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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정부규제는 정부가 복잡다기한 사회와 경제를 관리하고 서로 충돌하는 이해
관계의 균형을 잡아주는 손쉬우면서도 효과적인 도구이다. 이에 따라 전세계적
으로 규제가 크게 성장하였고, 20세기 산업민주주의 국가를 규제국가(regulatory
state)라 규정하기도 한다(OECD, 2002: 20-21). 그러나 1970년대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많은 국가들은 규제가 혁신과 기업가정신을 제약하여 경제성장에 방해
가 된다고 인식하였고 탈규제(deregulation)의 규제개혁에 나서게 된다. 1980년대
를 지나면서 세계 각 국은 단순히 몇몇 법규를 폐지하고 개정하는 형태의 초기
의 탈규제 정책이 성공적인 결과를 낳지 못했다는 인식하에 보다 규제의 질을
강조하는 규제개혁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규제개혁의 중요한 내용으로는
규제영향분석의 실시, 규제 대안의 적극적인 모색, 자문 및 공개제도의 도입, 규
제 프로그램의 결과 평가제도 등이 있다(OECD, 2002: 31).
이 같은 규제의 질을 강조하는 현재의 규제개혁 방안 중에서도 정부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려는 노력이 특히 강조되고 있다.1) 그러나 국가가 고유의
강제력(coersion)에 기반하여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개입하는 정부규제의 경
우 여러 가지 다양한 유무형의 영향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 효과를 제대로 측
정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그 결과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 이같은 어
려움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자체
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부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Guash &
Hahn, 1999).
현대 정부가 규제의 질을 강조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규제
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이 선결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규제
개혁의 대표적인 기류인 시장친화적 규제완화가 실제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
는지에 대한 실증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경제협
력개발기구(OECD)에서 회원국의 정부규제 구조 및 정책을 주기적으로 파악하
는 규제지수 설문조사(Regulatory Indicators Questionnaire) 데이터를 기본으로 하
여 정부규제와 생산성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
다. 구체적으로, 규제개혁의 노력에 따른 규제완화가 같은 기간 동안의 생산성
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규제개혁의 정도의 생산성 변화에의 영
1) 2002년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 중에서 18개국이 규제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보다 확대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1998년과 2001년 사이의 OECD 국
가의 규제개혁 리뷰에 따르면, 여전히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하고
실제 적용상 많은 한계를 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OECD, 2002: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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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관계를 보다 직접적으로 도출해내고자 한다. 또 세부적인 규제 유형별로 규제
완화의 효과가 생산성 변화에 차별적으로 나타나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부분에서는 정부규제의 경제적 효과 분석의 이
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Ⅲ에서는 1998년과 2003년 두 기간 OECD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부규제와 생산성과의 관계를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Ⅳ에서는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규제완화와 생산성에 관한 정책적 함의
를 제시하도록 한다.

Ⅱ. 정부규제의 경제적 효과분석에 관한 기존 논의
1. 정부규제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의 검토
지난 수 십년간 경제활동을 둘러싸고 있는 제도적 환경이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이론적‧실증적 연구들이 많이 발표되었다
(Nicoletti and Scarpetta, 2005). 특히 정부규제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수단으
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경제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
치는 대표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규제가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
구는 주로 역기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고용(employment),

투자

(investment)와 같은 생산요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뿐 아니라 거시적 관점에서
국가경쟁력, GDP와 같은 국가적 생산성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다룬 많은 연
구들이 있다(Blondal and Pilat, 1997; Alesina et al., 2005; Nicoletti & Scarpetta,
2004; Nicoletti and Scarpetta, 2005; Crain, 2005; 하병기 외, 2000; 박형준 외,
2007; 이동원‧김선빈‧박준, 2008).
1980년대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어져 온 규제완화의 움직인인 규제개혁은 규
제의 경제적 효과가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크게 측정된다는
가정 하에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가정을 뒷받침해주는 많은 실증적 연구들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가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첫 번째 가설은 규
제개혁에 의해 국내투자 및 해외직접투자가 증대될 것이라는 가설이고(Alesina
et al., 2005; Nicoletti and Scarpetta, 2005), 두 번째 가설은 규제개혁에 의해 고용
수준이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이며(Nicoletti and Scarpetta, 2004; Nicoletti and
Scarpetta, 2005; Crain, 2005). 마지막으로 규제개혁에 의해 국가전체의 생산성
및 경제력이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이다(Blondal & Pilat, 1997; 하병기 외, 2000;
박형준 외, 2007; 이동원‧김선빈‧박준, 2008). 이 세 가설과 관련한 대표적 연구
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규제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를 보면, Alesina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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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의 연구와 Nicoletti and Scarpetta(2005)의 연구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Alesina et al.(2005)에 의하면, 규제가 기업의 시장진입을 방해하여 투자의 양을
감소시킨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의 수가 줄어들면 이윤
폭(profit margin)이 증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투자에 드는 암묵적 비용이 인상
되면서 투자가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시장 내에서는 새로운 기업의 진출
이 제한됨에 따라 경쟁에 노출되지 않은 기업은 신기술에 투자할 인센티브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로 시장내에서 진입규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는 유럽기업들은 미국기업에 비해 R&D투자를 기피하는 경향
이 있다고 한다. 그들은 규제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단기적 효과 및 장기적
효과로 구분하여, OECD국가들의 비제조업분야인 공익설비(public facility),
telecommunication, 교통분야 등에서의 자본축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규제의 단기적인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측정되었고, 장기적인 효
과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며 투자에 있어 상당히 높은 수준의 부정적인 영향
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Nicoletti and Scarpetta(2005)의 연구는 규제개혁과 투자의 영향관계에 관해 실
증적으로 입증한 연구인데, 이 연구에서는 투자뿐만 아니라 고용에 미치는 효과
를 입증함으로써 규제개혁과 경제적 성과 사이의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
했다. 그들은 2차대전 이후 경제적으로 수렴해가던 선진국들이 최근 몇 십년동
안 경제성장에 있어서 눈에 띄게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경제적 비수
렴의 과정에 대한 원인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들은 그러한 원인 중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환경을 꼽았고, 그 중 노동과 생산
시장에서의 규제의 정도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연구 결과, 무역과 경쟁에서의
낮은 규제장벽은 기업들의 투자와 혁신, 기술적 격차해소를 증진시킴에 따라 생
산성의 증가수준과 비율을 증가시킨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규제와 투자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많은 연구에서 규제가 투자, 관리적 행태,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채택하고 혁신
하는 데 대한 인센티브에 영향을 끼침으로써, 간접적으로 결과물과 노동생산성
(capital/labour ratio)에 부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생산자
들 사이의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시장규제는 경쟁적인 압력을 왜곡시키고,
잠재적으로 경쟁적인 시장 안으로 새로운 기업이 진입하는 것을 저해한다고 제
시하고 있다.
한편 규제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다룬 연구들은 주로 시장진입에 대한
규제의 장벽에 의해 고용률이 감소한다는 주장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는데, 대
표적인 연구로는 Nicoletti와 Scarpetta(2004)의 연구와 Crain (2005)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우선 Nicoletti와 Scarpetta(2004)는 규제개혁 즉 생산시장에서의 경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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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나 노동시장에서의 제도적 개혁에 따라 장기적인 고용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1981년~1998년사이의 OECD국가들의 7개 비
제조업분야의 생산시장규제개혁을 측정한 지표2)를 사용하였으며, 분석 결과, 긴
축적인 고용보호규제는 고용률에 상당히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 정부의 규제정도에 따른 국가별 군집분석을 통해 생산시장규제가 경쟁
을 제한하고 민간분야에서의 정부개입이 높게 나타난 국가군은 고용시장이 노
동자보호정책에 의해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결과적으로 고용률이 낮게 나타남을
제시했다.
한편 Crain(2005)은 규제비용을 측정함에 있어서 특히 소규모기업의 노동자에
게 미치는 비용부담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기존의 Hopkins(1995), Crain
& Hopkins (2001)의 연구결과인 규제비용(regulatory cost)은 소규모기업에게 보다
많은 부담을 지운다는 가설을 업데이트 시키고 확장시키고자 미국경제의 주요
한 5개 산업분야인, 제조업, 무역, 서비스, 건강관리, 기타산업을 규모별로 나누
어 노동자 1인당 규제비용을 측정하였다. 연방규제는 경제(economic), 작업장
(workplace), 환경(environmental), 조세순응(tax compliance) 4가지로 나누었고, 특
히 경제적 규제의 경우 국제무역에 관한 규제와 국내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로 나누어 측정하였다3). 국내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의 경우, OECD규제지수
를 설명변수로 하고 GDP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과 base-line과의 차이를 통
한 분석 결과, 20인 이하 고용기업에게는 노동자 1인당 7,547달러의 비용이, 반
면, 500인 이상 고용기업에게는 노동자 1인당 5,282달러의 상대적으로 낮은 비
용이 부담된다고 측정되었다. 또 경제적 규제의 경우 기업의 고용인들에게 가장
큰 부담비용을 지우는 것인데, 전체 연방규제의 노동자 1인당 부담비용이 5,633
달러인데, 경제적 규제의 경우 거의 50%에 달하는 2,567달러의 비용을 부담시
킨다고 측정되었다.
이렇듯 규제와 고용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많
은 연구들이 규제가 고용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에 따라, 노동과 생산시장에서의 규제완화 노력은 고용에 보다 긍
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대상인 규제의 거시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는 주로
GDP나 각 산업별 생산성변화에 대한 총합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 Blondal와
Pilat(1997), Nicoletti (2003), Nicoletti와 Scarpetta (2003), 박형준 외(2007), 이동원‧
2) 생산시장 규제의 지표는 1)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 통제(가격규제) 감소, 2)
사기업활동의 장벽제거, 3) 진입규제 완화와 같은 활동을 분석한 지표를 사용하였다.
3) 국제적 규제의 비용을 측정하기 위해 Hahn and Hird(1991)의 접근법을 토대로 하였는
데, 이는 이전비용(transfer costs)과 규제로 인한 효율성의 손실에 따른 효율성 비용
(efficiency costs)을 곱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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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빈‧박준(2008), 하병기 외(2000) 등의 연구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Blondal와 Pilat(1997)은 미국의 규제개혁을 중심으로 5개 산업분야 전기, 항
공, 도로운임(Road Freight transport), 통신, 유통(distribution)에서의 가격수준을
1990년대 중반의 가격수준과 비교하였다. 그들은 노동과 자본생산성에서의 이익
은 노동과 자본 비용을 떨어뜨릴 것이며 보다 높은 경쟁은 임금 프리미어를 감
소시켜, 결과적으로 이익폭(profit margins)에서의 감소는 산업전체의 가격에 영
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5개
영역에서의 생산성, 순이익(profits), 임금 프리미어와 고용의 정도, 즉 잠재적 효
과를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노동생산성과 자본생산성이 미국의 경우 0.5%상승
하였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규제개혁으로 인해 보다 강화된 경쟁이 임금에 영
향을 끼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 그들은 규제개혁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고용에서의 손실을 가져왔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고용이 다시 회복되었으며
각 산업내에서의 성과 역시 향상시킨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한편 Nicoletti (2003)은 OECD 국가의 제품시장정책(prodcut maket policy)이
고용, 국내외 투자, 혁신, 생산성, 성과, 부가가치 등의 변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 지를 OECD 규제지수 설문조사(Regulatory Indicators Questionnaire)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가간 비교를 하였다.
Nicoletti와 Scarpetta (2003)은 지난 20여 년간의 OECD국가의 제조업, 서비스
산업을

망라하는

포괄적인

자료를

사용하여

다요인

생산성(multifactor

productivity, MFP)에 초점을 두어 규제와 성장과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연구하였
다. 이 연구에서는 규제와 민영화의 경제전반 지수와 진입 자유화의 산업수준
지수에 대한 MFP 회귀분석를 통해, 민간 거버넌스와 경쟁을 촉진하는 규제개혁
이 생산성을 높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논증하였다.
규제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연구한 논문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발견되는데, 하병기 외(2000)의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분석 연구는 규제개혁이
미치는 효과를 우리나라 최초로 수량화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병기
외(2000)에 의하면, 규제개혁으로 인해 생산성 향상, 기술 혁신 등에 의한 경쟁
력 개선, 소비자 효용의 증대, 경제성장, 고용, 규제공급측면에서의 정부의 효율
성 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연구방법은 Blondal와 Pilat(1997)에서
의 연구방법과 유사한데, 산업 전력, 유통, 도로 운송, 통신, 건설 5개 산업에서
규제가 효율적으로 진행 될 경우 중간재 비용, 노동 생산성, 임금 프리미엄, 자
본 비용, 이윤 등의 비용구조에 미치는 영향과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였다. 2단계 분석으로 개별 산업효과에서 분석된 추정치를 산업 연관표에서의
투입구조를 이용하여 해당 산업의 가격, 생산, 고용에 미치는 일차적인 효과를
시산하였다. 마지막으로 거시 계량 모델 분석에서 산업 연관표를 이용하여 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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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체 경제의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 생산자 가격 인하율, 고용 인하율, 임금
인하율을 모형의 외부 충격(shock)으로 간주하여 GDP, 소비자 물가, 고용, 실질
임금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주요 5개 산업에서 규제 개혁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경우 1998년에 시행된 전체 규제 개혁 조치의 4.1% 정도가
1999년 이후 5년간 107만 명의 고용을 증가시키거나 혹은 유지하는 효과가 있
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총 요소 생산성이 4.65%정도 향상되고 생산자 가격이

2.21%낮아지는 등 경제의 효율서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러한 효
과로 10년후에는 실질 GDP가 8.57%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박형준 외(2007)의 연구에서도 역시 1인당 GDP, 고용, 물가등의 거시적 지표
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존에 이루어져 왔던 단순한 비용-편익의 비교를
넘어 규제개혁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과 기술혁신, 그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 개
선과 소비자 효용의 증대,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동태적 과정을 자본축적 CGE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규제개혁기획단의 전략과제 306개를 산업별로 분류
하여 직접적인 비용절감효과를 측정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민간기업의 감소효과
(민간기업의 행정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절감을 통한 운영비용 감소, 고정
비용 감소), 정부의 감소효과(정부의 감독비용이나 규제집행 비용의 절감), 소비
자의 감소효과(가계의 행정처리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교통비용 등의 감소효과)
가 각 산업의 생산비용 감소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이러한 생산비용감소는 해당
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나타나고 이런 생산성 향상은 모형에서 산업별 가격하
락을 유발하고 이는 곧 산업별 수요를 증가시켜 최종적으로 다시 산업별 산출
과 고용을 증가시키게 된다고 한다. 전략과제 규제개혁으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
는 장기적으로 자본축적효과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실질국내총생산을 2.1%
추가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2005년 기준으로 약 16조
9,391억 원에 상당하고. 기업의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따라 물가는 0.69%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인당 국민소득은 약 1.36% 추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05년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약 22.69만원 증가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이동원‧김선빈‧박준(2008)의 연구는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규제
의 경제적 비용측정에 관한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규제의 역기능, 즉 무분별
한 규제의 양산으로 인해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깨지게 되면서 발생하는 비용
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규제비용을 ‘규제의 기회비용’, 즉 규제의 편익을 얻기 위
해 민간경제가 감내하는 희생의 수준으로 정의하였다. 특히, 시장규제비용에 가
장 큰 비중을 두었는데, 시장규제는 경쟁을 제한하여 투자 및 생산성을 저해한
다는 가정하에,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규제가 없다고 가정할 때의 국민소득과 실
제의 국민소득을 비교함으로써 비용을 추정하였다. 베이스라인 분석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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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의 규제지수(PMR)이 1인당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이용하
여 추정하였다. 종속변수인 1인당 GDP는 2002~2005년 평균실질수치를 사용하였
고, 설명변수인 규제지수는 2003년도 기준을 사용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규제지
수가 한단위 하락하면 1인당 GDP가 951달러 증대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고,
여기서 규제지수가 1/2단위 하락하는 것은 한국의 규제가 미국수준으로 완화된
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한국의 규제수준을 감안할 EO 시장규제의 기회비
용은 GDP대비 7.7%로 2006년 기준으로 65조원수준이라고 한다. 따라서 엄청난
수준의 규제비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규제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구체
적으로 규제부담이 상당히 큰 산업 및 기업에 대한 규제부터 먼저 완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대로, 기존 규제개혁의 경제적 영향에 관한 연구는 국내･해
외투자의 증가, 고용율의 증가, 또는 GDP의 증가와 같은 지표들을 대상으로 주
로 이루어졌다. 또한 규제의 경제적 비용이나, 고용인들에게 미치는 경제적 부
담의 측면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즉, 규제완화의 방향으로 나아나는 규제
개혁이 위의 변수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규제의 집행 및 경제시
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심각하다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
다. 또 기존의 연구들은 OECD국가들을 대상으로 규제개혁이전에서부터 규제개
혁이 진행되고 있는 최근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광범위한 연구들이라는
측면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존연구들의 공통적 특성은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규
제개혁에 의한 실질적 생산성변화를 정밀하게 측정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발
견된다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또한 “제품시장에서의 규제의 거시경제적 영
향(macroeconomic effects on production market)"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두지 않
았다(Nicoletti와 Scarpetta, 2005). 즉, 기존의 몇몇 연구들은 생산시장에 관한 연
구의 범위를 몇 개 산업영역에 제한하여 개별적으로 측정한 뒤 총합(aggregate)
하는 형식으로 전체 산업의 생산성 변화를 측정하고자 하는 시도에 그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규제와 생산성간의 관계를 그간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연구되어 왔던 제품시장(product market)에서의 규제의 정도와 실질적 생산성의
변화에 초점을 두어 규제의 거시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
품시장 규제에 대한 세밀하고 체계적인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Fare(1994) 등이
제시한 맘퀴스트 지수를 사용하여 규제의 변화에 따른 총요소생산성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기존 규제와 생산성과의 관계에서 사용되어 온 방법론과 이 연구에
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론에 관한 논의는 다음에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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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규제의 경제적 효과성 분석 방법론에 관한 논의
Guash와 Hahn(1999)은 정부규제의 효과를 추정하는 데는 5가지 접근이 있다
고 주장한다. 첫째, 경제적 연구(econometric studies)로, 정부규제 변화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산출시장을 평가하거나 생산과 비용함수를 사용하
는 방법이다. 둘째, 지출 평가(expenditure evaluations)로, 규제의 순응비용을 결정
하기 위해 기업 혹은 사업의 설문조사(survey)에 의존하는 방법이다. 셋째, 공학
적 접근법(engineering approaches)으로 직접적인 장비설치 비용을 합산하는 방법
이다(질적인 변화를 보정하면서). 넷째, 생산성 연구(productivity studies)로, 정부
규제의 도입과 무규제시의 생산성 변화의 차이를 비교하는 방법이다. 다섯째,
일반균형모델(general equilibrium models)로 근래 인기 있는 것으로, 시장이 새로
운 정책, 즉 정부 규제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정부규제
의 변화는 경제의 다양한 분야, 즉 산출, 고용, 후생 등의 변화와 연결된다고 전
제된다. 여기서는 기존 연구에서 사용되어 온 정부규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측정방법을 미시적 비용편익분석, 부분균형분석, 일반균형분석으로 나누어 각각
검토하고자 한다.

1) 정부규제 효과에 대한 미시적 비용편익분석
미시적 비용편익분석은 정부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어 가장 단
순하면서도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개별적인 중요 정부규제의 효과
를 비용편익분석의 관점에서 계량화하고 금전화하여 합산하는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정부규제의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
법은 정부규제의 효과를 직접 측정한다는 점에서 이상적일 수 있겠으나 수많은
정부규제를 일일이 규제영향분석한다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이같은 방식의 정부규제의 효과분석이 적용되는 사례로는 미국 예산관리처
(OMB)의 ‘연방규제 비용-편익에 관한 보고서’(Report to Congress on the Costs
and Benefits of Federal Regulations and Unfunded Mandates on State, Local, and
Tribal Entities)가 대표적이다.4) 이 보고서는 미국 예산관리처 산하 규제정보실
(OIRA)이 그해 규제개혁으로 인한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여 매년 미국 의회에

4) 2003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OMB는 이전 10년 동안(1992년 10월 1일부터 2002년 9월
30일까지) 종료된 107개의 주요 연방 규제형성을 평가하였다. 살펴본 규제들의 추정된
연간 계량화된 비용의 범위는 360억 달러에서 420억 달러인 반면에 추정된 연간 총
계량화된 편익의 범위는 1460억 달러에서 2300달러이다. 계량화된 편익의 대다수는
1990년 Clean Air Act 개정에 따라 환경청(EPA)에 의해 공표된 몇 가지 clean-air 규제
들에 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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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는 보고서로, 그 내용은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공표되게 되어 있
다. 이 보고서는 ‘규제 정보공개법’(Regulatory Right-to-Know Act)과 Unfunded
Mandates Reform Act에 법률적인 기반을 두고 있다. 연방부처는 신설하는 중요
규제에 대해서는 비용편익의 관점에서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심사(review)하는 기관이 규제정보실이다. 규제정보실은 직접 규제전반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지는 않으며, 각 부처가 중요규제에 대해 계량적인 규제영
향분석 실시하면 규제정보실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합산(aggregate)하여 이 보고
서를 작성하게 된다.

2) 정부규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부분균형분석
경제적 충격(shock)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제적 분석은 크게 부
분균형적 분석방법과 일반균형적 분석방법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박형진, 2001).
부분균형분석은 여타 여건을 고정된 것으로 간주하고 분석하고자 하는 시장에
초점을 두고 수요-공급-균형에 바탕을 둔 비교정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충격이
있기 전의 균형상태와 충격이 있는 후의 균형상태를 비교하는 방법이다. 반면
일반균형분석은 관련된 모든 산업이나 지역간의 상호연계를 고려하여 직간접적
인 상호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모든 시장의 수요와 공
급이 동시에 일치해야 균형상태로 간주하여 충격이 있기 전의 균형과 충격이
있은 후의 균형을 비교하게 된다.
부분균형적 분석방법은 모형을 간단하고 단순하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설
명하기 쉽고 경제적 충격이 파급되는 경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타 부문 또는 타 지역의 변화와 이로 인한 환류(feedback) 등을 무시하는
단점이 있다. 일반균형적 분석방법은 모든 시장에서의 모든 경제주체의 행동과
상호작용을 동시에 고려하기 때문에 경제적 충격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경제적 충격이 파급되는 경로나 복합적인 효과를
개별적으로 분리해내기 어렵기 때문에 경제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장단점 때문에 양 분석방법 중 어느 분
석방법을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분석의 목적이나 여건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다.
여기에서는 정부규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부분균형분석으로 투입-산출분석
과 거시경제모형을 이용한 부분군형분석에 대해서 살펴본다.
(1) 투입-산출분석(Input-Output Table)
투입-산출분석은 산업연관표 분석이라고 한다. 산업연관표5)는 일정기간 (보통
5) 이러한 국민경제에 대한 실증적 분석도구로서 산업연관분석을 처음으로 시도한 사람
은 미국의 레온티에프 (W. W. Leontief)교수이다. 그 후 산업연관표는 미국정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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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 국민경제내에서 발생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처분과 관련된
모든 거래내역을 일정한 원칙과 형식에 따라 기록한 종합적인 통계표이다. 이
표의 세로방향은 각 산업에서 생산활동을 위해 사용한 중간재와 생산요소의 구
성을 나타내는 ‘투입구조’를, 가로방향은 각 산업에서 생산된 산출물에 대한 수
요를 나타내는 ‘배분(혹은 산출)구조’를 의미하며 이 표를 통해 그물과 같이 복
잡하게 얽혀있는 산업부문간의 상호연관관계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투입산출분석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다.

총투입액 = 중간투입 + 부가가치

(투입구조)

총산출액 = 중간수요 + 최종수요 - 수입

(배분구조)

총수요 (=총공급)
산업연관표를 이용하게 되면 투입계수를 산출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각
종 유발계수를 도출할 수 있다. 여기에는 생산유발계수, 감응도계수, 영향력계
수, 수입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등이 있다.
정부규제가 적용되는 산업에서의 투입과 산출의 변화를 예측하여 투입-산출
표(I/O table)에 적용하면 투입계수와 이로부터 유발되는 각종 계수, 즉 생산유발
계수, 후방연쇄효과, 전방연쇄효과, 영향력계수, 감응도계수, 고용유발계수를 구
할 수 있다. 그러나 투입-산출모델은 생산공정의 구조에 강한 가정(불변투입계
수)을 부여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규제개혁의 경제효과성 분석을 위해서
는 산업연관표 단독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우며, 이를 바탕으로 거시경제모형 등
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산업연구원(1999) 연구도 I/O table을 거시경제모형과 병
행하는 형태이다.
(2) 거시경제모형(macroeconomic model)
거시경제모형은 정부규제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는 한 방법이
다. 이 모형은 규제가 전체 경제에 미치는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 생산자 가격
인하율, 고용 인하율, 임금 인하율 등을 외부 충격(shock)으로 도입하여, 이러한
충격들의 국내총생산(GDP), 소비자 물가, 고용 등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다.
이 모형은 경제수행의 예측 또는 다양한 정책 수단의 경제적 영향 분석 등 다
양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한 거시모형은 일반적으로 중장

1947년 산업연관표를 공식적으로 처음 작성한 이래 현재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에
이르기까지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작성되어 경제구조 및 정책효과분석은 물론 국제
산업연관분석과 환경 및 에너지분야의 분석 등에까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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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예측과 관련된다. 주된 예측은 산출 성장률, 인플레이션, 실업률, 국제수지
등과 같은 거시경제적 변수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이 접근방식은 특히 경제주체의 종합적인 행위와 반복되는 추세분석
을 효과적으로 모형화할 수 있으나 개별산업의 부문선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
의한 모수추정을 위하여 방대한 양의 과거자료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세
분화된 산업부문의 연구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정부규제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거시경제모형을 적용하는 사례로는 환경규
제의 효과를 분석한 강만옥･임현정(1999)의 연구, 법정근로기간 단축에 따른 경
제적 효과를 분석한 백웅기･오완근(2002)의 연구, 김대중 정부의 규제개혁 효과
를 분석한 산업연구원(1999)의 연구 등이 있다. 외국의 경우는 해고비용이 고용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Bertola(1990)의 연구 등이 있다.

3) 정부규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일반균형분석
최근에 들어와 교통 및 통신수단의 발달과 정보화의 진전이 심화되면서 경제
의 부문간 또는 지역간 연계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연계는 특정 국가
또는 지역 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경제적 충격이 발생할 때 부분균형적 분석방법만으로 그 효과를
측정하게 되면 현실을 과대평가 또는 과소평가할 위험이 그만큼 커지게 된다.
가능한 한 일반균형적 분석방법을 통하여 그 경제적 효과를 측정해야 오류가능
성을 줄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일반균형적 분석방법을 통하여 경제적 충격의 효과를 구하는 모형 중의 하나
가 연산가능일반균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이하 CGE) 모형이다. CGE
모형은 일반균형분석 방법과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결합하여 경제적 효과를 구
체적인 숫자로 측정하는 모형이다. CGE모형은 최근 30여 년간 경제문제를 분석
하는 중요한 도구 중의 하나로 주목을 받고 그 활용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
CGE모형에 의한 경제분석의 유용성은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두드러진다. 여
러 산업 또는 부문간 상호연계가 강할 대 정책의 종합적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
는지를 살펴보려는 경우, 미시적 변화와 거시적 변화와의 연계성을 살펴보려는
경우, 정책변수를 포함한 외생변수의 변화가 경제 내 각 세부 산업 및 지역별로
또는 각 경제주체(가계 및 기업)별로 어떻게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
려는 경우, 소득분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려는 경우 등에서 특히
유용하다.
그러나 일반균형모형은 기본적으로 많은 재화의 가격을 결정하는 다수의 시
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상황의 상호작용을 포함하고 있어, 상호작용과 관련된 많
은 양의 데이터를 요구하는 복잡한 작업이란 한계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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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1980-90년대 이후 환경, 통신 등 정책분석에 널리 활용 중인데, 그러나 대
부분이 특정 상황이나 목적에 부합한 특수한 형태의 경직된 모형이 구축되어
일회적으로 사용되고 버려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규제와 생산성간의 관계를 규제의 변화에 따른 생산성의
변화 정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분석방법은 기본적으로 위에
서 언급한 거시경제모형에 속하는 것이지만, 기존 거시경제모형을 이용하던 연
구와 차별되는 것은 일정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의 총생산성의 변화를 실증적
으로 분석할 수 있는 비모수적 접근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 연구가 규
제의 생산성에의 영향을 추정하는 방식을 사용한 반면, 본 연구는 맘퀴스트 지
수(Malmquist Index)라는 비모수적 방법을 통해 총생산성의 변화를 직접 측정하
고, 이에 대한 규제의 영향을 추정한 2단계로 이루어져, 보다 정교하고 세분화
된 규제의 총생산성 변화에의 영향을 측정할 수 있었다. 다음에 이 연구에서 사
용하고 있는 모형과 방법론, 실증분석에 대한 논의가 제시되어 있다.

Ⅲ. 규제와 생산성에 관한 실증분석
이 부분에서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규제와 생산성과의 관계를 실증적으
로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 두 단계의 분석 모형을 설정하고, 실증분
석에서 사용된 표본과 자료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품시장
(product market) 규제의 생산성에의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1. 가설 설정 및 분석 모형
앞서의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 부분에서 제시되었듯이, 제품시장에 대한 정부
규제의 완화는 국내 및 해외투자의 증가, 고용율의 증가, GDP의 증가, 생산성의
증가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도 기존 연구결과의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본 연구의 주된 가설을 설정하
였다.
연구 가설: 제품시장에 대한 규제완화는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규제와 생산성과의 가설을 실증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두 단계
(two-step) 분석 모형을 설정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비교대상이 되는 OECD
각 국의 생산성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모형을 설정하였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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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모형에서 구해진 각 국가의 생산성변화 지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각 국
의 제품시장(product market)에 대한 규제 및 노동과 자본의 영향을 추정하는 모
형을 설정하였다.
우선, 한 국가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규제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한 첫 단계는 1998년과 2003년 두 비교시점의 각 국가의 생산성 변화를 측정
하는 작업에서부터 시작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Fare 등(1994)이 제
시한 맘퀴스트 지수(Malmquist index)를 사용하여 총요소생산성변화(total factor
productivity change, TFPC)를 측정하였는데, Fare 등(1994)에 의하면 일정한 시점
에서 다른 시점까지의 총 생산성 변화의 정도는 다음과 같은 <식 1>를 통하여
구할 수 있다.

    
      

          
×

  
   

<식 1>

여기서 Di는 투입거리함수(input distance function)이고,        
은 t+1 시기의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해내는 가장 최근 단위의 생산성이다. <식
1>에 의한 TFPC는 이론적으로 0에서 무한대의 값을 가질 수 있는데, 실제로는
1을 기준으로 1보다 크면 생산성이 비교년도에 비해 개선된 것이고, 1보다 작으
면 생산성이 악화된 것을 의미한다.
또한 Malmquist 지수에 따른 두 시기의 TFPC는 다음 <식 2>와 같이 기술적
변화(technical change, TC)와 효율성 변화(efficiency change, EC)로 분해할 수 있
다. 기술적 변화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 등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을 나타내며,
효율성 변화는 경영프로세스의 개선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나타낸다. 기술적
변화(TC)와 효율성 변화(EC)도 TFPC와 마찬가지로 1을 기준으로 1보다 크면 효
율성의 개선, 1보다 작으면 효율성의 악화로 평가할 수 있다.

     

   
  
    
   

   
×

   
   

<식 2>

실증분석에서는 기준 년도와 비교 년도의 각 쌍에서 각 국가에 대해 <식 1>
에 나와 있는 4개의 거리지표들을 선형계획(linear programming)이나 계량경제
기법을 사용하여 구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선형계획적 방법을 사용하여 <식
1>과 <식 2>의 해를 구하였으며, 이는 아래 실증분석 부분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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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위에서 구해진 OECD 국가의 생산성 변화정도를 활용하여, 각 국의 시
장에서의 규제의 정도와 생산성과의 관계를 실증분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모형을 설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 함수는 <식 3>과 같이
노동(H)과 자본(K)의 신고전주의 생산함수의 형태를 따른다고 가정한다면,

Yit = Ait․F(Hit, Kit)

<식 3>

따라서 총요소생산성의 변화(total factor productivity change, TFPC)는 다음
<식 4>와 같은 모형을 통하여 추정할 수 있다.

△TFPit = α△lnHit + β△lnKit + γ△PMRit + εit

<식 4>

실증분석에서 총요소생산성의 변화(TFPC)는 첫 번째 모형(<식 1>)에서 구해
진 OECD 각 국의 생산성 변화 정도를 사용하였다. 또한 이 연구의 주된 관심
인 제품시장규제(PMR, product market regulation)라는 정책변수는 한 국가의 제
품시장에 존재하는 규제를 의미한다. 자료 및 변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에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위 <식 4>는 한 국가의 총요소생산성의 변화(TFPC)
가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과 시장에 존재하는 규제의 정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
질 수 있는가를 검정하기 위해 설정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2. 분석 표본 및 자료
우선 시공간적 연구범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 연구에서는 OECD 국가
를 표본으로 하여, 1998년과 2003년의 두 기간의 각 국의 생산성 변화와 규제와
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OECD는 주기적으로 규제지수 설문조사(Regulatory
Indicators Questionnaire)를 통해 회원국의 정부규제 구조 및 정책을 파악하고 있
으며, 각 국의 제품시장에 대한 규제정도를 지수화하여 제시하고 있다.(OECD,
1998; OECD, 2003) 이 연구의 시기적 연구범위가 1998년과 2003년인 것은
OECD의 각 국 규제정도에 대한 자료가 이용가능한 시점이라는 이유에서 기인
한다.
다음으로 이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와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 연구에서는 한 국가내에 존재하는 규제의 정도를 측정하는 대리변수로
OECD의 제품시장규제 지표(indicators of product market regulation)을 사용하였
다6). 1998년에 처음으로 수집되기 시작한 이 지표는 OECD 각 회원국의 제품시
6) 사용된 자료는 OECD 웹사이트 http://stats.oecd.org/wbos에서 이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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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책에 대해 설문 등의 방법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조사하여, 각 국 제품시장
규제의 정도에 대한 일종의 index를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지표체계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OECD PMR의 지표 체계

출처: OECD 웹사이트, http://stats.oecd.org/wbos; Conway, Janod, & Nicoletti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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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에서 보면, OECD는 한 국가에 존재하는 제품시장에 대한 규제를
크게

국내지향적

정책(inward-oriented

policies)과

국외지향적

정책(outward

-oriented policies)으로 구분하고 있다. 국내지향적 규제지표는 정부통제(state
control)지표와 진입 및 기업운영에의 장벽(barriers to entrepreneurship)지표로 구
성되어 있으며, 국외지향적 규제지표는 무역과 투자에 대한 장애(barriers to
trade and investment)지표로 측정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다양한 지표는 다시 행
정적 규제(administrative regulation)지표와 경제적 규제(economic regulation)지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그림 1>에서 음영으로 처리된 부분이고, 나머지 부
분은 후자에 속한다.
또한 <그림 1>에서 각 지표 옆의 가로는 지표간 가중치를 나타낸다. OECD
의 제품시장규제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전체 체계
를 구성하는 각 지표에 대한 점수가 0~6의 범위로 부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0에
가까울수록 시장친화적인 규제시스템을 대표하며, 6에 가까울수록 정부개입의
강도가 강함을 대표한다. 실증분석에서 사용될 제품시장규제 지표의 기술통계량
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제품시장규제 지표의 기술통계량

pmr98
pmr03
inward98
inward03
outwrd98
outwrd03
state98
state03
entre98
entre03
trade98
trade03
admin98
admin03
econ98
econ03

N

Minimum

Maximum

Mean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1.10
.90
1.40
.90
.70
.40
1.40
.60
1.00
.80
.60
.30
1.10
.80
1.10
.90

2.80
1.90
3.50
2.30
2.10
1.30
4.50
3.20
2.80
1.90
1.90
1.20
3.20
2.20
3.70
2.60

1.86
1.34
2.24
1.67
1.33
0.88
2.67
2.01
1.82
1.33
1.21
0.76
2.02
1.48
2.24
1.70

Std.
Deviation
.47
.29
.62
.40
.33
.24
.89
.66
.50
.31
.33
.25
.66
.43
.66
.45

<표 1>에서 나타나 있듯이, 전체 제품시장규제에서의 규제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를 살펴보면, 1998년의 규제강도는 0~6의 scale에서 평균 1.86이었던 것이
2003년 평균 1.34로 낮아져 세계적으로 시장친화적인 규제개혁이 많이 진행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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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하위체계를 구성하는 지표들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국내지향적 정책은 2.24에서 1.67로, 국외지향적 정책은 1.33에
서 0.88로 각각 감소하였다. 국내지향적인 정책의 두 하위체계인 정부통제 지표
와 진입 및 기업운영에의 장벽, 국외지향적인 정책의 하위지표인 무역과 투자에
대한 장애도 모두 규제의 강도가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제품시장규제
를 행정적 규제와 경제적 규제로 구분하였을 때도, 평균적으로 1998년과 2003년
기간 사이에 시장친화적인 규제완화가 상당히 진척됐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국가별 1998년과 2003년 기간 사이의 제품시장규제 지수의 변화를 살펴
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OECD 국가별 PRM 지수 및 국내정책과 국외정책 지수 비교
Product market Inward-oriented Outward-oriente Administrative
regulation
policies
d policies
regulation
1998 2003 1998 2003 1998 2003 1998 2003
Australia
1.3
0.9
1.4
0.9
1.1
0.9
1.2
1.0
Austria
1.8
1.4
2.1
1.8
1.4
0.8
1.8
1.9
Belgium
2.1
1.4
2.6
2.0
1.3
0.5
2.1
1.9
Canada
1.4
1.2
1.4
1.2
1.3
1.2
1.1
0.8
Czech republic
3.0
1.7
3.0
2.2
3.1
1.1
2.4
2.4
Denmark
1.5
1.1
1.8
1.3
1.0
0.9
1.1
1.1
Finland
2.1
1.3
2.7
1.7
1.2
0.8
2.5
1.3
France
2.5
1.7
3.0
2.1
1.7
1.1
3.2
1.6
Germany
1.9
1.4
2.5
1.9
1.1
0.8
2.5
1.9
Greece
2.8
1.8
3.3
2.2
2.1
1.3
2.5
1.9
Hungary
2.5
2.0
2.7
2.4
2.0
1.5
1.6
1.5
Iceland
1.6
1.0
2.0
1.4
1.1
0.4
2.1
1.8
Ireland
1.5
1.1
1.9
1.4
0.9
0.6
1.4
1.1
Italy
2.8
1.9
3.5
2.3
1.7
1.3
3.1
1.6
Japan
1.9
1.3
2.2
1.5
1.4
1.0
2.8
1.7
Korea
2.5
1.5
2.6
1.7
2.3
1.3
2.8
1.8
Luxembourg
1.3
1.6
0.8
1.6
Mexico
2.4
2.2
2.6
2.1
2.1
2.3
3.0
2.0
Netherlands
1.8
1.4
2.3
1.8
1.1
0.8
2.0
1.9
New Zealand
1.4
1.1
1.4
1.3
1.5
0.9
1.5
1.4
Norway
1.8
1.5
2.3
1.9
1.2
0.9
1.6
1.0
Poland
3.9
2.8
3.7
2.9
4.3
2.5
3.1
2.9
Portugal
2.1
1.6
2.7
2.0
1.3
0.9
2.0
1.5
Slovak Republic
1.4
1.3
1.5
1.5
Spain
2.3
1.6
2.7
2.1
1.7
0.9
2.8
2.0
Sweden
1.8
1.2
2.0
1.5
1.5
0.9
2.0
1.1
Switzerland
2.2
1.7
2.5
2.1
1.8
1.1
2.6
2.2
Turkey
3.1
2.3
3.6
2.6
2.5
1.8
3.2
3.0
United Kingdom 1.1
0.9
1.5
1.2
0.7
0.5
1.2
0.8
United States
1.3
1.0
1.4
1.2
1.1
0.8
1.4
1.1

Economic
regulation
1998 2003
1.6
0.9
2.3
1.5
2.6
1.8
1.5
1.4
3.1
2.0
2.1
1.4
2.5
1.9
2.8
2.3
2.2
1.8
3.4
2.2
3.4
2.7
1.8
1.1
1.9
1.5
3.7
2.6
1.8
1.4
2.4
1.6
1.5
2.2
2.1
2.4
1.6
1.1
1.1
2.7
2.3
3.7
2.7
3.0
2.2
1.1
2.5
2.1
2.0
1.7
2.5
2.0
3.6
2.1
1.5
1.4
1.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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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를 보면, 체코, 폴란드, 이탈리아, 그리스, 한국, 터키 등 소위 후발자
본주의나 구공산주의권 국가의 규제완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큼을 알 수 있다.
이는 자본시장의 개방 등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영향 속에 상대적으로 덜 개방
되어 있던 국가들이 세계화의 물결에 합류하면서, 각 국에 존재하고 있던 각종
규제를 크게 완화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보여진다. 이들 국가에 있어
국내지향적 규제정책의 완화 정도에 못지않게 국외지향적 규제정책의 완화 정
도가 크며, 경제적 규제정책의 완화 정도가 행정적 규제정책의 완화 정도보다
상당히 높다는 점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음으로 생산함수에 있어서 주요한 두 구성요소가 되는 노동과 자본에 대한
자료는 2006년 1월에 발간된 OECD Productivity Database를 이용하여 구성하였
다7).
구체적으로 노동의 대리변수는 총노동시간(total hours worked)이 사용되었고,
자본의 대리변수는 자본량(capital stock)으로 역시 OECD의 자료를 이용하였다8).
총노동시간은 일인당 평균 노동시간으로 계산되었고, 자본량은 실질(real) GDP
에 대한 비율로 계산되었다. 총노동시간 자료는 터키를 제외한 OECD 29개국에
대한 자료가 이용 가능하나, 자본량 자료는 OECD 22개국의 자료만이 수집된
상태이다. 따라서 최종 표본으로는 미국, 영국 등 OECD 22개국이 선정되었다.
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의 표본통계량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표본의 기술통계량
N

Minimum

Maximum

Mean

labor98

22

1,370.00

2,023.00

1,699.23

Std.
Deviation
158.34

labor03

22

1,337.00

2,087.00

1,660.32

170.42

captl98

22

189.60

374.40

304.90

47.37

captl03

22

172.70

386.90

300.22

47.67

위의 <표 3>를 보면, 총노동시간의 평균은 1998년 1,699시간에서 2003년 1,660
시간으로 약 36시간 단축되었으며, 자본량은 같은 기간 실질 GDP의 305%에서
300%로 약 5% 정도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아래에서 제시되었듯이, 동 기간
에 총요소생산성은 평균 17%의 향상이 있었다.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의 감소에
도 불구하고 총요소생산성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동 기간에 진행된 규제완화가
생산성 향상에 일정 정도 기여하였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7) 사용된 자료는 OECD의 웹사이트에서 이용가능하다.
8) 사용된 자료는 Database on Capital Stocks in OECD Countrie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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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증분석 결과
실증분석의 첫 단계는 표본인 OECD 22개국의 1998년에서 2003년 기간의
TFPC를 구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식 1>의 거리지표들을 선형계획법을 통
하여 구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각 연도의 생산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각
연도별 투입(input)-산출(output)구조를 형성해야 한다. 여기서는 노동과 자본을
투입요소로 하고, OECD Productivity Database에서 제공하고 있는 GDP index를
산출요소로 선정하였다. 1998년과 2003년 기간의 TFPC의 분석결과는 다음 <표
4>과 같다.
<표 4> 1998~2003 기간의 TFPC 추이
country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Denmark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Iceland
Ireland
Italy
Japan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rtugal
Spain
Sweden
Switzerland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평균

effch
0.93
0.94
0.93
0.93
0.91
0.97
0.98
0.96
0.99
0.93
1.00
0.9
0.89
0.96
0.99
1.00
0.82
1.03
0.97
0.92
0.90
0.87
0.94

techch
1.29
1.18
1.21
1.30
1.17
1.23
1.21
1.16
1.24
1.25
1.53
1.23
1.17
1.15
1.23
1.15
1.33
1.23
1.24
1.17
1.30
1.32
1.24

tfpch
1.20
1.12
1.12
1.21
1.07
1.19
1.19
1.11
1.22
1.17
1.53
1.11
1.04
1.10
1.23
1.15
1.09
1.26
1.20
1.08
1.17
1.15
1.17

위의 <표 4>를 보면, 1998년과 2003년 기간에 분석에 사용된 OECD 22개국
은 평균 약 17%의 총요소생산성(TFP) 향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생산성 향
상의 정도가 가장 높았던 국가는 Ireland로 1998년 대비 약 53%의 생산성 증가
가 있었으며, 다음으로 Spain(26%), New Zealand(23%), Canada(21%) 등의 순서였
다. 한편 총요소생산성변화(TFPC)를 효율성 변화(EC)와 기술적 변화(TC)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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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EC보다는 TC에 의한 생산성 증가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거의 대부분 국가들의 EC가 1보다 작은 값을 보여, 각 국가가
운영측면에서 비효율적으로 생산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식 4>에서 제시된 대로, 첫 번째 단계에서 측정된 TFPC를 종속변
수로 하고 노동과 자본량, 제품시장에서의 규제 정도를 독립변수로 하는 모형을
추정하면 다음 <표 5>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표 5> 제품시장규제의 TFPC에의 영향 분석결과
variable
constant
d_labor
d_captl
d_pmr
d_inward
d_outwrd
d_state
d_entre
d_trade
adj. R2

모형 1
B
t
1.185
26.257**
-0.001
-1.741*
-0.009
-4.279**
0.163
2.036*

모형
B
1.180
-0.001
-0.008

2
t
23.966
-1.679
-3.996**

0.096
0.056

0.448

모형 3
B
t
1.154
21.207**
-0.001
-2.112*
-0.008
-3.987**

1.529
0.691

0.399

-0.010
-0.175
0.132
2.016*
0.045
0.634
0.450

※ d in variable name denotes the difference between two comparing years.
* significant at 0.1 level, ** significant at 0.05 level

<모형 1>은 <그림 1>의 제품시장규제 지표체계의 최상위 단계인 각 국의 총
합된 제품시장규제 지수를 독립변수로 사용한 모형이고, <모형 2>는 그 하위단
계인 국내지향적 정책과 국외지향적 정책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분석한 모형
이며, <모형 3>은 그 하위단계인 정부통제, 진입 및 기업운영에의 장벽, 무역과
투자에의 장애 등을 독립변수로 분석한 것이다.

<모형 1>

         
<모형 2>

           
<모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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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를 검토하면, 우선 모든 모형에 걸쳐 보다 많은 노동과 자본의 사용
이 높은 수준의 TFPC와 연계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논의했
듯이, 투입물(노동과 자본)의 증가가 각 국에 있어 비효율적인 생산활동으로 이
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Leibenstein이 지적하고 있는 X-비효율성
의 존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주장은 앞서 <표 3>에
제시된 각 국의 효율성변화(EC)의 평균이 0.94인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다음으로 이 연구의 관심인 규제의 정도와 생산성 변화와의 관계를 검토하
면, 전반적으로 규제개혁의 정도가 클수록 생산성 증가의 폭이 큰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특히 <모형 1>의 분석결과, 최상위수준인 제품시장규제 지수와
TFPC의 관계는 계수의 값도 0.163으로 비교적 크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다. 이
를 통해 우리는 시장친화적인 규제개혁이 TFPC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모형 2>에서 도출된 정책변수의 회귀계수값도 역시
<모형 1>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즉, 국내지향적이든 국외지향적이든 시장
지향적인 규제개혁이 보다 높은 TFPC와 연관되어 있음이 나타났다. 그러나 추
정된 계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마지
막으로 <모형 3>의 추정결과를 보면, 진입 및 기업운영에의 장벽에 대한 규제
개혁이 TFPC의 증가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
통제 변수에 대한 부호는 부(-)를 띄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Ⅳ. 정책적 함의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연구의 함의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98년과 2003년 기간에 OECD 22개국은 평균 약 17%의 총요소생산성(TFP) 향
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TFPC의 향상에는 효율성 변화
(EC)보다는 기술적 변화(TC)에 의한 생산성 증가가 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거의 대부분 국가들의 효율성 변화가 1보다 작은 값을 보여, 각
국가가 운영측면에서 비효율적으로 생산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
째, 정부규제의 개혁의 정도가 클수록 생산성 증가의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전세계적인 시장친화적인 규제개혁이 국가의 생산성 향상에는 긍정
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믿음이 본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셋째, 정부
규제의 종류에서도 국외지향적이든, 국내지향적이든 관계없이 TFPC와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부분에서는 통계적 해석상 주의가 필
요하다.
이상의 논의에서 우리는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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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총요소생산성의 변화가 기술적 변화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는 연구결
과는 생산시장을 둘러싼 정부의 규제완화 노력이 기업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
기 위한 각종 노력을 유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운용되어야 한다는 것
을 시사한다. 정부규제가 기업의 기술혁신 행태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광범위하
게 제시되고 있다. Djankov 외(2006)는 OECD 규제 데이터를 이용하여 정부통제
에 따른 기업규제가 클수록 기업의 R&D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
다. 물론, 각 산업분야별로 상이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 있어서
도 일반적으로 대기업집단 규제, 금융규제, 지식재산권규제, 환경규제 등의 분야
에서 규제는 기술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승일 외, 2007). 따라서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정부규제의 방식 중에서도 창의
성을 저해하는 업종별 기준설정 등에 의한 전통적 방법보다는 기업의 자율적인
혁신 인센티브를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
요하다.
둘째, 실증분석결과, 다양한 유형의 제품시장에 대한 규제 중 국외지향적 규
제보다는 국내지향적 규제가 생산성 변화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
며, 국내지향적 규제 중에서도 진입 및 기업운영에의 장벽이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규제개혁의 우선순위는 위와 같은
영향력의 크기에 따라 고려될 필요가 있다. 특히 앞서의 <그림 1>에서처럼 진
입 및 기업운영에의 장벽이 두 개의 행정적 측면에서의 규제와 하나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규제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면허나 허가, 행정적 절
차를 강요하는 규제 등 기업활동에 있어서 부과되어 있는 행정적 규제의 개선
이 보다 높은 생산성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규제 중에
서 생산성과 보다 높은 연관성이 있는 기업운영 측면에 부과되는 행정적 규제
에 대한 개혁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이 있다.
본 연구는 규제완화가 많이 진행된 국가일수록 같은 기간내의 생산성은 상대
적으로 더 향상되었다는 실증적 논거를 통해 규제완화의 변화정도가 생산성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직접적으로 분석해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세부 규제유형별 규제완화의 생산성 향상에의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규제
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규제지수 설문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데이터는 회원국
의 규제정책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질문을 통해 수집된 것으로, 자료의 신뢰성
과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표본의 수가 작아 충
분한 정도의 자유도(degree of freedom)를 확보하지 못해, 과도 또는 과소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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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 or under-estimation)의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그러나 현
재 사용할 수 있는 자료의 한계상 이는 극복할 수 없는 문제이며, 추후 각국 규
제에 대한 시계열자료 등을 사용할 수 있다면, 패널분석 등을 활용한 보다 광범
위하고 다양한 분석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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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Regulation and Productivity in OECD
Countries
Young B. Lee ･ Hyun Jung Ji
One of the hottest topics in the field of regulation is about the effects of
government regulation on a nation's productivity.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regulation and productivity among the OECD
countries, utilizing Regulatory Indicators Questionnaire data, collected and provided
by the OECD.
In a two-step analysis, this paper first analyzes the changes to total factor
productivity among OECD countries over the 1998 to 2003 time period, using the
Malmquist index method. During the period, the countries showed about a 17%
growth rate in productivity, mainly due to technical innovation. In the second step,
we analyzed the relationships between government regulation and the productivity
growth obtained in the first step. The results indicate that more market-oriented
regulatory reforms have positive effects on productivity growth.
【Key words: regulatory reform, productivity, Regulatory Indicators Questionnaire,
Malmquist index, total factor productiv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