정

한 규제정치 모형은 현실 설명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추후 우리나라의 역직구 활성화 방안과 국내

규제의 지향점에 대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수입국의 온라

인 쇼핑몰 사업자와 기존의 소매업자의 해외직구 관련 규제완화에

따른 편익과 비용의 집중도를 알 수 있다면 이를 통해 해당국 규

제정책의 유형을 예측하고 각 유형의 이론적 특징에 입각한 맞춤

역직구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국내적으로는 해외직구 관련 규제

완화에 따른 인지된 편익과 비용의 변화 추이를 통해 바람직한 규

제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해외직구, 전자상거래, 온라인 쇼핑몰, 시장집중도, 규제정치

모형

학 번 : 2012-2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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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최근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소비의 한 형태인 해외직접구매

(이하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미국, 유럽연합, 중국, 한국 등 주요국의 규

제정책을 살펴보고 이러한 차이를 가지고 오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리하여 추후 우리나라가 해외직구를 규제하고 타

국에 대한 해외직접판매(이하 역직구) 활성화 방안을 고려하는 데 정책

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해외직구는 ‘국경 간 B2C 전자상거래(Cross-Border Business-

to-Customer Electronic-Commerce’로 정의할 수 있다. ‘Electronic

commerce’에 대한 최초의 정의는 1998년 세계무역기구(이하 WTO) 일

반이사회가 채택한 작업계획에서 이루어졌다. 이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란

‘전자적 수단을 통한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유통, 마케팅, 판매 또는 배

송’1)을 의미한다(WTO General Council, 1998). 즉, 전자상거래는 거래

과정 중에 한 번 이상 전자적인 수단이 활용되어야 하며 거래의 대상으

로 재화와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1) Electronic commerce is understood to mean the production, distribution,
marketing, sales or delivery of goods and services by electronic m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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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to-Customer’는 거래당사자에 따라 분류한 전자상거래의 한

유형이다. 전자상거래는 거래당사자에 따라 B2B, B2C, B2G, C2C 등으

로 구분할 수 있다(WTO Committee on Trade and Development, 2013:

7-8). B2B(Business-to-Business) 모델은 제조사와 도매상, 도매상과 소

매상 사이에서 전자적인 수단으로 거래를 하는 것으로 정식 수입절차 등

을 포함한다. B2C(Business-to-Customer) 모델은 기업과 소비자 간의

전자상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 소비자가 판매자의 온라인 쇼핑몰에

서 개인적인 용도로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다. 이것이 국경을 넘어

(Cross-Border) 개인이 직접 수입을 하는 것이 바로 본 연구의 논의대상

인 국경 간 B2C 전자상거래, 즉 해외직구이다. B2G(Business-to-

Government)와 C2C(Customer-to-Customer) 모델은 위의 두 유형에 비

해 주목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세계적으로 해외직구 시장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전 세계 전자상거

래의 판매액은 2015년 이미 약 1조 5,000억 미화 달러(이하 달러)를 넘

었으며, 꾸준히 성장하여 2020년에는 4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

고 있다. 그 증가율은 2015년 25.5%에서 2020년 18.7%까지 매년 감소하

고 있지만 여전히 약 2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15년 전체

소매판매 중에서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7.4%인데 이는 매년 증

가하여 2020년에는 14.6%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민경실, 2016: 1). 전

자상거래 중에서 해외직구의 시장규모 또한 지속적인 증가추세이다.

2014년에는 그 규모가 약 2,300억 달러로 전체 전자상거래 중 15%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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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고 있고, 2020년에는 그 규모가 1조 달러 가까이 성장하고 비중은

30%까지 증가할 전망이다(김광석 외, 2016: 6).

우리나라의 해외직구도 세계 현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국내의 해외직

구 거래액은 2010년 약 3,000억 원에서 2015년 1조 7,000억 원까지 성장

하였다. 2014년부터 환율의 변화,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의

증가, 국내업체의 경쟁으로 국내제품 판매가격 인하 등의 원인으로 초창

기의 성장률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나, 다시 2017년에는 해외직구 거래액

이 전년 대비 30%가량 증가하여 2조 원을 넘어섰다(김종덕 외, 2019:

183).

WTO 회원국들은 대체로 해외직구가 국제무역의 발전, 특히 개발도상

국과 중소기업들의 발전에 큰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점을 공통적으로 인지

하고 있다(WTO Ministerial Conference Eleventh Session, 2017). 그러

나 이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미국, 유럽연합, 중국 등 주요국들의

해외직구에 대한 규제의 방향과 수준은 주목할 만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

다. 미국은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자국의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자

국 내에서는 물론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통해 해당 산업에 대한 광

범위한 규제완화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대해 유럽연합은 일방

향적인 규제완화에 우려하며 미국 중심적인 전자상거래 규범의 확산을

저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뒤늦게 전자상거래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짧은 시간 동안 미국과 나란히 하는 세계적인 온라인 소매

시장으로 급부상하며 규제를 새롭게 형성해 가는 과정에 있으며 우리나



- 4 -

라는 꾸준히 해당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해외직구는 소비자가 다양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해외직구 시장에 국가가

개입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정부규제

의 편차는 각 국의 정치적 상황, 특히 해외직구를 둘러싼 여러 이익집단

들의 이해관계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직구

를 둘러싼 이익집단들의 정치·경제적 상황에 입각하여 국가 간의 해외직

구에 대한 규제 편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활발한 무역 국가이며 인근에 중국

이라는 거대한 소비시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주요 수출국의 해외직구

관련 규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 변화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면 해

외직구 시장의 동향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적실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

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위와 같은 인과관계를 참고하여 적절한 국내 규

범을 설정하면 우리 해외직구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본 연구는 해외직구에 대한 각 국의 규제 편차가 발생하는 원인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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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직구를 둘러싼 이익집단들의 이해관계에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질적 연구방법으로 증명해 나간다. 이를 위해 정부규제 이론 중에

서 여러 이익집단 가운데 어떤 집단이 어떤 정치·경제적 상황 속에서 정

부에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 Wilson의 규제정치 모형을

분석틀로 사용한다. 특히 본 연구는 해외직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인 점을 감안하여 규제정치 모형에 규제완화의 상

황을 대입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분석틀에 입각하여 해외직구 관련 규제

의 편차가 생기는 원인은 이익집단의 인지된 편익과 비용일 것이라는 가

설을 세우고, 해외직구와 관련한 주요 이익집단들을 설정하고 그들의 시

장점유율과 시장집중도를 통해 편익과 비용의 집중도를 파악한다. 그리

고 각 국의 현행 규제 사례와 분석틀의 각 유형의 대표적 특징을 비교하

여 가설을 검정하고, 가설의 설명력이 약하거나 기각될 경우 해당국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통해 그 이유를 분석한다.

본 연구는 제1장에서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소개하고, 제2장에서 해외

직구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을 정리하여 상품무역으로서의 해외직구의

국제법적 지위를 확인하고 상품무역과 관련된 국제규범을 간략히 살펴본

다. 그리고 해외직구에 대해 정부가 규제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인 통

관정책을 중심으로 해외직구 규제 방식을 살펴본다. 그 후 각 국의 해외

직구 관련 규제정책을 분석할 때 사용할 규제정치 모형과 이를 규제완화

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한 규제완화정치 모형에 대해 설명하여

본 연구의 분석틀을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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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도가 높은 미국과 중국에서 해외직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경우 관

련 이익집단의 인지된 편익과 비용의 집중도를 분석하여 관련 정책이 고

객 정치 유형에 해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실제 각 국의 현행 규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정한다. 제4장에서는 해당 시장의 시장집중

도가 낮은 유럽연합과 한국에서 해외직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경우 관

련 이익집단의 인지된 편익과 비용의 집중도를 분석하여 유럽연합의 관

련 정책은 기업가 정치 유형, 한국의 관련 정책은 대중 정치 유형에 해

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실제 각 국의 현행 규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정한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결론과 함께 우리 국내 규제의 변

화 방향과 주요 수출국의 규제 변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대해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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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제 1 절 이론적 배경

1. 해외직구의 법적 지위

해외직구는 기본적으로 국경 간 거래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현

국제통상체제의 근간이 되는 WTO에서의 논의를 우선 살펴봐야 한다.

WTO에서 처음으로 전자상거래 규범에 대해 입장을 낸 것은 1998년 5

월 제2차 제네바 각료회의에서 ‘글로벌 전자상거래 선언(Declaration on

Global Electronic Commerce)’ 채택이다(WTO, 1998). 이 선언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로 국제전자상거래가 발달하고 있으며

새로운 무역의 기회를 창출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모든 무역 관련 쟁점을 검토할 작업프로그램을 일반이사회 안에 설치할

것을 선언하였다. 두 번째는 전자적 전송(Electronic Transmission)에 대

한 현행의 무관세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구민교 외,

2019: 370).

같은 해 9월, 동 선언의 내용에 따라 일반이사회에서 전자상거래 작업

계획을 채택하였다(WTO General Council, 1998). 상술하였듯 이 작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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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에서 전자상거래를 최초로 정의하였다. 또한, 일반이사회 산하기관들

(상품무역이사회, 서비스무역이사회, 무역개발위원회, 무역관련지식재산

권이사회)에게 각각의 전문분야 내에서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일정한 임

무를 부여하였다. 이는 전자상거래 관련 이슈들을 기존의 다자무역협정

체제 하에서 해결하겠다는 회원국들의 의지를 보여준다(구민교 외, 2019:

371). 이는 우루과이라운드 당시 GATS, TRIPS 등 새로운 다자무역협정

을 체결하여 서비스무역과 지식재산권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과는 큰 차

이를 보인다. 즉, 전자상거래는 독자적인 국제교역 분야가 아니라 기존의

상거래 영역에서 나타난 새로운 거래수단에 불과하다고 인식한 것이다

(곽동철 외, 2016: 55).

이후 WTO 회원국 간에, 또 일반이사회 산하 각 기관에서 전자상거래

에 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9년 제3차

시애틀 각료회의부터 가장 최근인 2017년 제11차 부에노스아이레스 각료

회의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제11차 각료회의

결정초안의 내용은 첫째, 그간 실행해온 작업을 지속하며 작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둘째,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관행을 차기

회의까지 유지한다는 것이다(WTO Ministerial Conference Eleventh

Session, 2017).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 있는 ‘해외직구’는 전자적인 방식으로 물품을 주

문하고 결제하지만 해당 상품의 배송은 물리적인 과정을 거쳐 국내 소비

자에게 배달되는 것, 즉 ‘국경 간 B2C 전자상거래 유형물’을 그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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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주문, 결제 등의 거래는 전자적으로 하고 유형

물을 물리적으로 배달받는 해외직구는 전자적 전송의 무관세 관행과는

관련이 없고, 이는 상품무역의 일종으로 기존 수입물품과 마찬가지로

GATT의 규정에 따라 관세 등 조세 부과 대상이 된다(최장우, 2006:

317). 이는 1998년 WTO 일반이사회가 전자상거래 작업계획을 채택하면

서,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새로운 다자협정체제를 출범시키지 않고 기

존의 다자무역체제 안에서 전자상거래를 규율하려고 했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당연·타당한 해석이다.

GATT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는 다자주의에 입각한 무차별원칙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이다. 무차별원칙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GATT 제1조 제1항2)의 최혜국대우(Most-Favored Nation)

원칙이고, 다른 하나는 동법 제3조 제1항3), 제2항4), 제4항5)의 내국민대

2)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하여 그리고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부과되거나 또는 수
입 또는 수출에 대한 지불의 국제적 이전에 대하여 부과되는 관세 및 모든 종류
의 과징금에 관하여, 그리고 이러한 관세 및 과징금의 부과방법에 관하여, 그리고
수입과 수출에 관련한 모든 규칙 및 절차에 관하여, 그리고 제3조 제2항과 제4항
에 기재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체약국이 타국의 원산품 또는 타국에 적송되는
산품에 대하여 허여하는 이익, 특전, 특권 또는 면제는 모든 다른 체약국 영역의
동종 원산품 또는 이러한 영역에 적송되는 동종 산품에 대하여 즉시 그리고 무조
건 부여되어야 한다.

3) 체약국은 내국세, 기타 내국과징금과 산품의 국내판매, 판매를 위한 제공, 구매,
수송, 분배 또는 사용에 영향을 주는 법률, 규칙 및 요건, 그리고 특정한 수량 또
는 비율의 산품의 혼합, 가공 또는 사용을 요구하는 내국의 수량적 규칙은 국내
생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산품 또는 국내산품에 대하여 적용하여서는 아니된
다는 것을 인정한다.

4) 다른 체약국의 영역 내에 수입된 체약국 영역의 산품에 대하여는 동종의 내국산
품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과되는 내국세 또는 기타 모든 종류의 내국과징금을
초과하는 내국세 또는 기타 모든 종류의 내국과징금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과
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체약국은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원칙에 위배되는 방법
으로 내국세 또는 기타 내국과징금을 수입산품 또는 국내산품에 부과하여서는



- 10 -

우(National Treatment) 원칙이다. 전자는 수출입과 이에 부과하는 관세

및 관세 부과방법에 있어 어떤 회원국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으

로 모든 국가가 동등한 무역기회를 누리고 국제무역의 흐름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여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자는 자국과 외국 상품 간의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회원국들에게

보장된 권리와 기회가 자국 상품 및 산업 편향적인 제도와 정책 등으로

인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구민교

외, 2019: 161-162). 따라서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각 국은 최혜국대우, 내

국민대우 등 상품무역에 관한 GATT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해외직구가 상품무역으로서 GATT의 적용을 받는다면 최근 개정된

GATT 조항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3년 제9차 발리 각료회의에서

WTO 회원국들은 이른바 ‘WTO 무역원활화협정’이라고도 불리는 「세

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개정의정서」를 최종 타결하였다.

이는 2014년 WTO 일반이사회에 의해 채택되었으며, 2017년 2월부터 발

효되었다. 상품의 이동, 반출, 통관을 더욱 신속하게 할 목적으로 GATT

10조(무역규제의 공표와 시행), 8조(수출입과 관련된 요금과 절차), 5조

(화물통과의 자유) 관련 사항을 개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각종 무역

아니된다.

5) 체약국 영역의 산품으로서 다른 체약국의 영역에 수입된 산품은 동 국내에서의
판매, 판매를 위한 제공, 구입, 수송, 분배 또는 사용에 관한 모든 법률, 규칙 및
요건에 관하여 국내 원산의 동종 상품에 부여하고 있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
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본 항의 규정은 교통수단의 경제적 운영에 전적으로
입각하였으며 산품의 원산국을 기초로 하지 아니한 차별적 국내 운송요금의 적
용을 방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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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관한 정보의 투명한 공표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통

관절차 간소·간이화, 통과의 자유 보장 등이다. 해외직구가 활성화될 수

있는 핵심적인 조건 중 하나는 물류의 빠른 이동과 배송비용의 최소화일

것이기 때문에, 결국 무역원활화협정은 해외직구 활성화에 직·간접적으

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상을 종합하면 해외직구는 전자상거래의 일종이나 국제적으로 법적

지위가 확립되지 않은 전자적 전송물의 경우와는 다르게 GATT의 적용

을 받는 상품무역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WTO의 자유무역 촉

진 기조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외직구의 무역장벽을 낮춰야 한다

는 데에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대체로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

시점에서는 해외직구라는 새로운 상품 소비 및 무역 현상에 대해 각 국

가별로 자국의 사정에 따라 규제의 방향과 수준을 달리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본 연구에서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에 의의가 있

다.

2. 해외직구의 규제 방법

해외직구에 대해 국가가 국내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

식은 통관정책을 통해서다. 해외직구가 기본적으로 국경 간의 상품무역

이라는 점에서 국가가 해외직구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바로 상품이 국경을 통과하는 수준을 조절하는 통관정책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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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통관은 세관을 통과한다는 의미로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세관당국

에 신고되어야 하며 세관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모든 물품

이 동일한 통관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수입물품의 액수와 용도에

따라 통관의 절차가 달라진다. 통관은 크게 일반통관과 간이통관으로 나

눌 수 있다. 일반통관은 수입업자가 해외 상품을 정식으로 수입하는 경

우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송장, 가격

신고서,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등 각종 수입요건확인서류

를 구비하여 세관에 수입신고를 의뢰해야 한다. 그러나 수입물품의 상품

가액이 작고 그 용도가 상용견본의 발송이거나 자가사용을 위한 수입 등

의 경우에는 첨부서류의 제출 없이 수입신고서만 제출하는 것으로 통관

절차를 간소화해주는데 이를 간이통관이라고 한다(관세청, 2019b). 대부

분의 국가는 특정한 상품가격을 기준으로 그것을 초과하면 일반통관, 그

이하이면 간이통관으로 수입이 가능하게끔 통관제도를 정하고 있다. 해

외직구의 경우 소비자가 해외 상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입하고자 하는 상품의 가격이 자국의 간이통관 허용 수준보다

낮은지가 관건이 된다.

한편, 간이통관 중에서도 개인 용도의 소액화물인 경우 정부는 관세

등 세금을 면제해주기도 하며, 이때 기준이 되는 금액을 ‘최소화물가치

(de minimis shipment value)’라고 한다. 최소화물가치에 대해 명시적으

로 언급한 조약은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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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O)의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의정서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 rocedures(as amended))」, 이른바 ‘개정교토협약’이다. 1973

년에 처음 체결된 교토협약이 1999년 개정된 것으로, 2006년부터 발효되

었고 당사국은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연합, 중국 등 주요국을 포함한 112

개국이다. 동협약 제4조 제13항6)에 주권국의 관세 부과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세되지 않을 최소가치, 이른바 최소화물가치를 명시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최소화물가치의 조정이 해외직구에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장 효율적인 정책 도구인 것으

로 보인다. 2014년 우리나라 전체 해외직구 통관 중에서 면세통관의 비

율이 96%, 과세통관의 비율이 4%였다는 점으로부터도 그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박상철, 2015: 151).

그 외에도 인터넷 환경 및 접근성 구축, 개인정보보호, 전자결제 시스

템, 국내 물류 유통과정, 소비자 보호 및 구제 제도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국가가 규제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법에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기준을 까다롭게 하여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막을 수도

있고, 전자결제 시스템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

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나 소비자 보호를 규제를 강화하거나 노동자 보호,

환경보호 등의 사회적 규제를 통해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에게 해당 규정

에 부합하도록 부담을 지울 수도 있다. 통관정책 외의 기타 규제는 그

6) National Legislation shall specify a minimum value and/or a minimum amount
of duties and taxes below which no duties and taxes will be col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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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가 넓으므로 제3장과 제4장에서 각 국의 규제를 분석할 때 자세히

논하기로 한다.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해외직구의 확산은 비교적 최근의 현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 또

한 최근 들어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해외직구의 개념

과 현황을 소개하고 해외직구 산업을 활성화하여 우리나라의 수출을 확

대하는 방안에 대한 제도적 기술적 연구에 많이 치중되어 있다. 아래에

서는 그중 해외직구에 대한 규제를 주제로 한 연구들을 크게 두 가지 범

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우선, 해외직구의 규제와 관련한 쟁점을 국제규범의 차원에서 접근한

연구들이 있다.

최장우(2006)는 국제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관세 등 세금

부과의 문제를 두고 미국과 유럽연합 사이에 이견이 존재하고 있고 이에

대해 WTO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국제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 중

인 논의를 소개하였다. 전자상거래를 최대한 상품무역의 범주에 포함시

키려는 미국의 입장과 서비스무역에 포함시키려는 유럽연합의 입장 사이

에서, 우리나라가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과세를 부과할 때 그 범위가 달

라져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현재 해외직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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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과세 제도가 WTO 중심의 국제규범과 비교하여 합리성, 실

효성,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련 제도와 법규를 보완하여 과세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국제규범과 조화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

장하였다.

김철호(2014)는 전자상거래가 국제무역관습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무역관습과는 차별화된 규범이 필요하다고 보아, 기존

무역관습을 상거래적 측면과 법적 측면, 그리고 기술적 측면에서 조명하

였다. 그리고 추후 전자상거래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국제거래와 국

내거래 간의 규범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법적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

요하다고 보았다.

김장호 최관선(2015)은 2014년 타결된 WTO 무역원활화협정의 주요논

의 및 내용을 검토하고 무역원활화를 위한 전자상거래의 역할을 살펴보

았다. 즉, 저자는 무역원활화협정은 통상관련 정책의 규제 및 행정과 관

련된 모든 거래비용을 줄이는 것이 목적임을 밝히며 전자상거래 또한 국

제무역의 한 분야로서 이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전

자상거래와 관련된 통관의 신속화와 효율성 증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김윤근 박복재(2017)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WTO의 입장을 소개하고

현재 한국이 체결 시행하고 있는 FTA 규정 중에서 전자상거래와 관련

된 규정을 비교 분석하였다. 저자는 WTO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규범이

국제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 유럽연합, 중국 등

과 체결·시행하고 있는 FTA에서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정이 통일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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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다고 진단하였다. 때문에 우리나라가 국제무대에서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일관된 주장할 수 없고 국내적으로도 대응국가별로 정책이 달

라져 경제적·행정적 낭비가 발생할 것이므로, 추후 WTO의 전자상거래

연구에 적극 참여하고 FTA 전자상거래 규정에 대한 일관된 논리를 개

발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다음으로, 해외직구에 대한 규제를 국내 제도적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

들이 있다.

조현수 김기홍 변승혁(2014)은 우리나라의 해외직구의 현황을 소개하

고 배송시간 지연, 환불 및 신용카드 결제 시의 불편, 소비자 불만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향후 해외직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세관행정의

개선 등 관련 규제의 합리화를 통해 배송 및 결제 절차의 간이화, 교환

절차의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강명수(2015)는 해외직구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볼 때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을 활성

화하는 것이 정책의 기본방향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다만, 규제완화에 따

라 활성화될 해외직구 시장에 대한 제도적 준비가 미비하다고 보고 추후

관련 법률개정 시 법률 사이의 일관성과 정책 방향의 통일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 등 다른 관련 분야와의 연계성 또한 강조하고 있다.

박상철(2015)은 개인인증, 주문취소, 환불, 결제방식 등 전자상거래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점검하고, 국제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 국내의 규제를 합리화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특히 전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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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발전 이전에 입안되어 나날이 발전을 거듭하는 현재의 기술 수준과

부합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해외직구의 발전은 기존의 수입업자와의 형평성을 담

보로 해야 한다며 정식 수입절차를 해외 직배송 절차에 비해 불이익하게

취급하는 현 통관 및 규제체계의 개선 필요성도 주장하였다.

양종곤 권세인 유영목(2016)은 역직구가 현재 한국경제의 내수부진과

수출부진이라는 문제상황을 해결하는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주

장 아래, 역직구가 해외직구에 비해 미비한 성과를 내고 있는 원인을 한

국의 경제구조, 경쟁력 부족, 특히 제도적 지원의 미비 등에서 기인한다

고 보았다. 현 수출신고제도의 복잡성과 비효율성, 중소·영세 역직구 사

업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체계의 부재를 지적하고, 향후 전자상거래 시장

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개인정보보호에 관련한 제도의 구비를 제언

하였다.

안병수(2017)는 해외직구에 대한 정부의 현행 정책 및 법규가 효과적

이지도 효율적이지도 못함을 지적하였다. 해외직구의 촉진을 위한 여러

규제기관 간의 업무협력,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범위, 전자적 계약의 법

적 효력 등 현행 규범의 범위 내에 포섭되지 못하는 사안들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을 입안하기보다는 최대한 현행 법률의

해석과 최소한의 개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법적안정성과 규제의 효

율성 측면에서 우월전략이라고 주장하였다.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해외직구에 대한 규제는 국제규범의 논의



- 18 -

동향에 부합하도록 하되 최대한 완화하여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보

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이미 발생한 현상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는 목적

론적 접근방식으로, 한 단계 앞서서 현상의 원인, 즉 해외직구에 대한 규

제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탐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우리나라 외에도

미국, 중국 등 한 국가의 규제 실정을 분석하여 역직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연구는 많지만, 여러 나라의 규제 수준이 어

떤 차이를 보이고 왜 그런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분석 또한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외직구에 대한 규제가 국가별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Wilson의 규제정치 모형이라는 하나의 분석틀

을 사용하여 주요국의 해외직구 관련 규제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해당 모형은 정부의 규제 또는 규제완화를 관련 이익집단들의 인지된 편

익과 비용이 어떻게 분포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한다. 전 세계적으

로 해외직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현 시점에서 각 국가별로 규제의

방향이나 속도가 차이가 나는 것은 결국 해당국 내에서 규제완화로 인해

편익을 누리는 집단과 비용을 부담하는 집단 간의 정치 경제적 역학관계

에 그 원인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다. 따라서 다음 절에

서 본 연구의 분석틀로 인지된 편익과 비용의 분포에 따라 규제정책의

유형을 분류하는 규제정치 모형과 규제완화정치 모형을 살펴보기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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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분석틀

1. 규제정치 모형

각 국의 정부가 해외직구에 대해 규제를 할 때는 GATT 등 국제규범

의 범위 안에서 규제가 완화되거나 강화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런 정부

규제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는 규범이론, 공익이론, 사익이론, 규제정치이

론 등이 있다(박은솔, 2019: 20-21).

규범이론은 정부규제의 당위성을 시장실패에서 찾는다. 시장 스스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지 못해 시장실패가 발생하게 되면 정부가 규

제를 통해 시장에 개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정부가

개입한다고 해서 반드시 규제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

려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

기 때문에 규범이론은 정부규제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공

익이론은 정부규제의 목적을 공익증대라고 본다. 즉, 시장실패가 발생할

경우 정부는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한다는 것인데, 이 이

론은 충분히 경쟁적인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상황을 설명하지 못한다.

사익이론은 정부의 규제가 공익을 희생하고 이익단체에 포획되어 그들의

사익을 위하여 이루어진다고 보고, 이를 이른바 포획이론이라고 한다. 그

러나 이 이론은 사실 대부분의 기업이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완화하는

것을 원한다는 점을 설명하지 못한다. 위 이론들이 만족스럽게 설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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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부분을 모두 포섭할 수 있는 것이 Wilson의 규제정치 모형이다.

Wilson은 정책이란 이익집단, 정치인, 관료 간의 정치·경제적 상호작용

과정의 산물이라고 보고 어떤 규제로 인해 편익을 누리게 될 집단과 비

용을 지불하게 될 집단의 조직적 특성에 따라 다음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최병선, 1992: 126).

[표 2-1] 규제정치의 유형7)

구분
간접 인지된 편익

집중 분산

간접

인지된

비용

집중
이익집단 정치

(interest-group politics)

기업가 정치

(entrepreneurial politics)

분산
고객 정치

(client politics)

대중 정치

(majoritarian politics)

이익집단 정치는 규제에 따른 편익과 비용이 각각 다른 집단에 집중되

어 있는 경우 발생한다. 편익과 비용의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이익집단

의 조직화 및 집단행동이 수월하며 서로의 이익확보를 위해 대립적 구조

를 띤다. 규제로 인해 편익을 누리는 집단은 규제의 집행을 강력히 촉구

7) 본래의 모형에서는 가로구분과 세로구분이 ‘인지된 편익’, ‘인지된 비용’이지만, 본
연구는 비용-편익분석을 하지 않는 질적 연구이므로 표와 같이 ‘간접 인지된 편
익’, ‘간접 인지된 비용’으로 수정하였다. 이하에서는 의미 구분 없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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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고 비용을 부담하는 집단은 규제의 집행에 강력히 저항하며 서로

상반된 압력을 정부에 행사한다. 이런 유형의 정치 상황에서는 정부나

의회에서 갈등을 해소하는 데 집중한 나머지 일반 국민들의 이익이나 부

담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고객 정치는 규제에 따른 편익은 좁게 집중되어 있는데 규제에 따른

비용이 넓게 분산되어 있는 경우 발생한다. 이 경우 정책의 수혜자는 빠

르게 조직화하여 정부당국에 규제의 집행을 촉구하고 압력을 행사하지

만, 반대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쪽에서는 비용이 넓게 분산되어 있어

무임승차 효과로 조직화되기 어려워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경우 규제가 이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 방향이 결국 소

수의 수혜자의 뜻이나 요구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형태로 진행될 가능

성이 높다.

기업가 정치는 규제에 따른 비용은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그 편익

이 넓게 분산되어 있는 경우 발생하는 정치유형이다. 이 경우 비용은 소

수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부담자는 빠르게 조직화하여 강력하게

저항을 하는 반면, 규제로 인해 편익을 보는 사람이나 집단은 다수이고

다양하기 때문에 정책의 집행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결집되기 어렵다. 환

경오염규제, 소비자보호규제, 산업안전규제 등 각종 사회규제가 기업가적

정치 유형의 규제이다. 이때는 분산되어 있는 시민의사를 결집 대변하여

소수 비용부담자의 저항을 상쇄하거나 뛰어넘어 정책을 집행하는 기업가

적 정치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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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대중 정치는 규제에 따른 편익과 비용이 모두 넓게 분산되

어 있는 경우 발생하는 정치유형이다. 정책의 수혜자와 비용부담자가 모

두 무임승차 효과로 조직화되기 어려워 집단행동의 딜레마 현상을 보이

며 규제의 집행에 따른 정치적인 위험이나 논란이 상대적으로 적다.

2. 규제완화정치 모형

한편, Wilson의 규제정치 모형은 규제완화가 이루어지는 정치·경제적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다. 즉 기존의 규제가 소수에게 편익이 집

중되고 다수에게 비용이 분산되는 고객 정치 유형을 띠고 있었는데, 해

당 규제를 완화할 때에는 그로 인한 비용이 소수에게 집중되고 편익은

다수에게 분산되는 형태로 반전되어 기업가 정치의 상황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기존의 규제가 기업가 정치 유형이었다면 해당

규제의 완화는 고객 정치 유형으로 반전되며, 이익집단 정치와 대중 정

치 유형의 경우에는 규제가 완화되어도 변화하지 않는다. 규제완화정치

모형은 [표 2-1]의 가로구분(인지된 편익)과 세로구분(인지된 비용)을 반

전시킨 것으로 [표 2-1]에 따라 분류한 기존의 규제가 규제기관에 의해

완화될 때 발생하는 정치·경제적 상황에 대해 설명해준다.

결과적으로 규제정치 모형과 규제완화정치 모형의 각 유형이 나타나는

정치·경제적 상황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최병선, 1992: 638). 해외직구와

관련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추세이기 때문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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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규제정치 모형에 규제완화의 상황을 대입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규제정치 모형의 각 유형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규제완화의 상황에 맞게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규제완화 시 이익집단 정치 상황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1) 이

해집단 양측이 모두 강한 결집력을 가지고 있고 정부에 미칠 수 있는 정

치적인 영향력도 엇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해조정자적인 입장

에서 양측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권리와 의무를 선언하는 협

약의 형태를 띠게 된다. (2) 이익집단들은 외부자들과의 연합형성을 통

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와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을 취하기 때문에

이해집단의 정치적 상황은 외부에서도 쉽게 인지할 수 있으며, (3) 양측

이 모두 정치적 영향력을 강하게 행사하기 때문에 규제기관이 어느 한

쪽에 포획(capture)될 가능성은 낮다.

고객 정치적 상황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1) 규제완화로 인해

해당 산업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위치를 용인하여 경쟁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기존의 산업 종사자들은 높은 수익성을 보장받고 신규 진입자들

의 진입은 제한되거나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2) 규제완화의 수혜자들

은 동질적이고 조직적이어서 규제기관에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

고 규제기관 또한 이들에게 포획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과정은 외부에서

는 쉽게 인지하기 어렵게 은밀하게 진행된다. (3) 규제기관은 이런 규제

완화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 시장경쟁 제고 등 공익적인 목적을

내세워 규제완화가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로 인해 필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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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산업의 시장집중도가 심화되어 다수의 국민이 필요 이상의 희생을

감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기업가적 정치 상황에서의 규제완화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1)

강력한 정치력을 가진 소수의 동질적 이익집단의 반발을 이겨낼 수 있으

려면 이런 규제완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함께 이

로부터 정치적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업가적 정치인의 역할이 중

요하다. (2) 이 경우 규제완화는 사회적 분위기와 국민의 지지를 반영하

여 그 내용이 상당히 전향적이지만, 입법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큰

이익집단의 로비로 인해 절차적으로 많은 예외규정이 삽입될 가능성이

있다. (3) 이런 규제완화를 담당하는 규제기관은 기존의 피규제산업과

적대적 관계에 놓이게 되나, 이에 대한 국민 또는 정치인의 관심이 감소

하면 피규제산업이 규제기관을 포획하려는 시도가 강화되기 때문에 결과

적으로는 포획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대중 정치 유형의 규제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1) 규제완화의

필요성은 사익을 추구하는 이익집단보다는 공익단체에 의해 제기되는 경

향이 있다. (2)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 (3) 이런 여론을 정치적 이슈로 삼아 기

업가적 정치인들이 규제완화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규제기

관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관련 업무를 집행하느냐의 여부는 규제기관의

책임자, 그의 최종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생각에 많이 좌우된다.

다음은 규제완화정치 모형의 각 유형의 특징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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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규제완화정치 각 유형의 특징

유형 특 징

이익

집단

정치

① 선언적 협약 : 이익집단 양측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수

준에서 권리와 의무를 선언하는 협약의 형태를 띰.

② 외부 인지 용이 : 이익집단은 외부와 연합하여 정치적 영

향력 강화를 꾀하므로 외부에서 쉽게 인지할 수 있음.

③ 낮은 포획 가능성 : 이익집단 양측 모두 정치적 영향력을

강하게 행사하여 규제기관의 포획 가능성이 낮음.

고객

정치

① 수익성 보장 : 정책이 경쟁을 약화시켜 기존 사업자는 높

은 수익성을 보장받고 신규 진입자의 진입은 제한됨.

② 높은 포획 가능성 : 정책 수혜자는 정치적 영향력을 은밀

하게 행사하고 규제기관은 포획될 가능성이 높음.

③ 정책 목적과 효과의 불일치 : 정책의 공익적인 목적을 내

세우나 해당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함.

기업가

정치

① 기업가적 정치인 : 이익집단의 반발을 이겨낼 수 있는 사

회적 분위기와 기업가적 정치인의 역할이 중요함.

② 전향적 정책 : 정책의 내용이 전향적이나 절차적으로 많

은 예외규정이 삽입될 가능성이 있음.

③ 적대적 관계 : 규제기관과 적대적 관계에 놓이게 되나 장

기적으로 규제기관이 포획될 가능성이 있음.

대중

정치

① 공익집단 제기 : 사익을 추구하는 이익집단보다 공익단체

가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경향이 있음.

② 여론 형성 : 해당 사안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의 형성이 중요함.

③ 기업가적 정치인 : 정책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업

가적 정치인, 특히 최종임명권자의 의지가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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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설 설정

본 연구에서 알고자 하는 것은 주요국 간에 해외직구에 대한 규제정책

이 서로 편차를 보이는 이유이며, 이를 연구하기 위해 규제완화정치 모

형을 사용한다. 즉, 한 국가가 해외직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

하는 것은 결국 해외직구를 둘러싼 이익집단들의 인지된 편익과 비용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으며 또 이들이 그에 따라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달려

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기본적으로 해외직구에 대한 규제완화를 둘러싸고 직접적으로 이익이

결부되어 있는 이익집단은 기존에 국내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하던

국내 오프라인 소매업자와 새롭게 국내 소비자들에게 해외직구 플랫폼을

제공하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이다. 이들이 한정된 국내 소비자들의 수

요에 반응하여 서로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경쟁을 할 것이고 그 과

정에서 정부의 규제 또는 규제완화가 도출될 것이다. 따라서 규제완화정

치 모형을 분석틀로 이용하여 해외직구와 관련한 규제가 강화되느냐 완

화되느냐 하는 것은 국내 소매업자들과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이 인지

하는 비용과 편익이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가

설을 세울 수 있다.

한편 현실에서 해외직구에 대한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비용과 편익을

인지하는 행위자가 국내 소매업자와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만으로 한정되

는 것은 아니다. 가장 광범위하게 비용과 편익을 인지하는 집단은 바로



- 27 -

소비자이다. 과거 해외직구를 통하지 않을 때는 정식 수업절차를 통해

많은 중간마진을 지불해야 했으나 현재의 소비자는 해외직구를 통해 좋

은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되므로 이들은 해외직구에 대

한 규제를 완화할 경우 편익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 개개인이

느끼는 편익의 크기는 그리 크지 않으며 그 편익이 매우 넓게 분산되어

있다. 게다가 소비자는 사실상 일반 국민을 의미하는 개념이므로 이들은

소비자인 동시에 국내 소매업자이거나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일 수도 있

어 비용과 편익이 상쇄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규제완

화정치 모형을 활용함에 있어 보다 1차적인 행위자들 사이에서의 인지된

편익과 비용을 분석하기 위해 해외직구에 대해 소비자가 느끼는 편익과

비용은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한편, 각 국의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와 기존의 오프라인 소매업자의

편익과 비용의 분포를 고려하는 데 있어 온라인 소매시장의 시장집중도

가 높은 국가와 낮은 국가, 크게 두 범주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한다. 시

장집중도는 시장에서의 경쟁 강도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서(김지희 외, 2017: 254), 시장집중도의 정도에 따라 해당 시장의 주요

행위자들이 이익집단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달라지며 이는 본 연구의 분

석틀인 규제정치 모형에서 규제정책이 어떤 유형을 띠게 되는지를 결정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즉, 해당 시장의 시장집중도가 높아

독․과점의 가능성이 높다면 이는 소수의 동질적인 이익집단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상대적으로 이익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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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이 형성되기 어렵거나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

라고 예측할 수 있다.

시장집중도를 표현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본 연구에

서는 상위 k개 기업의 기업집중률(Concentration Ratio)을 나타내는 CRk

를 사용한다. 이는 해당 시장의 점유율 상위 k개 기업의 시장점유율(S)

를 합한 값으로 아래 식과 같이 표현된다.

  
  





CRk가 100%에 가까울수록 독점도가 높은 독과점 시장을 의미하고 낮

아질수록 경쟁 시장을 의미한다. 통상 CR3가 80% 이상이면 독점시장,

60% 이상이면 과점시장, 그 이하는 경쟁시장으로 구분하나(김지희 외,

2017: 254), 그 경계 수치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한국의 경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8)에서는 CR1이 50% 이상이거나

CR3가 75% 이상인 경우 해당 기업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고 있

다. 본 연구의 분석틀인 Wilson의 규제정치 모형에서 고려하는 이익집단

의 비용과 편익의 집중도는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개념이므로, 이하에서

온라인 소매시장과 오프라인 소매시장의 인지된 편익과 비용의 집중도를

추정하는 데 있어 위 기준을 참고하되 각 국가별 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8)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
한다)는 제2조 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
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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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도 사이의 상대적인 차이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그림 2-1] 분석틀 구조도

이익집단의
인지된 편익과 비용 분석

규제완화
정치모형

해
외
직
구

미국 이익집단
정치

규제
현실

비교
검정

높음

온라인
소매
시장
집중도

중국
고객
정치

유럽
연합

기업가
정치

낮음

한국
대중
정치

이상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직구와 관련한 규제

정책을 분석하는 데 있어 기존의 소매업자와 새롭게 부상한 온라인 쇼핑

몰 사업자의 인지된 편익과 비용의 집중도를 중점적으로 고려한다. 이를

위해 크게 온라인 소매시장의 시장집중도가 높은 국가와 낮은 국가로 분

류한 후, 각 국의 전체 소매시장에서 기존의 오프라인 소매업자와 해외

직구 플랫폼을 제공하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수, 그리고 각각 차지

하는 시장점유율과 시장집중도를 고려하여 편익과 비용이 어떻게 분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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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각 국의 규제정책이 Wilson

의 규제완화정치 모형의 4가지 유형 중에서 어떤 유형을 띠게 될 것인지

를 예측을 하고, 실제 각 국의 해외직구 관련 규제정책을 분석하여 가설

을 검정한다. 각 국의 해외직구 관련 현행 규제는 해외직구와 관련한 관

세 등 통관제도와 기타 관련 규제에 초점을 맞춰 분석한다. 본 연구의

분석틀을 구조화하면 위의 [그림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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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높은 시장집중도 국가 분석

제 1 절 미 국

1. 인지된 편익과 비용의 분포

미국의 경우, 2018년 전체 소매시장 매출액 6조 달러 중에서 온라인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조금 못 미치는 5,960억 달러이다(한태

일, 2019: 5). 미국이 전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

지고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오프라인 소매시장의 비중이 아

직도 90%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미국 국민들이 쇼핑이라

는 행위를 차를 타고 대형 매장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라고 인지

하고 있는 관성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관성이 언제까지 유지

될지는 미지수다. 미국의 주요 소비층으로 부상한 밀레니얼 세대는 미국

전체 인구의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백화점이나 대형 유통체인

등 오프라인 매장보다 스마트폰, 태블릿을 이용한 온라인 소비양식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한국무역협회, 2019: 7).

위의 10% 가운데 아마존(Amazon)의 시장점유율은 49.1%로 50%에 육

박하고 있다. 이는 이베이(eBay, 6.8%), 월마트(Walmart, 4.0%) 등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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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경쟁사에 비해 압도적인 수치이다. 게다가 아마존의 2018년 매출

액은 2,3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23% 증가하는 등 영업이익이 급증하고

있다(한태일, 2019: 4-7). 상위 3개 온라인 쇼핑몰 기업인 아마존, 이베

이, 월마트의 시장점유율은 60% 가까이 되고, 내수에 치중하는 월마트를

논외로 하더라도 아마존만으로 이미 50% 가까이 된다. 따라서 미국의

해외직구 관련 온라인 쇼핑몰 시장은 시장집중도가 높으며 해외직구 관

련 규제완화로 인한 편익은 해외직구 플랫폼을 제공하는 소수의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특히 아마존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이로 인해 비용을 지불하는 집단은 미국의 기존 소매업자에게

분산되어 있다. 미국의 오프라인 소매업자는 여전히 소매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지만 이를 100만 개가 넘는 미국의 소매업체들이 분산하여

점유하고 있다(US Census Bureau, 2015). 또한 이들은 다시 다양한 업

종, 예를 들어 식료품점, 의류품점, 장난감점 등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

에 자신들의 이익을 하나의 동질적인 목소리로 수렴하기 어렵다. 게다가

상술했듯 전자상거래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미국 오프라인

소매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대형 유통체인인 월마

트도 점차 온·오프라인의 연계 확장을 지속하여 살 궁리를 모색하고 있

다. 월마트, 코스트코(Costco), 타겟(Target) 등 많은 투자를 통해 O2O

(online-to-offline) 연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대형 유통체인들은 아

마존의 성장으로 인한 매출 손해를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겠지만 중·소

형 소매업체들은 사정이 다르다. 2018년 한 해에만 케이마트(Kmart),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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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즈(Macy’s), 시어즈(Sears) 등 중·소형 소매업체 점포들의 폐점사례

가 5,864건으로 집계되었고, 2019년에는 7월까지 7,062건으로 폐점 속도

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김동그라미, 2019). 이는 해외직구로 인해

수많은 소매업자들이 그 비용을 분산하여 지불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 해외직구 관련 규제의 완화로 인한 편익은 아마존

으로 대표되는 소수의 온라인 사업자에게 집중되어 있고 그 비용은 기존

의 소매업체 사업자들이 분산하여 지불하는 양상을 띠므로, 소수의 온라

인 쇼핑몰 사업자들은 해외직구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도록 규제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고 기존의 소매업자들은 별다른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규제완화정치 모형에서 전형적인 고객 정

치 형태의 정책이 집행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림 3-1] 규제완화정치 모형에 따른 가설(미국)

소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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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선호

- 90% 시장점유
- 100만 개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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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점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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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정치적
상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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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직구 관련 규제정책

무역에 대한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지속적인 관세인하와 공정무역을

통해 자유무역 기조를 지향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수입을 규제하는 보호주의적 통상정책도 동시에 유지하는 것이다

(최창열 외, 2010: 109). 즉, 자유무역의 기조 아래 타방국의 발전 정도를

불문하고 기계적으로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공정무역을 관철시키는, 이른

바 ‘level-playing-field’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해외직구 시장에서도 마

찬가지이다. 미국은 세계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독점적인 지위를 활용하

여 상대국의 관세장벽 폐지에 강한 의지를 갖고 시장을 개방하도록 압박

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WTO의 DDA(Doha Development Agenda) 체

제가 지지부진하여 새로운 국제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를 하자,

미국은 양자·다자 FTA로 눈을 돌려 상대국에게 무역 활성화를 위해 관

련 규제를 완화하는 자국의 전자상거래 규범을 수용하도록 독려하고 있

다(Brian et al., 2012: 547). 특히, 미국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가 언급하기를, 한미 FTA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전

자상거래에 대한 무차별 원칙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한미 FTA에서 국경

간 B2C 전자상거래 관련 내용이 조문화된 것 중에는 제15.7조 ‘전자상거

래를 위한 인터넷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원칙(이른바 Open Access)’9), 제

9) 전자상거래의 발전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소비자
가 다음을 할 수 있어야 함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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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조 ‘국경 간 정보 흐름(이른바 Free Information Flow)’10) 등이 있다.

전자상거래가 발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전제는 인터넷에 대한 접근이 자

유로워야 하며, 정보의 국경 간 이동을 막는 불필요한 장벽이 없어야 하

기 때문이다(Brian et al., 2012: 555-556). 이처럼 미국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규제를 최대한 완화하려는 자국의 입장을 타국에도 관철시키고 있

으며 이는 미국이 체결하는 다른 FTA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다.11) 이로 인해 해외직구 플랫폼을 제공하는 자국의 소수 온라인 쇼핑

몰 사업자에게 편익이 집중되는 구조가 형성된다.

또한 미국은 2016년에 「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2015」를 시행하여 최소화물가치를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조

정하였다. 이는 1993년 「관세현대화법률」에서 200달러로 정한 이후 첫

상향조정이다. 미국상업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는 “과거의

가. 그 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하는 한, 자신이 선택한 서비스 및
디지털제품에 대하여 접근하고 사용하는 것

나. 법 집행상의 필요를 조건으로, 자신이 선택한 응용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실
행하는 것

다. 네트워크에 위해를 가하지 아니하고 그 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
하는 한, 자신이 선택한 장치를 인터넷에 연결하는 것, 그리고

라. 네트워크 제공자, 응용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콘텐츠 제공자간의
경쟁으로부터 혜택을 가지는 것

10) 무역을 원활히 함에 있어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은 국경간 전자 정보 흐름에 불필요한 장
벽을 부과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한다.

11)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USMCA)」 Article 19.4:
Non-Discriminatory Treatment of Digital Products, Article 19.10: Principles on
Access to and Use of the Internet for Digital Trade, Article 19.11:
Cross-Border 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U.S.-Australia
FTA」 Article 16.4: Non-Discriminatory Treatment of Digital Products;
「U.S.-Singapore FTA」 Article 14.3: Digital Product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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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화물가치는 현대 온라인상거래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12)”고

판단하였고, 최소화물가치의 상향조정은 “합법적 무역을 원활화하고, 거

래비용을 감소시키고, 입항보안을 개선시킬 것13)”이라고 예측하였다

(Australian Taxpayers’ Alliance, 2017: 7). 해외직구에 대한 규제를 대

폭 완화하면서 그 이유로 무역 원활화, 거래비용 감소, 입항보안 개선 등

공적인 이유를 들고 있지만, 사실은 이로 인해 위에서 살펴봤듯 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시장집중도가 심화되어 시장경쟁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

하고 있다.

한편, 경제 미디어 그룹 블룸버그(Bloomberg)에 따르면 아마존은 매년

정부기관에 엄청난 액수의 로비를 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로비자금으

로 1,400만 달러를 쓰면서 IT 기업 중에서는 7,700만 달러를 쓴 구글

(Google) 다음으로 Washington D.C.에 정치적 영향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Nix, 2019). 해당 기사에 따르면 아마존은 여러 가지 기

업 현안에 대비해 많은 정부기관에 로비를 하고 있는데 이 중 대부분은

대중의 눈을 피해서 은밀히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의 기사

외에도 아마존 등 글로벌 IT 기업의 천문학적인 액수의 로비와 이로 인

한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다룬 기사를 다수 찾아볼 수 있었다(Tracy,

2019b; Nix et al., 2019; Lennihan, 2019; Korosec, 2018; 정미하, 2018).

12) The previous de minimis threshold fails to reflect the modern reality of
online commerce.

13) Such an increase would facilitate legitimate trade, reduce transaction costs,
and improve security at U.S. ports of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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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런 로비활동이 실제로 영향력을 발휘하여 규제기관을 포획했

다고 볼 만한 정황증거들이 발견되고 있다. 아마존의 기업 현안 중 우선

순위는 단연 반독점규제를 피하기 위한 로비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아마

존의 시장지배적 위치가 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경쟁을 심각히 저해하고

저임금 고용불안 상황을 야기하며 골목상권을 잠식하여 지역사회의 자생

력을 약화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이를 규제해야 하는

규제기관은 오히려 아마존이 현재의 독점적 위치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하

는 데 도움이 되어 왔다(LaVecchia et al., 2016: 62).

아마존은 2016년 미국 전역에 77개의 물류창고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최소한 이 중 52%에 해당하는 40개의 창고가 공공보조금의 지원을 받아

서 설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물류창고 설치

명목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은 6억 1,300만 달러이고 그 외 데이터 센터

설립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은 1억 4,700만 달러로, 아마존은 공

공분야로부터 총 7억 6,0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수령하였다. 아마존에 대

한 공공보조금은 외부에서 파악하기 힘들게 은밀하게 지급되어 왔기 때

문에 위의 수치는 정보 접근이 가능한 범위에서 파악한 보수적인 수치이

다. 아마존은 주로 해당 지자체에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약속하고

주 정부나 시 정부로부터 공공보조금을 받았으나, 물류창고의 설치 등을

통해 창출한 일자리보다 더 많은 수의 소매 관련 일자리를 잠식하였다.

그리고 아마존의 지자체에 대한 보조금 요구는 로비 관련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2012년 이후에 대부분 몰려 있다14)(LaVecchia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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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3-64).

아마존이 누린 특혜는 이뿐만이 아니다. 아마존은 1995년 창립 당시부

터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소비자로부터 소비세를 징수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받았다. 미국의 세법 구조상 해당 주에 물리적인 사업장이 존재해야

소비세를 징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은 해당 의무

로부터 면제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아마존은 도매가로 소비자에게 상

품을 공급하며 2010년대 중반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존의 소매업

자들에 비해 가격에 대한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같은 기간 동안

의회에서는 물리적 사업장의 존재 여부를 불문하고 온라인 쇼핑몰에 대

해서도 소비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해 왔으

나 무위에 그쳤고, 2013년에 이르러서야 상원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었

으나 결국 하원에서는 표결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아마존이 미국 전역

에 물류창고를 확대하는 전략을 선택함에 따라 이제는 많은 주에서 소비

세를 징수할 근거가 생겼지만, 여전히 16개 주에서는 기존의 소매업자가

소비세 징수 의무를 이행하는 가운데 아마존은 소비세를 포함하지 않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LaVecchia et al., 2016: 65-66).

또한 아마존은 최근 Washington 주 의회에 대한 로비를 통해 노동자

보호 관련 법안이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제정되도록 하였다. 해당 법

안에는 임금근로자가 퇴사 후 일정 기간 동안 동종업계에 재취업하거나

14) 아마존의 로비 지출은 2000년부터 2012년까지는 200만 달러 내외에 머물렀지만,
2012년 이후부터 급증하여 2015년에 900만 달러, 2018년에는 1,400만 달러까지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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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반경쟁 조항(non-compete clause)’의 적용을

금지하고, 일정 소득 이상의 근로자의 경우에만 해당 조항의 적용을 허

용하는 내용이 있다. 주 의원들은 아마존이 자사의 대부분의 직원에게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소득기준이 설정되도록 로비를 벌여왔다고

주장했다. 아마존 직원의 평균 연봉은 11만 3,000 달러로 집계되는데 법

안의 소득 기준은 아마존의 요구대로 10만 달러로 설정되었다. 이로 인

해 대부분의 아마존 직원은 반경쟁 조항의 적용대상이 되어 동종업계 재

취업이나 창업이 다른 회사 직원보다 상대적으로 어렵게 되었다. 아마존

이 해당 법안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에 대한

로비 지출이 급증한 이후이다. 주 상원의원 Marko Liias와 Derek

Stanford는 아마존이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소득 기준

이 10만 달러보다 높게 설정되는 것에 강경하게 반대하였고 결국 자신들

의 요구를 법안에 관철한 것이라고 이를 평가했다(James, 2019).

아마존의 독점적 지위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는 꾸준히 있어 왔다. 특

히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트위터에 공개적으로 아마존을 겨냥하며 온

라인 소매시장에 독점문제가 심각하다는 언급을 하였지만, 트럼프 대통

령이 기업가적 정치인으로서 반독점규제를 강화하기에는 현재 본인의 불

안정한 정치적 입지와 정치·사회적 지지의 부족으로 아마존에 대한 규제

는 요원해 보인다. 최근 들어 다시 아마존, 페이스북(Facebook), 애플

(Apple) 등 거대 인터넷 기업들의 시장독점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려

는 정부의 움직임이 형성됨에 따라 이들의 로비활동도 점차 가속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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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Tracy, 2019a). 그간 이들의 로비활동으로 일정 부분 포획되었던,

혹은 포획되었다고 의심되었던 규제기관이 이번에는 어떤 결론을 내놓을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를 종합해보면 미국은 해외직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편익은 아마존으로 대표되는 소수의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집중적으로 누릴 수 있는 구조이고 그 비용은

해외직구의 활성화로 매출 감소를 부담하는 기존의 많은 소매업자가 분

산하여 지불하게 된다. 이런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 사업

자들은 규제기관에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규제기관은

공익 증진을 이유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를 통해

시장경쟁을 제한하고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해외직

구 관련 규제정책을 분석한 결과, 소매시장에서 기존의 소매업자와 온라

인 쇼핑몰 사업자의 인지된 편익과 비용의 분포에 따라 고객 정치 유형

의 규제완화정책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한 가설은 충분히 채택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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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중 국

1. 인지된 편익과 비용의 분포

중국의 경우, 2018년 전체 소매시장 38조 위안(5조 4,000억 달러) 중

온라인 거래가 8조 위안으로 그 비중이 21%이다(권태홍, 2019). 특히 중

국은 미국과는 다르게 쇼핑을 하기 위해 차를 타고 직접 대형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물건을 구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채 형성되기 전에 소비자

들이 온라인 시장에 빠른 속도로 적응하고 있다. 2019년 전자상거래 시

장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중국으로 그 규모가 1조 9,000억 달러에 이른

다. 2위는 미국으로 5,800억 달러 수준이다(권태홍, 2019). 게다가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규모는 매년 20% 내외의 성장률을 보이며 크게 성장

해나가고 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0년 중국 온라인 소매시장

은 전 세계 온라인 소매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할 것으로 예상된다(이

맹맹, 2017).

2018년 전체 온라인 거래 중에 상위 3개 온라인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65.4%에 달하고 있다. 1위는 알리바바(Alibaba) 그룹의 티몰(Tmall)로

29.1%, 2위가 왕이카오라(Net Ease Kaola)로 22.6%, 3위가 JD 월드와이

드(JD Worldwide)로 13.7%이다(전진우, 2018). 특히 2019년 9월 알리바

바 그룹이 왕이카오라를 인수하면서 결국 전체 중국 온라인 시장규모의

51.7%를 알리바바 그룹이 차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중국의 해외직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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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온라인 쇼핑몰 시장은 높은 시장집중도를 보이고 있으며 해외직구 관

련 규제를 완화할 경우 편익은 해외직구 플랫폼을 제공하는 소수의 온라

인 쇼핑몰 사업자, 특히 알리바바 그룹에 매우 집중되어 있다.

반면, 해외직구가 점차 활성화되면서 그 비용은 중국의 수많은 소매업

자가 분산하여 부담하고 있다. 중국의 오프라인 소매업자 수를 다룬 최

근 자료는 찾기 어려웠으나15) 2004년에 이미 약 1,500만 개의 소매점포

가 존재했던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KOTRA, 2005: 7). 이들은 다양한 업

종으로 다시 분산되며, 설사 분산되지 않더라도 중국의 정치적 상황의

특성상 이들이 스스로 이익집단을 조직하여 규제기관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중국의 경우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편익은 알리바바 그룹으로

대표되는 소수의 온라인 사업자에게 집중되어 있고 그 비용은 기존의 소

매업체 사업자들이 분산하여 지불하는 양상을 띠므로, 소수의 온라인 쇼

핑몰 사업자들은 해외직구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도록 규제기관에 영향

력을 행사하려 할 것이고 기존의 소매업자들은 별다른 정치적인 영향력

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규제완화정

치 모형에서 전형적인 고객 정치 형태의 정책이 집행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15) 중국 통계국에 의하면 2018년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소매체인기업은 95,000여
개로 집계되었다(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2019). 2004년 55,000여
개(KOTRA, 2004: 8)에서 15년 사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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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규제완화정치 모형에 따른 가설(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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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직구 관련 규제정책

중국은 해외직구 시장에 늦게 뛰어든 후발주자이지만, 성장가능성은

어느 곳보다도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해외직구 관련 독립적 비영

리단체인 ‘Ecommerce Foundation’의 보고서는 중국 해외직구 시장의 발

전가능성 지수를 86.1로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Ecommerce Foundation,

2016: 27).16)

이는 중국이 전자상거래의 기반시설 구축에 높은 수준의 국가적 역량

16) 2위: 러시아 51.8, 3위: 벨기에 48.3, 4위 이하는 모두 3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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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은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빠른 속

도로 설치하고 있다.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과 모바일의 보급률이

향상되어, 2015년 인터넷 사용자 수는 6억 6,000만 명으로 집계되었고

2016년 스마트폰 보급량은 8억 1,000만 대로 집계되었다. 또한, 핀테크의

발달로 모바일 결제시스템 환경이 개선되고 있으며, O2O 산업기술의 발

달로 오프라인 매장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김세진

외, 2017: 217-220).

중국은 지난 10년간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해온 온라인 시장에 대한 경

험을 토대로 2018년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소비자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한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을 제정·공포

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는 전자상거래 시장이 비약

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자상거래 시장질서를 유지하

기 위해, 그동안 필요에 따라 각 관련 부처에서 따로 규율하던 것을 통

합한 법률을 제정한 것으로 보인다(김나현, 2019: 332-333). 동법 제1장

제1조에서 위 법의 제정목적은 “전자상거래 각 주체의 합법적인 권익의

보장과 전자상거래 행위의 규범화, 시장질서 유지 및 전자상거래의 건강

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쓰고 있다. 제2장에서는 전자상거래 플

랫폼 경영자의 납세 및 행정허가 취득의무, 규제기관에 대한 각종 정보

제공 의무,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장과 제

4장에서는 전자결제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와 배상책임, 전자상거래 플랫

폼 경영자의 분쟁해결 책임과 분쟁해결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17)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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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는 국가의 전자상거래 관리·감독 및 지원 책임을 규정하였고 제6

장에서는 전자상거래 경영자의 손해배상 책임, 각종 벌칙 및 법적 책임

을 규정하였다. 이는 중국 정부가 지금껏 전자상거래의 양적 성장을 위

한 지원책을 제공하던 입장에서 통합적 입법을 통한 시장질서 규율에 돌

입하였음을 보여준다(김나현, 2019: 334).

한편, 중국은 2016년 최소화물가치를 다소 하향조정하는 효과를 가진

법안인 ‘신통관정책’을 통과시켜 해외직구를 억제하는 방향의 정책을 입

안한 바 있다. 신통관정책 이전의 중국 통관절차는 수입품을 화물과 물

품으로 나누고, 개인적인 용도인 물품은 통관 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행우세(개인우편물수입세)만을 부과하였으며, 행우세가 50위안(8달러) 이

하이면 이마저도 면제해주었다. 이전에는 물품에 따라 서적 등은 80달러

정도, 화장품 등은 15달러까지 물품가격만 내고 구매가 가능했지만 2016

년 신통관정책 하에서는 해외직구 상품이 면세되는 경우를 차단한 것이

다. 모든 해외직구 상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관세가 0위안이지만, 부가

가치세에 해당하는 증치세와 소비세를 반드시 부과하여 면세의 가능성을

전부 제거하였다. 또한 이전에는 동물 등만 제외하면 거의 모든 제품이

중국으로 반입이 가능하였으나 정책안에서는 생활소비재 1,300여 개의

물품만 해외직구로 반입이 가능하게 하였다(김세진 외, 2017: 221-223).

17) 특기할만한 것은 소비자와 직접 계약관계를 맺는 전자상거래 경영자(실제 판매
자) 외에도 소비자와 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판매 중개
업자)에 대해서도 거래의 적법성에 대한 감독의무를 부과했다는 점이다(김나현,
2019: 341). 이는 관련 내용에 대해 입법 논의만 있는 우리나라나 미국에 비해(송
상민, 2019)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더욱 강화된 법적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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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중국은 신통관정책을 입안함으로써 해외직구에 대한 개방속도를

늦추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중국은 신통관정책의 시행을 4차례나 유예하다가 결국 폐지하

고 2019년부터 기존의 해외직구 관련 규제를 다소 완화하는 방향으로 통

관정책을 조정하였다. 중국은 새로운 해외직구 관련 통관정책을 통해 해

외직구 허가 품목을 다소 상향조정하여 1,321개로 확정하였고, 기존의 증

치세와 소비세를 30% 감면하였다. 또한 주로 연안지역에 집중되어 있던

해외직구 통관정책 시범도시를 서부내륙지역으로 확대하여 시범도시를

15개에서 37개로 늘렸다(김윤희, 2018). 하지만 이를 규제의 일반적인 완

화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여전히 신통관정책 이전의 네거티브 규제에 비

해 반입물품을 1,321종으로 규정하는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를 취하고 있

기 때문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중국은 해외직구에 대해 일률적인 규제 또는 규제완

화의 양상을 띠기보다는 해당 시장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김나현, 2019: 331). 그리고 미국의 아마존의 경우와

같이 해당 규제의 완화를 위해 알리바바 그룹 등 거대 온라인 쇼핑몰 사

업자들이 규제기관을 상대로 로비를 하는 등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

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증거를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사회주의적 국가경

영 시스템과 발전국가적 경제계획을 가지고 있는 중국의 경우에는 이런

증거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경우 편익과 비용의 분포에 따르면, 해외직구에 대한 규제를



- 47 -

완화할 때 이로 인한 편익은 알리바바로 대표되는 소수의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집중적으로 누리며 그 비용은 해외직구의 활성화로 매출 감소

를 부담하는 기존의 많은 소매업자가 분산하여 지불하는 구조가 형성되

어 고객 정치 유형의 정치적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중국 정부가 해당 시장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목적으

로 규제정책을 펴고 있어서 일관된 규제완화의 상황이 구현되지 않았을

뿐더러 해당 규제의 완화를 위해 소수의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정부기

관을 포획하려는 시도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중국의 경우 규제정

치완화 모형에서 고객 정치 유형의 정책이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은 다소

예측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 3 절 소 결

온라인 소매시장에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여 시장집중도가 높을

경우 해외직구 관련 규제를 완화하면 이들에게 편익이 집중되게 된다.

이때 기존의 오프라인 소매업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의 집중도 여부에 따

라 해당국의 규제정책의 유형이 규제완화정치 모형에서 이익집단 정치

또는 고객 정치 유형을 띠게 된다. 온라인 소매시장의 시장집중도가 높

은 미국과 중국의 경우 해외직구 관련 규제를 완화할 때 기존 오프라인

소매업자들의 비용이 분산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양국에서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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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정치적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가설을 세울 수 있다. 다음의 [그

림 3-3]은 미국과 중국에 대한 가설과 실제 규제현실을 비교한 것이다.

[그림 3-3] 미국과 중국에 대한 가설과 규제현실의 비교

*범례 : - 모형에 따른 OO의 규제가설, - OO의 규제현실OO OO

미국

비용 분산

편익 분산

비용 집중

편익 집중
<고객 정치>

<기업가 정치><대중 정치>

<이익집단 정치>

중국

중국

규제완화정치 모형에서 고객 정치적 상황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을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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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규제완화로 인해 기존 사업자의 높은 수익성이 보장되고, 이들은 수

익을 유지하기 위하여 규제완화를 목적으로 규제기관 포획을 시도하는

등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규제기관은 규제완화의 목적으로 공익 증

진 등의 이유를 들지만 사실상 시장경쟁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미국의 경우 위의 세 가지 특징이 모두 나타났다. 해외직구 관련 규제

의 완화로 아마존 등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위치가 점점

공고해져 높은 수익성이 보장되고 있다. 이들은 계속해서 수익을 보장받

기 위해 규제기관을 상대로 매해 로비를 확대하며 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요구 사항이 법안에 실제로 반영이 되고

이들의 시장경쟁 저해행위가 제대로 규제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아 정황상 이들은 일정 부분 규제기관을 포획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

다. 또한 규제기관은 입항보안 개선, 더 많은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의

발전 등의 공익적 이유를 들었지만, 이는 사실상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의 편익을 더욱 집중시켜 시장경쟁을 약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 인지된 편익과 비용의 분포에 따라 고객 정치적 규제완화 상황이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은 충분히 채택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위의 세 가지 특징이 모두 나타나지는 않았

다. 우선 해외직구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 알리바바 그룹 등 소수의 온라

인 쇼핑몰 사업자가 집중된 편익을 누려 현재의 수익성이 보장된다. 그

러나 이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하여 규제기관을 포획하려는

시도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본래 포획 시도가 은밀히 이루어지는 것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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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증거가 없다고 하여 시도조차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힘들다.

다만,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중국의 정치적 상황

을 고려하였을 때 이익집단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규제기관의 포

획을 시도하는 상황은 상정하기 어렵다. 게다가 중국의 관련 규제정책은

일관되지 않았고 오히려 최근에 전자상거래법을 새롭게 제정하여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에게 각종 법적 책임을 새롭게 부과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

는 모습도 보인다. 따라서 중국의 경우 인지된 편익과 비용의 분포에 따

라 고객 정치적 규제완화 상황이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은 전부 채택하기

도 기각하기도 곤란하다. 이처럼 가설의 예측력이 부족한 것은 중국 정

치체제의 특수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기본적으로 이익

집단 간의 갈등상황을 상정한 Wilson의 규제정치 모형은 민주적 의사결

정 과정이 결여된 경우 설명력이 부족하다는 한계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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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낮은 시장집중도 국가 분석

제 1 절 유럽연합

1. 인지된 편익과 비용의 분포

유럽연합의 경우 2017년 전체 소매시장 규모 3조 5,000억 달러 중 전

자상거래 시장규모는 6,000억 달러로 그 비중이 약 17% 정도이다

(KOTRA, 2018: 9). 이 중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의 매출액이 60% 이상,

여기에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더하면 전체 유럽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80% 가까이 된다(KOTRA, 2017: 9). 이 중 아마존, 오토(Otto), 테

스코(Tesco) 등 상위 10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3.2%이고, 상위 10

대 기업 총 매출에서 아마존이 차지하는 비중은 34.1%이다(KOTRA,

2013: 8). 아마존은 현재 유럽 5개국(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

드)에 진출하여 유럽 전 지역을 상대로 영업을 하며 유럽 온라인 시장에

서 가장 큰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유럽 전체 온라인 쇼핑몰

시장에서 아마존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7.9%로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정도도 아닐뿐더러 역외 기업이기 때문에 유럽연합 집행부나 각 국 정부

에 실효성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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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등 역외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를 제외하고 2013년 상위 3개 역

내 기업의 온라인 쇼핑몰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오토(독일) 3.2%, 테스

코(영국) 2.7%, 케링 S.A.(Kering S.A., 프랑스) 2%로 이를 모두 합해도

채 10%가 되지 않아(KOTRA, 2013: 9) 유럽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시장

집중도가 매우 낮은 시장임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유럽에서는 역내 온라

인 쇼핑몰 사업자들이 주로 자국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향을 보

인다. 유럽연합 역내 소비자의 15%만이 해외직구를 하며 44%는 국내

온라인 거래만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해외직구를 하는 비율이 아시

아의 31%, 북아메리카의 19%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KOTRA, 2017:

13). 이를 종합해보면 유럽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해외직구 규제의 완화

로 인한 편익의 크기 자체가 다른 나라에 비해 작은 수준이고 그마저도

넓게 분산되어 있는 시장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유럽에는 전체 소매시장 매출액의 83%를 약 190만 개 이상의

오프라인 소매점포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Retail-Index,

2019). 수많은 소매업자들이 다양한 물품을 취급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편익이나 비용도 다른 나라의 소매업자들처럼 분산되어 있다고 보기 쉬

우나 유럽의 경우는 다르다. 유럽은 산업혁명과 자본주의의 발원지로 순

수자본주의의 폐해를 일찍 경험하고 19세기 중반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자유방임적 수준에 머무르는 단계에서 경제적 약자들이 협동조합을 설립

하여 공동의 경제·사회·문화적 필요를 충족해온 역사가 있다. 이 움직임

은 크게 농업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으로 분류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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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들은 독과점적 시장구조, 거대자본의 높은 이율 등에 대응하기 위

해 사회민주주의적 정신 아래 각각의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자신들의 이

익을 보호하였고, 이런 협동조합운동은 20세기를 거치며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장종익, 2015: 1-2). 다른 나라에도 협동조합이 존재하

고 많은 나라가 유럽의 협동조합을 모델로 하여 협동조합 관련 법률을

규정하고 있지만, 특히 유럽의 협동조합들은 뿌리 깊은 전통과 특유의

사회적인 분위기를 바탕으로 강하게 이익집단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소매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1963년 유럽 독립 소매상들이 결

성한 ‘협동조합연맹(Union of Groups of Independent Retailers of

Europe, UGAL)’에는 2011년 기준 32만 명 이상의 소매상들이 조직한 크

고 작은 협동조합들이 22개의 협동조합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다. 이런 소

매상들과 소매상협동조합은 4,730억 유로의 매출액을 기록했는데 이는

당해 유럽 전체 소매 매출액의 10%를 넘는 수치이다. 1962년 설립된 이

탈리아의 ‘코나드(CONAD)’는 3,000여 명의 슈퍼마켓 운영자 협동조합으

로 2011년 이탈리아 전체 식료품 시장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독

립적 자영업자나 소기업들의 협동조합이 상당히 발달한 프랑스의 경우,

2013년 30여 개의 소매업종에 종사하는 31,600여 명의 소매업자들이 89

개의 상업협동조합을 운영하며 전체 소매거래의 30%를 차지하였다18)(장

종익, 2015: 9-10). 따라서 유럽의 경우 개개 소매점포의 개수는 온라인

쇼핑몰보다 많을지라도, 이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조직적으로 행동할

18) 같은 기간 프랑스의 프렌차이즈 업체는 15-17% 정도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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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더 높은 시장집중도와 더 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

익집단으로 상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유럽은 해외직구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경우 기존의 소

매업자들에게는 비용이 집중되고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에게는 편익이

분산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므로 기업가 정치적 상황이 나타날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에서는 규제완화정치 모형에서 기업가 정치

형태의 정책이 집행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림 4-1] 규제완화정치 유형에 따른 가설(유럽연합)

소매
시장
현황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오프라인 소매업자

- 17% 시장점유
-낮은 시장집중도로
이익집단화 어려움
(CR3=7.9%)
- 소비자가 해외직구
보다 자국 상품
선호

- 79% 시장점유
-강한 협동조합 전통
으로 이익집단화
용이
-각 국 소매업 협동
조합의 시장점유율
이 높음

↓ ↓

규제
완화
경우

편익 분산 비용 집중 ⇨

가설

기업가
정치적 상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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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직구 관련 규제정책

유럽은 1968년 관세동맹을 완성하여 공동 관세를 부과해온 전통 아래,

1993년 단일 공동시장 출범 이후에도 회원국 공동으로 통상정책을 결정·

집행하는 경향이 더욱 강화되었다. 역내 내부적으로는 상품 및 생산요소

의 자유로운 이동과 단일통화의 유통을 보장하기 위한 자유화 조치를 실

시해온 반면, 외부적으로는 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보호주의를 강화하고

무역장벽을 유지하는 정책을 써왔다(김승민, 2003: 112). 하지만 2005년

부터 전통적인 다자주의를 유지하는 가운데 주요교역국과 FTA를 체결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고, 2006년 ‘글로벌 유럽전략’을 발표하며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체제로 통상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게 된다(송병준,

2016: 107-108).

또한 유럽은 2010년부터 꾸준히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인 ‘유럽 2020’을

추진하고 있다. 회원국 간의 상이한 정책과 법제도, 국경 간 배송절차의

복잡함, 결제제도의 상이함 등이 해외직구와 같은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보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책의 주요 방향

은 각 국의 전자상거래 법규의 조화, 온라인 시장에 대한 접근성 제고,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기업의 행정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전반적으로 거래

장벽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런 요인들 때문에 유럽의 전자상거래 수준이

아직 제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Rokicki, 2018: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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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은 강제성이 없는 구상에 가깝고 유럽연

합은 여전히 전면적인 역외 개방에 대해서 미국에 비해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EU 회원국들이 정부수입의 약 40%를 부가가

치세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 그 원인이 있다(최장우, 2006: 317). 때문

에 미국이나 우리나라와 달리 온라인 서비스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율도 평균 20%로 우리나라에 비해 10%p나

높다. 아무리 상품의 질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20%나 부

과하면 당연히 유럽의 상품이 해외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배송대행 유형의 해외직구의 경우 일단 해당국 국내에서 소비가 한

번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국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 불

가피하다. 예를 들어 한국의 소비자가 독일 온라인 쇼핑몰에서 배송대행

의 형태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상품의 국내반입에 따른 관세 및 각종

세금을 한국정부에 내는 것은 물론 독일정부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 세율이 물품가액의 20%나 되기 때문에 이는 해외직구 시장에

서 유럽 상품의 가격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 따라서 상품소비에 대한

높은 과세율 정책의 비용은 고스란히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부담하게

된다.

관세의 경우, 현재 역내에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역외에서 수입

되는 소액물품에 대해서 10-22유로(11-25달러)까지는 관세 및 부가가치

세 면제, 150유로(170달러)까지는 관세만 면제해주고 있다(한상훈, 2015:

17-18). 면세의 범위가 미국의 그것의 3.3% 정도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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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2014년 유럽연합에서 발주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는

무역확대와 경제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최소화물가치를 현재 20유로(23달러) 수준에서 80유로(92달러)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Hintsa et al., 2014: 2). 그 이유는 소액·소

량화물에 부과하여 얻어진 관세수입이 관세행정비용과 민간부문에 전가

되는 비용보다 적기 때문이다. 비슷한 취지의 정책제안서와 보고서가 국

제상업회의소(ICC)와 국제관세기구(WCO)에서도 나온 바 있다(ICC,

2015: 1; WCO, 2015: 42). 결론은 최소화물가치를 상향조정하는 것이 경

제적으로 이득이라는 것인데,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은 해외직구와 관련하

여 세금을 감면해주는 데에 대해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럽연합은 급증하는 해외직구 거래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인

지하고 최근 해외직구에 대한 시장감시규정을 도입하였다. 유럽연합은

2019년 6월 「시장감시 및 제품준수에 관한 규정(EU Regulation on

Market Surveillance and P roduct Compliance)」을 발표하고 역내 법

률정비와 수출국의 적절한 대응지원을 위해 2021년 7월 시행까지 2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제정목적은 역외 기업으로부터 수입되는 해외직구

물품이 「유럽연합 통합법률(EU Harmonization Legislation)」을 준수

하는 경우에만 유통을 허용하여 공중보건, 환경, 안전, 소비자 보호 등의

공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통합법률 제2조19)에서는 본 규정의 적용을 받

19) Article 2 paragraph 1: This Regulation shall apply to products that are
subject to the Union harmonisation legislation listed in Annex I (‘Union
harmonisation legislation’), in so far as there are no specific provisions with
the same objective in the Union harmonisation legislation, which regulate i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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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해외직구 상품을 명시하였는데,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 세정제, 기계

류, 화장품 등 소비자들이 일상적으로 구매하는 물품을 포함하여 총 70

종의 상품을 명기하였다. 동법 제4조20)에서는 역내에 통합법률 준수 여

부를 감독하는 관리업체(economic operators)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해

당 관리업체에 감독 업무를 부과하였다. 그리고 동법 제16조21)에서는 통

more specific manner particular aspects of market surveillance and
enforcement.

20) Article 4 paragraph 3: Without prejudice to any obligations of economic
operators under the applicable Union harmonisation legislation, the economic
operators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perform the following tasks:
(a) if the Union harmonisation legislation applicable to the product provides
for an EU declaration of conformity or declaration of performance and
technical documentation, verifying that the EU declaration of conformity or
declaration of performance and technical documentation have been drawn
up, keeping the declaration of conformity or declaration of performance at
the disposal of market surveillance authorities for the period required by
that legislation and ensuring that the technical documentation can be made
available to those authorities upon request;

(b) further to a reasoned request from a market surveillance authority,
providing that authority with all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necessary
to demonstrate the conformity of the product in a language which can be
easily understood by that authority;

(c) when having reason to believe that a product in question presents a risk,
informing the market surveillance authorities thereof;

(d) cooperating with the market surveillance authorities, including following a
reasoned request making sure that the immediate, necessary, corrective
action is taken to remedy any case of non-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set out in Union harmonisation legislation applicable to the
product in question, or, if that is not possible, to mitigate the risks
presented by that product, when required to do so by the market
surveillance authorities or on its own initiative, where the economic
operator referred to in paragraph 1 considers or has reason to believe that
the product in question presents a risk.

21) Article 16 paragraph 3: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2, the corrective
action required to be taken by the economic operator may include, inter alia:
(a) bringing the product into compliance, including by rectifying formal
non-compliance as defined by the applicable Union harmonisation
legislation, or by ensuring that the product no longer presents a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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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률을 준수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 즉각 리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

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기구가 위반제품을 직접 파괴 및 임의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최경윤, 2019: 1-4).

이렇듯 현재 유럽연합 집행부와 각 회원국 정부는 해외직구에 대한 규

제를 강화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 규제완화정치 모형에 입각한 상기

가설을 기각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해외직구 관련 규제완화에 대한 사회

적 지지의 부족과 이로 인한 기업가적 정치인의 부재라고 볼 수 있다.

제2장에서 살펴봤듯 기업가 정치 유형의 정책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정책으로 인해 비용을 집중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소수 이익집단의 강력

한 반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기업가적 정치인이 필요조건이고, 이런 기

업가적 정치인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를 지지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유럽의 경우 자국 상품을 선호하는 까다로운 소비자들

은 다른 나라 소비자들에 비해 해외직구 관련 규제완화에 상대적으로 미

지근한 반응을 보일 것이고 수많은 소매업자들은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

(b) preventing the product from being made available on the market;
(c) withdrawing or recalling the product immediately and alerting the public
to the risk presented;

(d) destroying the product or otherwise rendering it inoperable;
(e) affixing to the product suitable, clearly worded, easily comprehensible
warnings of the risks that it might present, in the language or languages
determined by the Member State in which the product is made available
on the market;

(f) setting prior conditions for making the product concerned available on the
market;

(g) alerting the end users at risk immediately and in an appropriate form,
including by publication of special warnings in the language or languages
determined by the Member State in which the product is made available
on th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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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있는 해외직구의 활성화를 바라지 않을 것이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기업가적 정치인이 나타나 주도적으로 규제완화에 앞장서

기는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유럽의 경우 해외직구 관련 규제완화의 상황에서 다수의 온라

인 쇼핑몰 사업자에게 편익이 분산되어 있고 강력한 결집력을 가진 기존

의 소매업자들에게 비용이 집중되어 있어 기업가 정치 유형의 규제완화

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존의 가설은 기업가적 정치인이라는 필요조건을

만족하지 못해 기각된다. 이 경우 자연스럽게 편익과 비용이 반전되어

오히려 [표 2-1] 규제정치 모형의 고객 정치적 상황이 전개된다. 현재

유럽에서 해외직구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과 같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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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한 국

1. 인지된 편익과 비용의 분포

한국의 경우 2018년 전체 소매시장에서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24.5%였으며, 2019년 6월에는 27.7%까지 상승하였다. 위의 다른 국가들

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사업자는 없다. 이베이코리아가 인수한

옥션·G마켓이 전체 온라인 시장 매출액의 14.1%를 차지해 업계 1위이지

만 이는 위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리 높은 수치가 아니다.

국내기업의 경우만 따져도 네이버가 8.8%, 11번가 7.2%, 쿠팡 7% 등 다

수의 사업자가 온라인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고 55% 이상의 전자상거래

는 각 제조업체의 개별 사이트 또는 SNS 등 기타 해외직구가 가능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는 것으로 파악된다(한태일, 2019: 9).

상위 3개 국내기업의 시장점유율이 23%에 그치고 다수 업체가 경쟁하고

있는 국내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개별 사업자의 점유율 확대가 제한적이

며 전자상거래 플랫폼 간의 경쟁이 심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해

외직구로 인한 편익이 다수의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에게 분산되어 있다

고 볼 수 있다.

한편, 해외직구가 점차 활성화되면서 그 비용은 수많은 소매업자가 분

산하여 부담하고 있다. 2015년 한국의 오프라인 소매점포 수는 약 6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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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로 전체 소매시장의 72%를 분산하여 점하고 있으며, 이들의 시장점유

율도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곽은경, 2018: 5). 이들은 다

양한 업종으로 다시 분산되어 하나의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해외직구로 인한 비용을 넓게 분산하여 부담하고 있

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편익은 다수의 해외직구 플

랫폼 제공 온라인 사업자에게 분산되어 있고 그 비용 또한 기존의 소매

업체 사업자들이 분산하여 지불하는 양상을 띠므로, 어느 쪽도 규제기관

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규제기관 주도의 규제 강화 또는

완화가 나타나는 대중 정치 형태의 규제정책이 집행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림 4-2] 규제완화정치 유형에 따른 가설(한국)

소매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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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소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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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시장집중도로
이익집단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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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이상이 개별
제조업체 사이트
에서 거래

- 72.3% 시장점유
- 64만 개 내외의
소매업체가 다양한
업종으로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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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직구 관련 규제정책

어떤 정책이 대중 정치 유형을 띤다는 것은 규제가 어떤 방향으로 진

행이 되든 관련 주요 행위자의 편익과 비용은 분산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중 정치 유형의 규제정책 또는 규제완화정책이 나타

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려면 규제의 방향보다도 규제가 그러한 방향

으로 움직이게 된 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한국은 해외직구에 대

한 규제를 꾸준히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여기서 중

요한 것은 편익을 누리는 집단의 강력한 요구도 비용을 부담하는 집단의

강력한 반대도 없는 상황에서 해외직구 관련 규제를 완화시킨 동력이 무

엇이며 그것이 대중 정치 유형의 규제정책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대중 정치 유형의 규제완화가 정치적 의제로 등장할 수 있는 것은 사

회 발전에 따라 새로운 사상이나 신념이 대두하고 국민 일반의 감정이

이를 뒷받침하며 이것을 정치적 이슈로 삼아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려고

하는 영향력 있는 기업가적 정치인들이 있을 때 가능하게 된다(최병선,

1992: 138). 한국의 경우 전반적으로 높은 물가 수준, 특히 국내기업이

내수용 상품과 수출용 상품 간에 가격 차별을 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불

만이 있어 왔다. 한국의 소비자가 해외직구로 가장 많이 구입하는 품목

중에 TV 등 전자제품이 꾸준히 상위권에 있는 점22)은 이런 불만을 엿

22) 2019년 상반기 해외직구 상위 10대 품목군 중에서 건수는 300만 건으로 3위, 전
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78%로 1위를 기록했다(관세청, 2019a).



- 64 -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중에는 외국 기업의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국내기업이 해외에 수출한 제품을 다시 해외직구로

구매한다. 관세와 배송비를 모두 포함해도 국내에서 같은 상품을 구입하

는 것보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의 경우 여전히 발전국

가 시대의 관치행정의 관행이 남아있고 각종 불필요한 규제가 많아 사업

하기 힘들다는 인식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규제 완화를 통해 편익을 누

리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의 주목할 만한 정치적 노력이나 행동이 없

었음에도, 지난 정부에서 물가 안정과 규제 철폐의 의지를 가지고 해외

직구 관련 규제를 완화하였다. 이하에서는 그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해외직구가 국내에서 아직 익숙한 개념이 아니던 2010년대 초반에는

해외직구에 대한 규제 수준이 높은 편이었다. 해외직구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던 상징적인 사건으로 2014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아이허브

(iHerb)를 유해 사이트로 지정하고 접속을 차단했던 것을 꼽을 수 있다.

당시 식약처는 미국산 젤라틴 캡슐의 광우병 유발 가능성을 우려하여 국

민보건의 목적으로 해당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였는데, 사실 해당 성분

은 국내 통관이 허용되지 않아 구입 자체가 불가능했는데 해당 사이트의

접속 자체를 차단한 과도한 규제가 논란이 된 적이 있다(이인용, 2015:

22-23). 하지만 이후 우리나라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규제를 꾸준히 완

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해왔기 때문에, 이는 해외직구 시장의 초창

기에 아직 규제의 방향에 대해 사회가 혼란스러웠던 시점에 발생했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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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사건으로 보인다. 이후에도 정부가 규제강화의 움직임을 보이면 언

론과 국민은 그에 대한 우려와 비난의 목소리를 높여 왔다(서민준 외,

2019; 서지영, 2018; 윤희석, 2017; 최은영, 2015; 장원제, 2014).

한국에서 해외직구가 급증한 데에는 정부의 물가정책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박상철, 2015: 128-129). 2014년 1월 물가관계부처회의는 ‘2014년 물

가안정대책’을 통해 물가안정의 걸림돌인 수입품 가격의 하락을 목표로

수입부문 경쟁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어 같은 해 4월 경제관계장

관회의에서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구조의 개선방안으로 해외직구 활성화

정책을 제시하였다. 관세청은 이를 신속히 실행에 옮겨 6월 「전자상거

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 8월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

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였다. 이를 통해 목록통관의 범위를 확대

하고, 특별통관대상 지정제를 폐지하여 신고제로 전환하였다.

먼저 목록통관의 범위 확대에 대해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개인이 사

용할 목적을 가지고 해외직구의 방식으로 구매한 물품은 비교적 통관절

차가 간단하고 신속한 특급탁송물품(특송물품)으로 취급하며 특송물품의

통관방식은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으로 구분한다. 이 중 목록통관은 구입

품목을 목록으로 제출하여 관세사를 통하지 않고 특송업체가 자체적으로

세관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150달러(미국發은 한미 FTA에 의거 200달

러) 이하의 개인적 용도의 물품에 적용하는 통관방식이다23)(한국소비자

23)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신고구분) ① 특송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
격이 미화 150달러(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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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2016: 7). 최소화물가치에 해당하는 목록통관 허용 특송물품 150달러

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여 과

도한 규제라는 목소리도 있다.24) 하지만 이는 전 세계 국가들의 최소화

물가치 수준과 비교하였을 때 평균적인 수준25)으로 선제적 규제완화 사

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종전에는 6개 품목(화장지·주방용기류, 서적·인쇄물, 의류, 신발류, 가구·

조명기구류, 음악·영화용CD)에 대해서만 목록통관을 허용하던 것을 2014

년 6월부터 일부 식·의약품을 제외한 전 품목으로 확대하는 네거티브 방

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목록통관특송
물품"이라 한다)은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법
제241조제1항의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2.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
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이
하 "간이신고특송물품"이라 한다)은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3. 물품가격이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이하 “일반수입신고특송물품"
이라 한다)은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과 별표 2의 간이신고배
제대상물품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목록통관 또는 간이신고
를 배제하고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의1(스마트통관) ① 스마트 통관은 일반수입신고 특송물품 중 물품가격이 미
화 2천불 이하면서 개인이 수입하는 전자상거래물품 등과 같이 우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수입신고건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이 통관시스템에 접수된 후 일
정시간이 경과하면 전자적 방식으로 심사 및 수리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의한 수입신고건 이라도 신고수리전 신고내용을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검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검사대상으로 선별할 수 있다.

24) 2016년 한국소비자원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해외직구 소비자들의
56%가 우리나라의 최소화물가치를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답하였으며 그 중 65%
가 400달러까지 늘려야 한다고 답하였다(한국소비자원, 2016: 40).

25) Global Express Association(GEA)가 2016년 4월을 기준으로 세계 각 국의 최
소화물가치를 조사·정리한 표 (https://global-express.org/assets/files/Customs%
20Committee/de-minimis/GEA-overview-on-de-minimis_April-2016.pdf)를 참고
하여, 표에 등장하는 85개국의 최소화물가치를 산술평균한 결과 약 149 달러가
산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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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해외직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다음으로 특별통관대상 지정제 폐지의 경우, 한국은 기존에 수입업체

가 특별통관대상 지정신청을 하면, 관세청은 엄격한 요건을 갖춘 일부

업체의 경우에 한하여 일정한 통관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

을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신고만으로 통관 편의를 누릴 수 있도

록 신고제로 개정한 것이다26)(관세청, 2016). 특별통관 대상업체가 수입

하는 물품은 원칙적으로 개장검사를 하지 않으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일반수입신고 및 통관절차의 적용을 면제하고 목록통관과 간이신고가 가

능하도록 하는 등 여러 통관 편의를 누릴 수 있다.27) 해외직구 상품을

보다 빨리, 적은 비용에 배송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6)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 제4조(특별통관대상업체
신고요건) ① 제2조제6호의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필수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통관대상
업체로 신고할 수 없다.
1.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법 위반으로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
나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2.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3. 관세 및 내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
4. 특별통관대상업체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다만, 개인
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스스로 취소를 한 경우는 제외한
다.

27)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 제8조(물품검사) 세관장은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신고된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하는 특송물품은 원칙적으로
전산 선별된 건만을 검사한다. 다만, 마약, 총기류 등의 밀수방지 등을 위하여 세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X-ray판독 또는 수작업으로 선별하여 검
사할 수 있다.
제9조(통관심사 등) ① 세관장은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X-Ray판독, 서류심사 또
는 물품검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내구매자 또는 관련 전자상
거래업체로부터 주문내역서, 물품대금지급처, 반입경위서 등을 제출받아 수입신
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심사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가격 신고의
내용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세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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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국은 통관규제를 완화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부처 및 산하기관

에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였다. 그 중 주목할

만한 항목은 금융위원회와 지난 정부 산하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추진했던

전자상거래 결제 간소화 정책이다.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 본인확인

절차 간소화, 간편결제 서비스(이른바 원클릭 쇼핑) 제공, Active-X 폐

지 등을 통해 각종 규제를 합리적인 국제수준으로 많이 완화하였다. 이

같은 결제 간소화 정책의 추진배경 중 하나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2월 사이에 SBS에서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이다.

해당 드라마가 외국, 특히 중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이른바 ‘천송

이 코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는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

몰에서 천송이 코트를 해외직구할 때 공인인증서와 Active-X에 따른 문

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2014년 3월 규제개혁 장관회의와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거쳐 5월 금융위원회는 전자상거래에서 카드 결제 시 공인인증서 의무사

용 규정을 폐지하였고 6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외국인 전용 쇼핑몰인

케이몰24(Kmall24)를 구축하여 외국인들이 공인인증서와 Active-X 없이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외직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2014). 잇따라 관련 국내법률의 개정을 통해 국내 거래

에서도 공인인증서 사용강제 근거 규정을 완화하거나 제거하였다. 10월

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을 통해 제21조28) 제2항에 공인인증

28)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①금융회사ㆍ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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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외에「전자서명법」에 의한 인증서의 사용의 가능성을 열어 두었고

제3항을 신설하여 인증방법에 있어 특정 기술이나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

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리고 2015년 3월 공인인증서의 사용을 강제하고

있던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29)를 개정하여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공인인증서의 사용강제를 해제하였다. 또한

정부는 카드사로 하여금 Active-X를 적용할 수 없는 크롬(Chrome), 사

파리(Safari) 등 다른 웹브라우저에서도 온라인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카드사, PG(Payment Gateway)사, IT 보안업체가 공동

으로 보안프로그램, 결제창, 공인인증서 등에서 사용되는 Active-X를 완

전히 추방하여 금융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Active-X 문제를 해결

하도록 하였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14).

한국은 해외직구 관련 규제를 완화할 때 편익과 비용이 분산되어 있어

관련 이익집단들의 조직화와 규제기관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 등의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하지만 규제완화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
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소요경비 등의 정보기술부문, 전자
금융업무 및 「전자서명법」에 의한 인증서의 사용 등 인증방법에 관하여 금융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기준을 정할 때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의 공정한 경쟁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
여 대표자의 확인ㆍ서명을 받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9)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인증방법 사용기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는 전자금융거래의 종류·성격·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인증방법을 사용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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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업가적 정치인의 결단과 의지로 해외직구에

대한 규제가 꾸준히 완화되어온 전형적인 대중 정치 유형의 규제완화 사

례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소매시장에서 기존의 소매업자와 온

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인지된 편익과 비용의 분포와 해외직구 관련 규제

완화 과정을 분석한 결과, 한국에서는 해외직구와 관련한 규제정책이 대

중 정치 유형일 것이라고 예측한 가설은 큰 무리 없이 채택할 수 있다.

제 3 절 소 결

온라인 소매시장에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고 시장집중도도

낮은 경우 해외직구 관련 규제를 완화하면 이들의 편익은 넓게 분산된

다. 이때 기존의 오프라인 소매업자들에게 비용이 집중되는 상황이면 기

업가 정치, 이들에게도 비용이 분산된다면 대중 정치적 상황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유럽연합과 한국 모두 온라인 소매시장의 시장집중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유럽연합의 경우 해외직구 관련 규제를 완화할 때

기존 오프라인 소매업자들의 비용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기업가 정치적 상황이, 한국의 경우 기존 소매업자들의 비용이 분산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대중 정치적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가설을 세

울 수 있다. [그림 4-3]은 유럽연합과 한국을 포함하여 본 연구의 논의

대상인 4개국에 대한 가설과 실제 규제현실을 비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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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정치 모형에서 기업가 정치적 상황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을 보

인다. 규제완화를 원하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기업가적 정치인의 역할이

중요하고, 규제완화의 내용이 상당히 전향적이지만 많은 예외규정이 삽

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규제기관과 피규제산업은 적대적 관계에 놓이게

*범례 : - 모형에 따른 OO의 규제가설, - OO의 규제현실OO OO

미국

비용 분산

편익 분산

비용 집중

편익 집중
<고객 정치>

<기업가 정치><대중 정치>

<이익집단 정치>

중국

중국

유럽연합

유럽연합

한국

[그림 4-3] 4개국에 대한 가설과 규제현실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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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나 장기적으로는 포획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유럽연합의 경우 우선 첫 번째 조건부터 만족하지 못했다. 사회 전반

적으로 해외직구 관련 규제의 완화를 원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

었으며 규제완화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는 기업가적 정치인의 사

례로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규제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유럽연합 통합법률 등의 제정으로 규제가 강화되었으며, 이는 오히려 규

제정치 모형의 고객 정치적 상황으로 설명할 수 있다. 기업가 정치 유형

의 핵심은 기업가적 정치인의 존재이며,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자

연스럽게 소수의 동질적인 이익집단의 편익이 집중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유럽연합의 경우 인지된 편익과 비용의 분포에

따라 기업가 정치적 규제완화 상황이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된다.

규제완화정치 모형에서 대중 정치적 상황은 다음 세 가지 특징을 보인

다. 규제완화의 필요성은 공익단체에 의해 제기되는 경향이 있고, 정부의

조치를 원하는 여론이 형성되며, 규제완화를 주도할 기업가적 정치인들

의 의지에 따라 관련 업무의 성과가 좌우된다.

한국의 경우에는 위의 세 가지 특징이 대체로 잘 나타난다. 우선 해외

직구 관련 규제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익단체에서 제기되었다는 직접적

인 증거는 찾지 못했으나, 이는 필요조건이 아니라 대체로 그런 경향성

을 띤다는 임의적 조건이며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알리는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들의 공익성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국민들은 꾸준히

해외직구 소비비율을 높이는 등 해외직구 관련 규제완화를 원하는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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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여론을 형성하여 왔다. 그리고 비용과 편익이 모두 분산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난 정부에서 규제완화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해외직구 관련

규제 수준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많이 완화하였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인지된 편익과 비용의 분포에 따라 대중 정치적 규제완화 상황이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은 충분히 채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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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해외직구는 새로운 유형의 상품무역으로 GATT 규정의 적용을 받는

다. 그러나 국가가 국제규범을 받아들여 국내법으로 구체화할 때 규제는

강화되거나 약화되는 과정을 거친다. 국제규범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국

가들은 해외직구를 다양한 형태로 규제하고 있으며, 이런 규제 편차를

가지고 오는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었다.

해외직구는 다양한 방식으로 규제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크게 통

관정책과 그 외의 정책으로 나누어 보았다. 해외직구가 상품무역인 만큼

수입국의 통관정책은 해외직구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 국의 통관정책은 필수적으로 살펴보았다. 해외직구에 대한 규제정책

이 국가별로 다양한 양상을 띠는 원인을 하나의 일관된 분석체계로 분석

하기 위해, 이익집단의 정치·경제적 상황과 규제기관의 규제 목적을 동

일한 차원에서 분석할 수 있는 Wilson의 규제정치 모형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해외직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에 있는 것

을 감안하여 규제정치 모형을 규제완화의 상황으로 수정한 규제정치완화

모형을 분석틀로 사용하였다. 해외직구 관련 규제완화를 둘러싼 주요 이

익집단으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와 기존의 소매업자를 선정하였고, 주

요국의 이익집단들이 인지하는 편익과 비용의 분포를 통해 분석틀에 입

각하여 각 국의 규제정책 유형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각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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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별 이론적 특징과 각 국의 규제현실을 비교하여 가설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였다. 다음의 표는 검정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5-1] 주요국 규제완화정책 가설에 대한 검정 결과

국가
인지된 편익과
비용의 분포

가설의 이론적 특징
현실과의
부합 정도

미국
편익 집중

비용 분산

<고객 정치>

① 수익성 보장

② 높은 포획 가능성

③ 정책 목적과 효과의 불일치

üüü

üüü

üüü

유럽

연합

편익 분산

비용 집중

<기업가 정치>

① 기업가적 정치인

② 전향적 정책

③ 적대적 관계

×

×

×

중국
편익 집중

비용 분산

<고객 정치>

① 수익성 보장

② 높은 포획 가능성

③ 정책 목적과 효과의 불일치

ü

ü

×

한국
편익 분산

비용 분산

<대중 정치>

① 공익집단 제기

② 여론 형성

③ 기업가적 정치인

üü

üüü

üüü

*이론과 현실의 부합 정도 : üüü -강함, üü -보통, ü -약함, × -부합하지 않음

*각 유형별 이론적 특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2-2] 참조

검정 결과 주요국의 해외직구 관련 규제정책의 편차를 파악하는 데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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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Wilson의 규제완화정치 모형은 대체로 현실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과 한국의 경우 분석틀에 따라 각각 고객 정치 유형과 대

중 정치 유형의 규제완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미국의 경우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높은 수익성을 보장받고 있었고 이들이 규제기

관을 포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규제기관의 정책목표와

효과가 불일치하는 등 전형적인 고객 정치 유형의 규제현실이 발생하였

다. 한국의 경우 언론 등 공익집단으로부터 규제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

었고 이를 통해 꾸준히 규제완화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어 왔으며 이를

정책으로 실현해 낼 수 있는 기업가적 정치인이 존재하는 등 대중 정치

유형의 규제현실이 발생하였다.

유럽연합의 경우 기업가 정치 유형의 규제완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

측했으나 기업가 정치 유형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인 기업가적 정치인의

부재로 인해 현실에서 해당 정치 유형의 특징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

려 기존의 소매업자에게 해외직구 규제로 인한 편익이 집중되어 이들의

높은 수익이 보장되고 이들이 규제기관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고

객 정치 유형의 규제정치가 나타났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 고객 정치 유

형의 규제완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했으나,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높은 수익을 누린다 하여도 이들이 규제기관을 포획할 가능성은 매우 낮

기 때문에 규제기관의 정책목표와 효과의 불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무의미했다. 중국과 같이 특수한 정치체제의 경우 이익집단 간의 갈등을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해결하는 것을 상정한 규제완화정치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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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현실 설명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론에서 살펴보았듯 현재 해외직구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점

점 보편적인 소비양식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점차 인터넷 환경이 개

선되고 물류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해외직구라는 소비

현상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에 국제사회에서도 이에 대한 규범을

형성 중이나 본론에서 살펴보았듯 그에 대한 규제 양식은 국가별로 주목

할 만한 편차를 보이며 가까운 미래에 해외직구 규제에 대한 국제적인

컨센서스를 이끌어내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해외직구가 국제적

인 흐름이므로 이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은 시기상조일

수 있으며, 그렇다고 해외직구는 그저 무역의 특수한 사례라고 치부하고

기존 소매업의 활성화에 치중해야 한다는 입장은 시대착오적일 수 있다.

본 연구는 해외직구 현상은 점차 증가하나 이에 대한 국제적 규제가 아

직 형성되지 않은 과도기에, 양측 입장 사이에서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

하고자 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한계점을 가진다. 첫 번째 한계

는 논의의 지리적 범위가 주요 4개국으로 한정되었다는 것이다. 비록 해

외직구 시장에서 선두를 점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세계 무역시장에서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에 대한 분석이 생략되었다. 일본 또한 라쿠

텐(Rakuten) 등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해외직구 시장의 확대에 발맞추고

있으며, 일본의 높은 국가브랜드를 기반으로 한 상품 고급화 전략으로

해외 소비자들을 상대하고 있다. 그리고 제3세계 국가들, 특히 빠른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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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자상거래가 성장하고 있는 브라질 등 남아메리카 국가들에 대한 분

석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해외직구 시장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는 주요국에 대한 분석에 그쳤지만, 연구의 범위를 넓혀 보다

다양한 국가들의 규제현실을 다루었다면 국제사회의 해외직구 관련 규제

의 현주소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중국과 일본 외

에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폴 등 아세안(ASEAN) 국가의 해외직구

관련 규제에 대한 분석은 추후 한국이 역직구 시장을 개척하고 수출 다

변화를 통해 對강대국 무역의존도를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첫 번째 한계점이 지리적 범위의 한정이었다면 두 번째 한계점은 시간

적 범위의 한정이다. 현재 시점에서 횡단면적으로 각 국가별 이익집단의

인지된 편익과 비용을 분석함에 있어 다소 짧은 기간에 의존하여 분석하

였으며, 각 국가 내에서도 시간에 따른 규제의 변화를 파악하는 시계열

연구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국가별로 대

략 1-3년 전의 최신자료를 활용하여 이익집단의 인지된 편익과 비용을

도출하였으나, 더 많은 자료, 예를 들어 최근 5년 동안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시도했다면 각 국 규제의 횡단면적 차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전자상거래의 태동기인 1990년대 후반부터 현재

에 이르는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시도했다면 현재 시점에서의 국가별 비

교뿐만 아니라 시기별로 각 국가 내에서 변화해간 규제정책을 비교하여

보다 전반적인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아직 해외직구와 관

련하여 범국가적으로 통일된 논의나 규범이 존재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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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각 국가의 해외직구 시장 현황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한 1차 자료

또한 찾아보기 힘들었다. 따라서 각 국가별로 관련 자료를 수집한 출처

가 각각 달랐고 이 자료들도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시장 현황을 정리한

것이 아니었다. 이에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최근 자료에 많은 가중치

를 두게 되었고, 이로 인해 논의의 시간적 범위가 다소 제한된 것이 본

연구가 가지는 두 번째 한계점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시사점이 있다. 우선

추후 한국의 역직구 활성화 방안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수입국의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와 기존의 소매업자의 해외직구 관련 규제완화에

따른 편익과 비용의 집중도를 알 수 있다면 이를 통해 해당국 규제완화

정책의 유형을 예측하고 각 유형의 이론적 특징에 입각한 맞춤 역직구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미국과 같이 고객 정치 유형의 국가에는 규제

수준이 낮더라도 해당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소비자의 수

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시장점유율을 확보하는 방법, 시장지배적 사업

자의 로비에 적극적으로 편승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유럽연

합과 같이 기업가적 정치인이 없는 기업가 정치 유형의 경우 결국 규제

정치 모형의 고객 정치적 상황이 나타날 것이므로 수입국의 규제에 부합

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업가적 정치인의 출현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

야 한다. 중국과 같이 특수한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거나 우리나라와 같

이 대중 정치 유형이 예상되는 경우 수입국 규제기관 및 기업가적 정치

인의 의도와 의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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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내적으로 해외직구 관련 규제정책을 결정하는 데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대중 정치적 상황에서는 규제기관이 규제정책을 결정함에 있

어 국제적인 경향과 시장 동향에 뒤처지지 않고 국민의 여론을 잘 수렴

하여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는 한편 규제완화에 따른 인지

된 편익과 비용의 변화 추이를 꾸준히 살펴서, 이익집단들의 시장 행동

의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이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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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gulatory policies

related to overseas direct purchase in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European Union, China and South Korea,

and to analyze the causes of regulatory divergence.

J.Q. Wilson’s Regulatory Politics Model was used as an

analysis framework in order to explore the causes of regulatory

divergence of countries on overseas direct purchase. The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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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ailers and offline retailers were selected as the main interest

groups of deregulation on overseas direct purchase. The

direction of regulation in each country was predicted through

the distribution of their perceived benefits and costs. In the US

and China, where the online retail market is highly

concentrated, it was hypothesized that client-political situations

will occur when the regulations alleviated. In the EU and South

Korea, where the online retail market is not concentrated, it

was hypothesized that mitigation would result in

entrepreneurial-political and majoritarian-political situations,

respectively.

Wilson’s model of regulatory politics has generally been

able to explain divergent reality of regulatory policies related to

overseas direct purchase. Client-political situations prevailed in

the US and majoritarian-political situations in South Korea, as

predicted by the model. In the US, online retailers were found

to be highly profitable and likely to capture regulators, while

regulators’ policy objectives were inconsistent with reality. In

South Korea, it was found that public interest groups such as

the media advocated deregulation, public opinion on deregulation

has been steadily formed and entrepreneurial politicians carried

out the policy. In the EU, entrepreneurial-political situations

were not found because of the absence of entrepreneurial

politicians. Instead, this absence led to client politics, such as

highly profitable offline retailers and their strong influences on

regulators. In the case of a non-democratic regime such as

China, the model, which assumes that conflicts are res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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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democratic decision-making process, was found to lack

reality.

This study provides policy suggestions on regulating

overseas direct purchase and overseas direct sale. If you know

the distribution of perceived benefits and costs of online and

offline retailers in importing countries, you can develop a

tailored strategy based on the theoretical characteristics of each

regulatory politics predicted by the model. Domestically,

studying the changes of perceived benefits and costs of interest

groups will help set the direction of regulations in the most

desirable way.

Keywords : Overseas direct purchase, Electronic commerce,

Online store, Market concentration, Regulatory

Politic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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