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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경제통합이 가속화되고 글로벌 가치사슬이 심화되면서 공정한 교역질서 확
립을 위한 국제사회의 행보에 세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
내 문제로 인식되고 있던 경제, 사회적 이슈들이 초국경적인 영향력을 미치면
서 국가간의 협력과 국제적인 정책공조가 필요한 분야로 부상한 결과입니다.
인류 역사와 궤를 같이하는 부패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활동 역
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매년 전 세계 GDP의 2%에 해당하
는 미화 1조 5,000억 달러가 부패 용도로 오용되고 있다는 세계은행(World
Bank)의 보고는 부패의 폐해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패
와 연계되어 파생되는 사회적 경제적 비용 발생과 자원 배분의 왜곡 현상을 바
로잡기 위해 OECD와 UN은 부패 방지 협약을 제정하여 국제사회의 지원과 동
참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대정권에서 부패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여
왔으며, 국제사회의 부패 방지 활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2016년에는
김영란법으로 더 잘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도
입으로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 의지를 강력하게 천명한 바 있지만, 한국의 부패
수준과 청렴도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2017년 초 국제
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발표한 한국의 2016년 부패
인식지수(CPI)는 전년대비 15단계 하락한 52위로, 동 기구는 한국을 아프리카
소국 ‘르완다’보다도 청렴도가 낮은 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부패의 만연은 국제사회에서 국가 이미지 형성과 국제경쟁력 확보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외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반드시 극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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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과제입니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패 방지 논의의
흐름과 쟁점을 소개한 후 한국의 부패 수준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 결과와 그
문제점을 진단하고 효율적인 부패 통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과제를 규명하였
습니다.
본 연구는 본원 김상겸 선임연구위원의 책임하에 공주대학교의 박순찬 교수
와 본원의 강민지 연구원이 연구진으로서 원고를 집필하였습니다. 연구진은 부
패와 무역비용의 상관관계 규명과 부패 수준 개선의 경제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고찰하고, 한국의 부패 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와 시사점 도출에 주안점을
두고 본 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신 고려대학교의 박인원,
강문성 교수, 기획재정부의 백승주 심의관, 조원경 심의관, 본원의 김종덕 박
사, 곽성일 박사, 정형곤 원내 자문위원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패 문제에
대한 최근 자료와 조언을 제공해 주신 경기도 교육청의 김거성 감사관과 한국
형사정책연구원의 황지태 박사 그리고 자료편집 과정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은
엄혜란 연구조원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부패 척결의 유익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관계
부처의 부패 방지 정책 좌표 설정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17년 11월
원장 현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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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세계화가 진전되고 경제통합이 심화되면서 부패의 폐해는 국제교역에서 준수
되어야 하는 공정경쟁 질서의 파괴로 이어지고 있다. 2017년 5월 세계은행
(World Bank)은 세계 GDP의 2%에 해당하는 미화 1조 5,000억 달러가 매년
부패 용도로 낭비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부패로
파생되는 경제적 손실과 교역질서 왜곡 현상을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해
OECD(뇌물방지협약, 1997)와 UN(반부패협약, 2003)은 부패 방지를 위한 협
약을 제정하여 국제사회의 지원과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은 OECD, UN, G20, APEC 등 국제사회의 부패 방지 활동에 동참하고
있으며 2016년 청탁금지법 도입으로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 의지를 대내외적
으로 강력하게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대내적으로는 정경유착의 전형인 정치권
과 대기업이 연계된 부패 관련 스캔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한국의
부패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역시 긍정적이지 않다. 일례로 국제투명성
기구에서 2016년 발표한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는 전년대비 15단계 하락
한 52위로 아프리카 소국 ‘르완다’보다도 청렴도가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패는 추가적인 사회적 경제적 비용 발생과 자원 배분의 왜곡 현상을 촉발
하기 때문에 국가 이미지 형성과 국제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제경쟁력 제고라는 정
책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부패행위가 국제교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고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할 목적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부패가 경제적 비효율성을 증가시켜 공정한 경쟁구도를 왜곡한다는 논리에
근거하여 부패 방지 정책의 성공적인 이행 시 기대되는 무역증대 효과와 후생
효과를 추정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예정이다. 동 결과는 부패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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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 유익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관계부처의 부패 방지 정책 좌표 설정
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2장에서는 부패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에서의 논의 흐름과 협력과제를 살펴
보았다. OECD 뇌물방지협약(OECD Anti-Bribery Convention) 및 UN 반
부패협약(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등 부패 방지 관련 법안이
제정되고 이행을 촉구하고 있으며, 또한 APEC, G20 등에서도 반부패 작업반
을 구성하고 행동계획을 채택하여 부패 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WTO에서는 반부패 관련 규범을 수립하지는 못하였으나 정부조달협정 및 무
역원활화협정에서 부패를 줄이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미국은 한ㆍ미 FTA,
TPP 등의 자유무역협정에 반부패 관련 규범을 포함시키고 관련 규정을 심화ㆍ
발전시키고 있다. 경제, 사회적으로 국제사회의 통합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경우 부패 방지를 위한 초국가적 협력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
로 판단된다.
제3장에서는 효율적인 부패 통제의 효과 추정과 정책적 함의 도출을 위해 한
국의 부패 인식 수준을 조망하고 부패 방지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원
인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
의 2016년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와 국제경
영개발원(IM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 등 국제적인 부패 평가기관의
조사와 한국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를 검토하였다. 종합 분석
결과 ① 정부 부패 방지 정책 추진의 비효율성 ② 일반 국민의 낮은 부패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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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의식 ③ 기업의 윤리의식 결여 등이 한국 부패 방지 제도의 효율성을 저해
하는 핵심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제4장에서는 Novy(2013)의 방법에 따라 무역비용의 대용변수를 마련하고
부패가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부패 통제와 무역비용의 상관관
계는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를 대용변수로, 세계은행의 부패통제지
수는 대안지수로 설정하고 중력모형을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에 의하
면 부패인식지수가 1% 증가하면 무역비용이 0.406%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한편 부패에 대한 대안지수로 세계은행의 부패통제지수를 이용한 결과,
통제지수가 1포인트 증가하면 무역비용은 21.7% 감소한다는 결과가 추정되었
다. 부패통제지수는 –3∼3의 값을 갖고 있는데, 2011년 우리나라의 부패통제
지수는 0.461이고 미국의 부패통제지수는 1.265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부패통
제지수가 1포인트 증가하기 위해서는 부패가 상당 수준으로 감소해야 함을 의
미한다.
제5장에서는 계산 가능한 일반균형(CGE) 모형을 활용하여 부패가 무역 및 후
생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추정을 위한 실증분석을 시도함으로써 국제교역의 흐
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패의 경제적 효과를 도출하였다. 먼저 우리나라 부패 방
지 수준이 APEC 국가의 평균 수준으로 향상된다고 가정한 시나리오에서 우리
나라의 실질 GDP는 최대 2.4% 증가하고 수출은 중장기적으로 3.84%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우리나라 부패 방지 수준이 OECD 평균으로 상승하여 무
역비용이 11.973% 절감될 경우 실질 GDP가 8.36% 증가하고, 후생 증가의 금
액은 약 1,583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자본 축적에 따른 추가
적인 효과를 고려하면 실질 GDP는 약 23% 증가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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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에서는 앞선 분석을 바탕으로 부패 척결을 위한 유효하고 실행 가능한
다음의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기업의 윤리경영원칙 확립과 국제
사회에서의 보다 능동적인 책임 준수와 기여가 요구된다. 둘째, 미국의 FCPA
및 우리 형법보다 엄격한 영국의 양형 기준과 무관용 처벌 기준을 참고하여 한
국의 부패 방지 제도를 재정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셋째, 싱가포르와
홍콩과 같이 부패 방지 전담기구에 강력한 권한을 위임하고 부패의 폐해에 대
한 교육 강화를 통하여 효율적인 부패 방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내
부고발 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익명신고 제도 확충, 공익신고자 대상 확대
와 함께 내부고발자의 전직, 승진, 특별채용, 보상금 증액 등의 보상체계 강화
를 위한 정책적 고려가 요망된다.
본 연구는 부패 수준과 무역비용, 무역의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경제적인 효과를 추정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한국이 국
제사회에서 청렴하고 공정한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서 국민, 정부, 기업이 혼연
일체가 되어 추진하여야 하는 정책과제와 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활용한 CGE모델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계량분석에
서 사용한 변수의 구조와 특성에 따라 기술적으로 포착하지 못한 현상의 해석
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보다 현실에 접근한 실증분석 시도를 위해 부패 발
생의 새로운 영역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접근과 기업의 책임경영 의식 부재와
연계되어 불공정하게 발생하는 부가가치 요소를 감안한 GVC 부패 index 개
발을 추후 과제로 남겨 둔다.
아울러 본 연구는 부패인식지수와 부패통제지수를 이용하여 각 국가의 부패가
무역과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한 국가의 부패 수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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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개발 정도, 제도(institution)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국가 발전 정도에 따른 그룹별 차이, 제도와 부패 수준의 상호작용
이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도 추후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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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3. 연구의 차별성과 보고서의 구성

1. 연구의 배경
국제사회에서 만연되고 있는 부패는 법적, 도덕적 기반을 훼손하고 각종 경제,
사회적 비효율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선ㆍ개도국을 불문
하고 부패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2017년 5월 세계은행(World Bank)은 세
계 GDP의 2%에 해당하는 미화 1조 5,000억 달러가 매년 부패로 인하여 잠식되
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1) 이와 같은 경제적 폐해를 근절하기 위하
여 다수의 국가들은 형사적 처벌법규를 포함한 법적ㆍ제도적 부패 척결 장치를
갖추고 있다. 한국은 2017년 4월 8일 개정된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에서 부패 행위를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
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2) 하지만 부패 행위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나 문
화적 배경이 다양하고 국별로 운용되고 있는 부패 방지 제도와 정책 목표 역시
상이하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 부패를 획일적으로 규정하기는 용이하지 않지만,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하여 공직자가 직권을 남용하거나 오용하여 행해지는 ‘뇌물수수
(Bribery)’, ‘횡령(Embezzlement)’, ‘후원관계(Patronage)’ 등이 대표적인 부패
의 유형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는 “사적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이양된 권력의 남용(The abuse of entrusted
power for private gain)”이라고 보다 광범위하게 부패를 정의하고 있다.3)
1) 세계은행 부패 비용 추산, http://www.worldbank.org/en/topic/governance/brief/anti-corru
ption(검색일: 2017. 2. 1) 내용 참고.
2)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로 부패의 범위를 매우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 http://www.law.go.kr/ls
Sc.do?menuId=0&p1=&subMenu=1&nwYn =1&section=&tabNo=&query=%EB%B6%80%E
D%8C%A8%EB%B0%A9%EC%A7%80%20%EB%B0%8F%20%EA%B5%AD%EB%AF%BC%EA%B
6%8C%EC%9D%B5%EC%9C%84%EC%9B%90%ED%9A%8C%EC%9D%98%20%EC%84%A4%E
C%B9%98%EC%99%80%20%EC%9A%B4%EC%98%81%EC%97%90%20%EA%B4%80%ED%9
5%9C%20%EB%B2%95%EB%A5%A0#searchId4(검색일: 2017.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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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가 진전되고 경제통합이 심화되면서 부패의 폐해는 당사국에 그치지
않고 국제교역에서 준수되어야 하는 공정한 경쟁질서의 파괴로 이어진다는 인
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이 부패로 파생되는 교역질서 왜곡 현상을 예방하
고 시정하기 위해 OECD(뇌물방지협약, 1997)와 UN(반부패협약, 2003)은 부
패 방지를 위한 협약을 제정하여 국제공조 강화를 모색하고 국제사회의 지원과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APEC과 G20 등 정상 차원의 최고위급 경제협력
포럼에서도 반부패 행동계획 등을 채택하여 지역적, 다자적 차원에서의 부패
척결을 위한 공조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상의 국제적 부패 방지 노
력이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는 활동임에 반하여, 최근에는 관련 조문을 협정
문에 포함시켜 부패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새로운 유형의 무역협정도 나타나는
추세다. 일례로 한ㆍ미 FTA, TPP 등은 부패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의무를 협
정문에 포함하고 있다.
부패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행보에 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법적 제도적 기반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패 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공조체
계 구축에는 상당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공정한 경
쟁체계 훼손과 교역질서 왜곡을 초래하는 다국적기업의 외국 공무원에 대한 수
뢰사건을 색출하고 기소하는 행위는 국내법 규정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 그
러나 부패 행위는 은밀성과 정치ㆍ경제적 민감성으로 인해 정확한 행위 추적,
색출과 피해 규모 추산이 용이하지 않다. 더욱이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공무원
수뢰 행위의 상당 부분이 정부조달 응ㆍ낙찰 행위와 연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
고 다수의 부패행위 유발자들은 행위 발생국 또는 이로 인한 피해국과의 사전
조정제도(plea bargain) 또는 사전 벌금 수준 조정(settlement) 제도를 도입
하여 실제로 기소되어 형사 처벌되는 비율은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4) 한국
3)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의 정의, https://www.transparency.org/what-is-corruption/(검색일: 201
7. 2. 1).
4) OECD 부패방지과(Anti corruption division) 담당자 Mr. Patrick Moullet 면담 내용(2017. 4.
11, OECD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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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에도 지속적인 법적 제도적 기반 강화와 OECD 뇌물 방지 실무그룹 활
동, UN 반부패 협약 준수 등 부패 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공
권력을 동원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한국은 오랜 기간 동안 사회 전반에서 만연되고 있는 부패 문제를 극복하고
자 법적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국제사회의 부패 방지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2001년 UN 반부패국제협약 이행을 위해 부패방지법을 제정하였으며,
최근 2016년 청탁금지법 도입으로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 의지를 대내외적으
로 강력하게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대내적으로는 정경유착의 전형인 정치권과
대기업이 연계된 부패 관련 스캔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UN, OECD, G20, APEC 등 국제사회의 부패 방지 노력에 동참하고 있지만
한국의 부패 척결 의지와 이행 결과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긍정적이지 못
하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 2016년 발표한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는 전년
대비 15단계 하락한 52위로 아프리카 소국 ‘르완다’보다도 청렴도가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패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사회적 경제적 비용 발생과
자원 배분의 왜곡 현상을 촉발하기 때문에 국가 이미지 형성과 국제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제경쟁력 제고라는 정책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범죄의 일종인 부패
행위가 국제교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고찰하고 한국의 부패 통
제 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
에서는 부패가 경제적 비효율성을 증가시켜 공정한 경쟁구도를 왜곡한다는 논
리에 근거하여 부패와 무역비용의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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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을 시도한다. 부패 척결 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부패 척결
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이로 인해 파생되는 사회적 경제적 혜택이 우월하다는
확신 아래 강력한 정책의지로 이행까지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부패 방지 정책의 성공적인 이행으로 기대되는 무역증대 효과와 후생효과
를 추정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예정이다. 동 결과는 부패 척결의
유익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관계부처의 부패 방지 정책 좌표 설정에 활
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부패 방지를 위한 국제적 공조노력이 강화되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공여 행위를 규율하는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을 비롯하여 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뇌
물규제법(Bribery Act)｣은 한 나라의 법적 제도적 장치가 초국경적인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좋은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 확산되고 있
는 부패 척결 논의의 흐름과 쟁점을 파악하고, 정부의 국제공조 포지션 정립과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하는 연구의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정성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국
제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패 방지 논의의 흐름과 쟁점을 소개하고 한국의
부패 수준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 결과와 그 문제점을 진단하며 효율적인 부패
통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과제를 규명한다. 부패 통제와 무역비용의 상관관계
는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를 대용변수로, 세계은행의 부패통제지수
는 대안지수로 설정하고 중력모형을 활용하여 추정한다. 마지막으로 계산 가능
한 일반균형(CGE) 모형을 활용하여 부패가 무역 및 후생에 미치는 경제적 효
과 추정을 위한 실증분석을 시도함으로써 국제교역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
패의 경제적 효과와 그에 대응하는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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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차별성과 보고서의 구성
인류의 역사가 바로 부패의 역사라고 할 정도로, 부패의 역사는 유구하고 또
한 관련 연구도 이미 상당하다. 과거 일부 학자들은 부패의 전형적인 수단인 뇌
물이 기계를 원활히 돌리는 윤활유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하였지만, 최근에는 사례 연구와 실증분석을 통해 부패의 반사회적이며 역기능
적인 효과를 입증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5) 그러나 부패의 원인
혹은 결과를 규명함에 있어서 주로 정치ㆍ행정적 측면과 사회ㆍ문화적 측면에
서 부패 관련 연구가 진행되어왔으며 경제적 접근도 주로 부패가 국가경제성장
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연구되어왔다(표 1-1 참고).6) 반면 현실적으로 부
패와 무역비용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대용지수 발굴의 기술적인 한계로 부패와
무역의 상관관계 규명을 위한 실증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예외
적으로 Abe and Wilson(2008b)은 수입자투명성지수(ITI: Importer Transparency
Indices)를 개발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여 부패감소(투명성 증대)가 아시아 태
평양 지역의 무역 증대에 긍정적 효과를 창출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동 연구 역시 부패 수준을 가늠하기 위해 ‘관세상당치’에 의존한 추정기
법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적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한편 국제적 부패
방지 동향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연구 대상이 주로
개별 국제협약에서의 논의에 국한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국제기구, 경제
협력체, 자유무역협정에서 공정한 국제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전개
되고 있는 부패 방지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부패 방지의 경제적 효과를 교역비
용, 무역효과, 경제성장, 후생효과 등의 측면에서 입체적으로 살펴보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5) 박정수(2003), p. 2.
6) 홍재환 외(2013),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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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부패의 경제적 측면 관련 기존 선행연구
연구 제목
Trade, Transparency and
Welfare in the Asia
Pacific

저자(연도)

주요 내용

Abe and

부패가 아ㆍ태 지역의 무역 증진에 미치는 영향과

Wilson(2008b) 관련하여 부패와 무역의 상관관계 추정
부패의 원인, 결과 및 부패의 범위와 방지조치에 대

Corruption around the
World: Causes,
Consequences, Scope,

해서 분석함
Tanzi(1998)

경제성장에서 부패의 비용을 강조하고 부패 방지를
위한 조치는 국가의 개혁 논의와 함께 하여야 함을

and Cures

강조
부패, 관료주의, 사법체제의 효율성, 정치적 안정성

Corruption and growth

Mauro(1995)

에 대한 각국 데이터를 통해 부패는 자본의 한계생
산을 높여 투자를 위축시키고 정부 지출을 왜곡시
켜 성장을 저해함을 밝힘.

Does Corruption Affect
Income Inequality and
Poverty

Gupta,
Davoodi, and

부패가 소득 분배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적

Alonso-Termn 갈등을 야기하여 경제성장에 장애가 될 수 있음.
(1998)

Is corruption an efficient

Meon and

grease?

Weill(2010)

Corruption and Trade

Majeed(2014)

Intensity of Trade With

Suzuki and

the EU and Corruption in

Gokcekus

Africa

(2013)

부패가 윤활유로 작용한다는 가설과 바퀴의 모래처
럼 장애로 작용한다는 가설을 설명하고 54개국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가설을 점검함.
1998~2007년 사이의 146개국 패널 데이터를 이
용하여 무역-부패 관계를 분석함.
1984~2009년 사이 EU의 무역이 아프리카 국가들
의 부패 수준을 낮춤

자료: 위 선행연구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표 1-2. 국제 부패 방지 논의 동향 관련 기존 선행연구
연구 제목

저자(연도)

｢연성법(soft law)｣으로 발전해온 국제반부패 규범의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norms –
Their Creation and
Influence on Domestic
Legal Systems

주요 내용

특성과 OECD, UN, EITI(Extractive Industries
Rose(2015)

Transparency Initiative, 채굴산업투명성이니셔티
브)에서의 논의, 돈세탁 방지 관련 정책 등에 대해 포괄적
으로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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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계속
연구 제목

저자(년도)

The Impacts of
Anti-Corruption on
Economic Growth in

주요 내용
시진핑 정부 반부패 정책의 경제효과 분석. 반부패

Yang(2016)

정책이 국내투자 위축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분석함

China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성 확보가 요구되는
우리나라 공직자윤리법의

윤태범

공직자의 윤리 확보를 위한 우리나라 법제의 실태

문제점과 개정 방향

(2004)

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공직자윤리법의
주요 개정 방향을 제시함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나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부

ODA 반부패 시스템 구축:

홍재환 외

수원국의 부패 실태 분석

(2013)

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
나 다름없으므로 국제개발협력이 효율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의 부패 문제에 관하여
주요국별 실태, 원인, 개선 방안을 연구함

한국사회 부패의 발생 구조와

황지태 외

변화 트렌트 분석(Ⅱ)

(2016)

윤동호(2002)

진단

Bae(2013)

Article 21.6 of the

유문무(2009)

개선을 중심으로

탐색적 연구

유사점과 차이점 분석을 통해 우리 기업의 부패

홍콩, 싱가포르의 반부패 정책에 대해서 설명하고

아시아 국가 반부패 정책

이행 수준 결정요인에 관한

에 대한 조항인 한ㆍ미 FTA 협정문 제 21.6조의
행위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KORUS FTA

OECD 국가의 뇌물방지 협약

성기구 등의 반부패 활동과 주요국의 반부패 활동

미국의 연방법 해외부패방지법(FCPA)과 부패 방지

the Foreign Corrupt

비교 - 한국의 반부패 전략

OECD, 지역기구, 재정 관련 국제기구, 국제투명
을 소개함

A Comparative Study on
Practices Act (FCPA) and

및 부패 사례 분석
국내외의 반부패 활동을 전반적으로 개관하고 UN,

국제사회의 반부패 동향과
한국의 부패 방지 시스템

한국사회의 부패 수준에 대한 평가와 원인 분석

반부패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고통치자의 강
력한 정치 의지, 독자적 권한을 지닌 부패통제기구
및 국민의 지지가 필요함을 설명
OECD 뇌물방지협약의 이행 수준을 결정짓는 경

김흥주,

제 제도적 요인(무역 규모가 클수록 이행 수준 높

황광선(2014)

음) 및 여성 정치가의 영향력이 높고 언론의 자유
가 보장될수록 이행 수준이 높음을 밝혀냄.

자료: 위 선행연구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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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 및 협의체 차원의 부패 방지 논의
현황 및 TPP, 한ㆍ미 FTA 등 무역협정에서의 투명성 증대를 위한 부패 방지
관련 규정을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한국의 부패방지법과 제도에 대해 고찰하고 한국의 부패 인식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과 평가 내용을 검토ㆍ분석함으로써 한국 부패 방
지 제도의 효율성 저해요인을 찾아보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부패와 무역 및 무역비용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고 부패와 무역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계량분석 작
업을 실시한다.
제5장에서는 부패 방지의 경제적 효과를 현실에 근접하게 분석하기 위한 시
나리오를 설정하고 부패 방지가 후생, 수출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
리오별로 검증하여 제시한다.
제6장에서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결론을 내리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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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제사회의 부패 방지
논의 동향

1. 국제기구에서의 부패 방지 활동
2. 무역협정에서의 논의 현황

1. 국제기구에서의 부패 방지 활동
세계화되어가는 시장에서 부패는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시장왜곡
을 형성하여 공정경쟁을 방해하는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다. 초국가적 협력 없이
는 죄수의 딜레마처럼 부패 방지 노력에서 이탈한 자가 부당한 이익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며, 경제, 사회적으로 국제사회의 통합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할 경우 부패 방지를 위한 초국가적 협력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
된다. 실제로 주요 국제기구와 경제협의체를 중심으로 하는 부패 방지 공조노력
은 국제사회의 통합 가속화가 진행된 1990년 이후 본격화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OECD 뇌물방지협약(OECD Anti-Bribery Convention) 및 UN 반부패협
약(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등 부패 방지 관련 법안이 제정되어
이행을 촉구하고 있으며, 또한 APEC, G20 등에서도 반부패 작업반을 구성하
고 행동계획을 채택하여 부패 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아래에서 주
요 국제기구에서의 반부패 관련 활동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가. OECD
1961년 9월 30일 파리에서 발족한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는 법치주의와
인권을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 개방적이고 투명한 ‘시장경제’를 모든 회원국
이 공유하는 핵심 가치(like mindedness)로 삼고 이를 바탕으로 상호 정책조
정 및 협력을 통해 회원 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모색하고 나아가 세계경제 문
제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7) OECD는 35개 회원국이 가입
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도 1996년에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8) OECD는
7) 주 오이시디 대한민국대표부(2016), p. 39.
8) OECD 가입국 – 35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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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에게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한 ‘증거 기반(evidence- based)’ 분석
을 통해 모범정책을 권고하고 국제표준을 설정하고 있다.9) OECD에서는 금융,
무역ㆍ투자, 과학기술ㆍ정보통신, 환경, 고용, 규제ㆍ경쟁을 아우르는 다양한
이슈가 논의되고 있는데, 부패가 사회ㆍ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을 인식하고 부패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여러 노력을 기울여왔다.
1994년 5월 OECD 각료이사회에서는 ‘국제상거래상 뇌물에 관한 권고
(Recommendation on Bribery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를
채택하였다.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형식이었으나 회원국들이 국제상거래
와 관련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자국민의 초국가적 뇌물 공여를 위법화하는 것을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조치(concrete and meaningful steps)를 취할
것을 서약하고 이행을 감시하는 데 동의한 최초의 문서였다.10)

글상자 2-1. OECD 뇌물방지협약의 토대가 된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미국은 1970년대 초반 워터게이트 사건 수사 과정에서 미국기업들이 외국 공무원에게 불법적인
자금을 제공한 사실 및 Lockheed Aircraft사가 일본 및 네덜란드 등의 고위공무원에게 불법적
인 뇌물을 제공해온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미국정부는 국내적ㆍ국제적으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을 방지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11) 이에 미국의회는 1977년에 외국 공무원 등에
대한 뇌물 제공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12)을 마련하였고, OECD 및 UN 등에서의 뇌물 방지 관련 입법을 위해 노력하
였다.13) FCPA가 국제시장에서 미국기업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자 1988년에 1차 개
정을 통해 현금 등의 제공 행위가 해당 국가의 성문법에 의해 적법한 경우이거나 또는 원활한
사업을 위한 합리적인 실비일 경우 면책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14) 1997년에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위법화하고 국내 뇌물 사건에 상응하는 정도로 처벌할 의무
를 부과하는 OECD 부패방지협약이 체결되었고, 이에 FCPA는 1998년에 2차 개정을 통해
OECD 부패방지협약의 이행과 관련한 사항을 포함하였다. 또한 기존에는 미국의 상장 및 등록된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
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일본, 핀란드, 호주, 뉴
질랜드, 멕시코, 체크, 헝가리, 폴란드(1996), 한국(1996), 슬로바키아(2000), 칠레(2010), 슬로베니
아(2010), 에스토니아(2010), 이스라엘(2010), 라트비아(2016).
9) 주 오이시디 대한민국대표부(2016), p. 39.
10) 문준조(2001), p.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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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2-1. 계속
기업, 기타 미국의 기업 및 미국 시민만이 적용 대상이었으나 2차 개정을 통해 외국인과 외국
기업이라도 미국에서 체류 중이라면 동 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하도록
FCPA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15) 2007년 이후 FCPA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회사들이 급격
히 증가하고 있으며 처벌 또한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6)

1997년 5월 OECD 각료이사회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 추진을 결정하
고 동년 12월 ｢OECD 뇌물방지협약(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 행위 방지를 위한 협약,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17)을
채택하였다. ｢OECD 뇌물방지협약｣은 국제상거래상 뇌물 공여 행위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여 전 세계적인 자원의 흐름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협약으로 1997년
우리나라를 포함한 29개국 OECD 회원국이 협약에 서명하고 1999년 2월에
발효하였다.18) 2017년 8월 현재 서명국은 모두 43개국으로19) 우리나라는
1999년 1월 4일에 본 협약을 비준하여 본 협약 및 관련 이행법20)이 1999년 2
월 15일부터 발효 중이다.
11) Rose(2015), p. 63.
12)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http://www.usdoj.gov/crimina
l/fraud/fcpa(검색일: 2017. 5. 22).
13) Rose(2015), pp. 64-65.
14) 문형구(2013), p. 6.
15) 위의 자료. pp. 6~7.
16) Rose(2015), p. 74.
17) OECD 뇌물방지협약 및 관련 문서, http://www.oecd.org/daf/anti-bribery/ConvCombatBriber
y_ENG.pdf(검색일: 2017. 1. 3).
18) 주 오이시디 대한민국대표부(2016), p. 199.
19) 35개의 OECD 회원국과 8개 OECD 비회원국(아르헨티나, 브라질, 불가리아, 콜롬비아, 러시아, 남
아프리카공화국, 코스타리카, 리투아니아) 포함. OECD 뇌물방지협약 회원국 관련 홈페이지, http://
www.oecd.org/daf/anti-bribery/WGBRatificationStatus.pdf(검색일: 2017. 8. 14).
20)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약칭: 국제뇌물
방지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0682&efYd=20141015#0000(검색일:
2016.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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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뇌물방지협약｣은 ① 외국 공무원(국제기구, 공기업 포함)에 대한 뇌
물 제공을 범죄로 규정하고 뇌물을 공여한 법인에게도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
록 할 것 ② 뇌물 공여로 얻은 수익 또는 상응 가치를 압수 및 몰수할 것 ③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공여를 위한 자금세탁 행위를 처벌할 것 ④ 외국 공무원에
대한 증뢰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관련 회계제도를 보완 및 강화하고
허위장부 작성에 대해 민형사상의 제재를 부과할 것 ⑤ 범죄인에 대해 범죄인
인도 등 국제사법공조를 할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OECD 뇌물방지 협
약｣은 부패 방지 중 특히 ‘뇌물 방지’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공급 측면’에서 뇌
물 공여 행위에 대해 규제하는 특징을 보인다.

표 2-1. OECD 뇌물방지협약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뇌물수수가 국제경쟁 조건을 왜곡함을 인식하고 모든 국가가 국제상거래상
의 뇌물수수를 철폐해야 할 책임을 공유함을 고려하고, 국가 차원의 노력

전문

뿐 아니라 다자간 협력과 감시, 후속조치가 요구됨을 깨닫고, 형평성이 훼
손되지 않아야 함을 상기하며 아래 내용에 합의.
- 뇌물 공여 행위를 ‘국제상거래에 있어 영업을 취득, 유지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또는 중개인을 통해 외국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련해

제1조

외국 공무원에
대한 증뢰죄

작위 또는 부작위하게 하도록 부당한 보수나 여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의,
약속하는 모든 행위’로 정의함.
- 뇌물 공여 행위를 자국법상 범죄로 규정해야 함.
- 증뢰 행위 관련 선동, 협조, 교사를 포함한 공모나 위임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
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제2조

법인의 책임

외국 공무원 증뢰 행위에 대해 법인에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외국 공무원에 대한 증뢰는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증뢰 행위를 단념하게
할 수 있는 형사처벌로 벌하며 법인의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금전적

제3조

처벌

제재를 포함하여 비형사적 제재를 법인에 부과함.
- 뇌물 공여로 얻은 수익 또는 상응 가치를 압수 및 몰수의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함.

제4조

관할권

영토주의, 국적주의, 기소권 경합 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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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계속
구분

주요 내용
- 외국 공무원에 대한 증뢰죄 수사 및 기소는 체약국 관련 법과 원칙에 따름.

제5조

시행

- 수사 및 기소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 외국과의 관계에 미칠 잠재적 영향
또는 관련 행위자나 법인의 신원에 대한 고려에 영향 받아서는 안 됨.

제6조

공소시효

제7조

자금세탁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기간의 시효 보장.
자국 공무원에 관한 뇌물죄를 자국의 자금세탁 관련 법 적용의 전제범죄로 규정
하고 있는 국가는 외국 공무원에 대해서도 같은 조건에 따름.
외국 공무원에 대한 증뢰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체약국은 장부 및 기록
유지, 재무제표 공개, 회계 및 감사 기준 등에 관한 자국법령의 체제하에서
뇌물 제공 또는 은닉 목적으로 장부 누락 또는 부적절 표기, 실재하지 않는

제8조

회계

지출의 기입, 허위의 채무내역 기입, 기타 허위문서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필요
한 조치를 취함.
허위기재에 대해 적절하며 예방적 효과를 갖는 민사적, 행정적, 또는 형사적
벌칙 부과.
효과적인 형사사법공조 및 범죄인 인도가 가능하도록

제9조

사법공조

- 쌍방가벌성의 존재 간주 및 은행비밀을 이유로 한 공조 거절 불가.
- 자국민임을 이유로 인도 거절시 본국에서 기소 절차를 진행시킬 의무.
외국 공무원에 대한 증뢰죄는 범죄인 인도 조약상 인도 대상 범죄에 포함되

제10조

범죄인 인도

는 것으로 간주. 인도 또는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함.

제11조
제12조

담당기관
이행감시 및
후속조치

제4.3조(관할협의), 제9조(사법공조), 제10조(범죄인인도) 관련 요청 접수
기관으로 지정하여 OECD 사무총장에게 통보.
체계적인 이행감시 프로그램 실시에 있어 협력, 체약국이 이행감시 프로그
램 비용 부담.

제13조

서명 및 가입 발효 전과 발효 후의 서명 및 가입.

제14조

비준 및 기탁 각 서명국 법령에 따라 수락, 승인 또는 비준, OECD 총장에게 기탁.

제15조

발효

제16조

개정

발효 관련 규정.
개정 제안 가능. 개정안은 심의회의 60일 전에 통보, 개정안은 비준, 수
락, 승인 문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60일째 되는 날 또는 개정안 채택 당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효.

제17조

탈퇴

서면통지로 탈퇴, 통지 수령일 1년 후 효력 발생.

자료: ｢OECD 뇌물방지협약｣을 토대로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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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는 ｢OECD 뇌물방지협약｣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권고문(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for Further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21)을 채택하였
다. ｢OECD 뇌물방지협약 해설(Commentaries)｣에 따르면 행정절차를 신속하
게 처리하도록 하기 위한 외국 공무원에 대한 소액의 급행료(small facilitation
payments)는 범죄로 간주되지 않으나,22) 권고문에서는 급행료가 만들어진 국
가에서는 일반적으로 불법일 수 있음을 인식하여 급행료 사용을 억제하는 방향으
로 관행이 개선되도록 하는 한편, 회계 장부 및 기록에는 정확하게 모든 사안에
대해 기록할 것을 기업들에게 촉구하였다.23) 또한 부속서II에 적시된 모범관행
지침을 고려하여 적절한 내부통제, 윤리, 준수 프로그램 또는 조치(internal
controls, ethics, and compliance programmes or measures)를 기업이 개
발하고 채택하는 것을 장려하고24) 내부 신고자 보호 등의 노력을 촉구하였다.25)
그 밖에 외국 공무원에게 준 뇌물이 세금 공제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26) 투명한
회계관리 및 공개,27) 독립적인 외부 회계감사 보장28) 등이 추가적으로 권고되었다.
｢OECD 뇌물방지협약｣은 서명국에게 협약 이행과 관련한 이행보고서 제출
과 관련 자료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29) 이에 따라 OECD 부패작업반(OECD

21) OECD 뇌물방지협약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권고문, http://www.oecd.org/daf/anti-bribery/44
176910.pdf(검색일: 2017. 4. 20).
22) OECD 뇌물방지협약 및 관련 문서, p. 15, http://www.oecd.org/daf/anti-bribery/ConvComb
atBribery_ENG.pdf(검색일: 2017. 1. 3).
“Article 1. The Offence of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Re paragraph 1: 9. Small “fa
cilitation” payments do not constitute payments made “to obtain or retain business or ot
her improper advantage” within the meaning of paragraph 1 and, accordingly, are also
not an offence.(후략)
23) OECD 뇌물방지 협약 관련 권고문, p. 4, VI. ii), http://www.oecd.org/daf/anti-bribery/44176
24)
25)
26)
27)
28)
29)

910.pdf(검색일: 2017. 4. 20).
OECD 뇌물방지협약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권고문, p. 6. X. C. i).
Ibid, p. 12, Annex II: A) I1. ii).
Ibid, p. 4, VIII. I).
Ibid, p. 5, X. A.
Ibid, p. 5, X. B.
｢OECD 뇌물방지협약｣ 제12조 이행감시 및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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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Group on Bribery)은 ｢OECD 뇌물방지협약｣ 가입국이 동 협약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1단계에서는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회원국의 법률이 적합한지를 평가하고, 2단계에서는 회원국이 효과적으
로 법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지를 자체평가 등을 통해 점검하였다.30) 3단계에
서는 실제적인 법 집행을 통한 이행강제를 목표로 회원국 상호평가(peer-review
monitoring) 시스템을 통해 뇌물방지협약 및 2009년 권고와 제2단계 평가의
집행을 평가하고, 제4단계에서는 협약 이행 여부를 평가한 기존 3단계 평가에
서 더 나아가 법 집행의 효과성 및 국가별 심층 분석을 수행한다.31)
현재 가입국 대부분이 3단계 이행평가를 완료했고 협약에 늦게 가입한 러시
아(2012년 가입), 콜롬비아(2012년 가입), 라트비아(2014년 가입) 등은 2단
계 평가 및 후속작업이 진행 중이다.32) 자세한 국가별 이행 상황은 OECD 홈
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33)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2014년 3단계
이행평가를 졸업하여 2018년 12월 11일부터 14일 동안 4단계 검토가 예정되
어 있다. 이행평가가 순조롭게 이행되고는 있지만 OECD의 Foreign Bribery

Report (2014)에 따르면 OECD 뇌물방지협약 당사국의 해외뇌물 제재 건수
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상당히 낮은 편으로 미국이 128건의 외국뇌물 사건
에 대해 제재하였고 그 뒤를 이어 독일이 26건, 우리나라가 11건의 사건을 제
재하였다.

30)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 모니터링 관련 홈페이지, http://www.oecd.org/daf/anti-bribery/co
untrymonitoringoftheoecdanti-briberyconvention.htm(검색일: 2017. 3. 14).
31) Ibid.
32)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홈페이지, http://www.oecd.org/daf/anti-bribery/countr
yreportsontheimplementationoftheoecdanti-briberyconvention.htm(검색일: 2017. 3. 14).
33) OECD 뇌물방지협약 국별 이행 상황, http://www.oecd.org/corruption/anti-bribery/Compil
ationofRecommendationsP3ReportsEN.pdf(검색일: 2017.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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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OECD 뇌물방지협약 당사국의 해외뇌물 제재 건수
(단위: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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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999~2014년 누적.
자료: OECD(2014), 표 19와 p. 31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

2014년 6월 1일까지 41개 당사국 중 17개국에서만 해외뇌물 사건 관련 제
재가 이루어졌고 국가간에도 이행 격차는 상당하다. 다만 해외뇌물 사건은 많은
국가의 반부패법의 확대관할적용(Expansive jurisdictional application)으
로 인해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범죄에 관련된 외국인과 내국민 모두를 조사
및 기소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한 사건을 두고 여러 관할권에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마다 집행 수준이 다른바 동향을 추론하는 데에 주의 할 필요가
있다.34)
전체적으로 해외뇌물 사건에 대한 제재 건수는 2003년부터 꾸준한 상승세
를 보이다가 2011년을 기점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OECD 자료는 해외뇌물 사건을 종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계속해서 증가하
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였다.35)
34) OECD(2014),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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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해외뇌물 사건에 대한 제재 추이
(단위: 건수)

80
70
60
50
40
3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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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 N/A 4
3
4
16 10 11 32 47 56 68 78 43 42

주: 1999.2.15.~2013.12.31. 종결된 해외뇌물 사건.
자료: OECD(2014), 표 1, p. 13.

2014년 6월 1일까지 뇌물방지협약 당사국은 해외뇌물 사건에 대해 총 54억
달러에 달하는 금전적 제재를 부과한 것으로 집계되었다.36)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도 ｢OECD 뇌물방지협약｣
가입국의 뇌물방지 노력을 평가하여 매년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 보고서
(OECD Anti-bribery Convention Progress Report)』를 발표하고 있다. 국
제투명성기구의 이행보고서에서는 해외뇌물 금지에 대한 협약 이행 수준을 국
가별로 분류하고 있는데, 2015년 보고서에 따르면 가입국의 절반은 1999년
이래로 한 건의 외국 부패 사례도 기소하지 않았다.37) 우리나라는 2014~15년
동안 이행과 관련하여 거의 이행하지 않거나 아예 이행하지 않음 수준에서 제
한적인 이행으로 지위가 향상되었다.38)

35)
36)
37)
38)

Ibid., p. 14.
Ibid., p. 18.
Transparency International(2015), p. 2.
Ibid.,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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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2015년 뇌물방지협약 이행 수준에 따른 분류
구분
적극: 적극적 이행
(Active enforcement)
보통: 중간 정도의 이행
(Moderate enforcement)
제한: 제한된 이행
(Limited enforcement)
미온: 거의 이행하지 않거나
아예 이행하지 않는 국가
(Little or no enforcement)

관련 OECD 뇌물방지협약 서명국
(4개국, 22.8%) 미국, 독일, 영국, 스위스
(6개국, 8.9%)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핀란드
(9개국, 12.6%) 한국,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헝가리, 남아
프리카, 포르투갈, 그리스, 뉴질랜드
(20개국, 20.5%) 일본, 러시아, 스페인, 벨기에, 멕시코, 브라
질, 아일랜드, 폴란드, 터키, 덴마크, 체코 공화국, 룩셈부르크,
아르헨티나, 칠레, 이스라엘, 슬로바키아 공화국, 콜롬비아, 슬
로베니아,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주: 라트비아와 아이슬란드는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라트비아의 경우 협약 가입 기간이 짧아 분류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음.
자료: Transparency International(2015), p. 2.

OECD 작업반의 보고서와 국제투명성기구 이행보고서의 이행평가 결과는 다
소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각각 다루는 범위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이 다르기 때문으
로, 국제투명성기구의 보고서가 작업반의 보고서보다 더 포괄적인 범위를 다루
고 있다.39) OECD 작업반 보고서는 유죄 선고(conviction)에 대해서만 살펴보
는 데 반해 국제투명성기구 보고서는 수사, 사건 개시(commenced case)와 유
죄 선고, 합의(settlements) 또는 최종 확정된 결정 그중에서도 제재가 부과된
것 등도 포함한다.40) 또한 작업반 보고서는 외국 뇌물 사건에 대해서만 다루는
데 반해서 국제투명성기구 보고서는 부패, 돈세탁, 세금 회피, 사기, 회계 또는
공개 요건 위반 등 해외 뇌물 사건의 근원에 대해서도 다룬다.41) 정보수집 방법에
있어서도 작업반 보고서는 작업반에 있는 정부의 대표자로부터 직접적으로 정보
를 제공받지만 국제투명성 기구는 자체 전문가에 의해 제공된 정보를 토대로 보
고서를 작성한다는 차이를 보인다.42)
39) Ibid., p. 17.
40) Ibid., p. 17.
41) Ibid., p. 17.
42) Ibid.,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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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OECD와 국제투명성기구의 보고서 비교
OECD 작업반의 보고서
포괄범위

유죄 선고(conviction)

대상범위

외국 뇌물사건

작성주체

국제투명성기구 이행보고서
수사, 사건 개시, 유죄 선고, 합의 또는 최종 확정
된 결정. 그중에서도 제재가 부과된 것 포함.
부패, 돈세탁, 세금 회피, 사기, 회계 또는 공개 요
건 위반 등 외국 뇌물사건 근원

각 정부의 대표자로부터 정보 수집. 전문가에 의해 제공된 정보

자료: 상기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다소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평가해보았을 때 이른바 선진국 모임
으로 불리는 OECD에서도 부패 방지와 관련해서는 소수의 선진국을 제외하고
는 높은 수준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수의 부패
행위가 제한된 소수를 대상으로 은밀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적발이 용이하지 않
을 뿐 아니라 자국의 경제적 이익 보호를 염두에 둔 미온적인 수사 및 처벌 관
행에 기인한 결과로 판단된다. 그러나 부패에 대한 시민인식이 제고되고 있으
며 세계적으로 규제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점차 ｢OECD 뇌물방
지협약｣의 이행 수준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 된다.
뇌물방지협약 외에도 OECD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43)｣을 마련을 통해 부패 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다국적기업44)들이
활동하고 있는 국가의 정책 및 사회와 조화를 이루어 활동하도록 보장하기 위
하여 책임 있는 기업행동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담은 것으로, 비록 법적 구속력
은 없으나 한국을 포함한 총 44개 수락국이 각기 국내연락사무소(NCP:
43)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http://www.oecd.org/daf/inv/mne/48004323.pdf(검색일:
2017. 4. 20).
44) 다국적기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OECD 가이드라인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으나 2011 OECD
가이드라인 제1장 개념과 원칙(Concepts and principles) 제4조에서 여러 국가에 존재하는 여러
기업들이 소유 및 지분 관계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어, 유추 시 특정 기업이 국경을
넘어 복수 국가의 영역 내에서 동시에 생산 및 판매 활동을 영위하는 등의 최소한 요건을 충족해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임. KNCP(2014), pp. 11~12,
http://www.ncp.or.kr/servlet/kcab_ncp/info/4001(검색일: 2017.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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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Contact Point)를 설치하여 가이드라인을 홍보하고 가이드라인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를 처리함으로써 이행력을 확보하고 있다.45)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는 정보 공개, 고용 및 노사관계, 환경, 소
비자 이익, 과학 및 기술, 경쟁, 조세 분야에서의 의무 규정뿐 아니라 뇌물 방지
와 관련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46) 최근의 2011년판 가이드라인에서는 제7
장 뇌물 공여, 뇌물 청탁 및 강요 방지(VII. Combating Bribery, Bribe
Solicitation and Extortion)에서 다국적 기업이 ① 공무원이나 사업 파트너
의 직원에게 부당한 금품이나 이익을 제의하거나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못하며
공무원이나 사업 파트너의 직원으로부터의 부당한 금품이나 이익을 요구하거
나 동의하거나 수락하지 않을 것과 ② 뇌물 방지 및 감시를 위한 기업 내부 통
제, 윤리, 준수 프로그램 또는 조치(Internal company controls, ethics,
compliance program or measure)를 개발하고 채택할 것을 규정하고 있
다.47) 또한 ③ 소액의 급행료 사용이 불법인 곳에서는 기업 내부 통제, 윤리, 준
수 프로그램 또는 조치를 통해 소액의 급행료 사용을 금지하거나 좌절시키고
만약 사용 시 회계기록을 정확하게 남길 것 ④ 기업이 당면한 특정 뇌물위험을
고려하여 고용 및 적절하고 정기적인 감시에 대한 적절한 주의의무(due
diligence)에 대해 문서화할 것 ⑤ 뇌물 공여, 뇌물 청탁 및 강요에 대한 기업
의 노력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강화할 것 ⑥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징계 절차를
통해 기업 내부 통제, 윤리, 준수 프로그램 또는 조치와 기업 정책의 준수에 대
한 직원의 이해를 증진할 것 ⑦ 관청 후보자 또는 정당 또는 다른 정치기관에
불법적인 기여를 하지 않으며 정치적 기여는 대중 공개 요건을 완전히 준수하
고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48)
45) 한국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국내연락사무소 홈페이지, http://www.ncp.or.kr/servlet/
kcab_ncp/info/1000(검색일: 2017. 6. 7).
46) 한국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국내연락사무소 홈페이지, http://www.ncp.or.kr/servlet/
kcab_ncp/info/1200(검색일: 2017. 6. 7).
47)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p. 47, http://www.oecd.org/daf/inv/mne/48004323.pdf(검
색일: 2017.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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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특정 다국적기업의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고자 하는 개
인이나 단체는 해당 다국적기업의 이름, 구체적인 행위 내용 및 입증자료와 위
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가이드라인의 관련 조항 및 위반 내용과 위반 행위에 대
한 이해관계 등을 포함한 서면신청서를 NCP사무국에 제출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49) 주로 노동, 인권, 환경 측면에서 이의제기가 이루어졌으며 2017년
5월 말까지 한국 NCP에 부패와 관련해서 제기된 사건은 없다.50)
또한 OECD는 정부 조달(Public procurement) 분야에서의 부패 척결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 조달 분야는 뇌물방지협약 당사국이 적발
한 해외뇌물 사건 중 57%를 차지하는 등51) 부패위험이 가장 높다고 인식되는
분야이다.

그림 2-3. 적발된 해외뇌물 사건에서 뇌물의 목적

여행비자(1%)

모름(7%)

비밀정보접근(4%)
라이선스 등(6%)
관세특혜(6%)

기타 특혜대우(7%)

정부 조달(57%)

세관(12%)

주: 1999.2.15.~2013.6.1. 종결된 해외 뇌물 사건.
자료: OECD(2014), p. 32, 표 20 저자 재구성.
48) Ibid., p. 48.
49) 한국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국내연락사무소 홈페이지, http://www.ncp.or.kr/servlet/
kcab_ncp/info/3100(검색일: 2017. 6. 7).
50) 한국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국내연락사무소 홈페이지, http://www.ncp.or.kr/servlet/
kcab_ncp/info/4000#(검색일: 2017. 6. 7).
51) OECD(2014), p. 32.

40 • 부패 방지의 국제적 논의와 무역비용 개선의 경제적 효과

OECD는 정부 조달에 있어 부패를 막고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조달에
관한 OECD 권고문(OECD Recommendation on Public Procurement)52)
을 통해 모든 공무원에게 청렴 기준을 적용하고(청렴성 확보), 적시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투명성 확보), 이해관계자(stakeholder)의 참여를 촉진할 것
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잠재 경쟁자의 정부 조달로의 접
근을 촉진할 것을 장려하고(접근성 확보), 디지털 기술을 사용한 전자 정부 조
달(E-procurement) 혁신을 지지하고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감시 감독 메커니
즘 적용을 장려하고 있다.53)
그 밖에 OECD는 G20 반부패작업반의 요청에 따라 부패와 경제성장의 관
련성 등을 연구하고,54) G20 내부신고자 보호 프레임워크에 관련한 우수사례
및 입법화에서 있어 지침이 되는 원칙 마련에 도움을 주며,55) 정부, 기업, 민간
사회 대표의 고위급 반부패 컨퍼런스를 G20과 공동주관하는 등 최근의 반부패
관련 논의를 이끌고 있다.56)

52) 정부조달에 관한 OECD 권고문, http://www.oecd.org/gov/ethics/OECD-Recommendation
-on-Public-Procurement.pdf(검색일: 2017. 6. 14).
53) 정부조달에 관한 OECD 보고서, pp. 10-24 주요 내용 정리, http://www.oecd.org/gov/ethics/
Corruption-in-Public-Procurement-Brochure.pdf(검색일: 2017. 6. 14).
54) OECD-G20 부패와 경제성장에 관한 이슈 페이퍼(issues paper on corruption and economic gr
owth), https://www.oecd.org/g20/topics/anti-corruption/issues-paper-on-corruption-a
nd-economic-growth.htm(검색일: 2017. 6. 8).
55) OECD-G20 내부신고자 보호 프레임워크와 우수사례 개요 및 입법화 가이드 원칙에 관한 연구(Study
on Whistleblower Protection Frameworks, Compendium of Best Practices and Guiding
Principles for Legislation), https://www.oecd.org/g20/topics/anti-corruption/48972967.
pdf(검색일: 2017. 6. 8).
56) OECD와 G20의 반부패 관련 공동노력, https://www.oecd.org/g20/topics/anti-corruption/
(검색일: 2017.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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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UN
UN(United Nations)은 1945년에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이지만 평화유지 활동, 군비축소 활동뿐 아니라 이밖에도 경제 및 사
회개발, 환경보호, 인권, 인도적 원조와 난민지원, 탈식민지화, 국제법의 법전
화와 점진적 발전 등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57) 2017년
3월 현재 UN회원국은 193개국으로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가 UN에 가입되
어 있다.58)
UN은 1976년 UN 총회에서 초국가적 뇌물 공여 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한
다자간 결의를 통과시켰으나 금품 제공 관행을 비난하는 이상의 조치는 취하지
못하였다.59) 이후 ｢UN 다국적기업행동준칙(UN Code of Conduct for
transnational Corporations)｣을 발표하여 기업들의 뇌물 공여를 자제하고
금품 제공에 대한 기록 보존(record keeping)을 제안하였으나 구속력이 있지
않았다.60)
2000년 UN 총회에서 부패 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국제협약 제정을 위해 마
약통제 및 범죄예방국(ODCCP: United Nations Office for Drug Control an
d Crime Prevention)61) 산하 특별위원회 설치가 결의되었고 2002년 1월 21
일~2003년 10월 1일까지 7차에 걸친 특별회의를 통해 최종 합의안이 도출되
어 2003년 제58차 UN총회에서 ｢UN 반부패협약(UNCAC: 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62) 안이 공식 채택되었다.63) 2003년 12월 9일64) 멕
57) 김대순(2016), pp. 1307~1309.
58) UN 회원국 관련 홈페이지, http://www.un.org/en/sections/member-states/growth-united
-nations-membership-1945-present/index.html(검색일: 2017. 3. 24).
김흥주(2013), p. 198.
Ibid.
현 UN마약범죄국(UNODC: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의 전신임.
UN 반부패협약 전문, http://www.unodc.org/pdf/crime/convention_corruption/signing/
Convention-e.pdf(검색일: 2017. 3. 24).
63)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UN 부패방지협약,’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
59)
60)
61)
62)

and=searchDetailPrint&confId=2&conConfId=2&conTabId=0&currPageNo=1&boar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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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코 메리다에서 세계 140개국의 대표자가 ｢UN 반부패협약｣에 서명하였
다.65) ｢UN 반부패협약｣은 30번째 비준서 기탁일로부터 90일 후 협약안이 발
효되도록 규정하여66) 2005년 12월 14일 부터 발효하였으며 2017년 8월 현
재 당사국은 우리나라를 포함67)하여 182개국이다.68)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과 제3세계를 아우르는 세계 차원의 반부패 국제
협약인 ｢UN 반부패협약｣은 각국 정부가 반부패 정책을 수립할 때 국제기준이
되는 국제규범으로서 예방조치, 위법화와 법 집행, 국제협력, 자산회복, 기술지
원 및 정보교환, 이행체계, 최종조항 등 총 8장 71조로 이루어져 있다. 부패 예
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2장에서는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각 체약국이 반부
패 정책을 충실히 실시할 것(제5조), 체약국이 독립적인 부패방지기구를 설립할
것(제6조)을 명시하고 있다. 그 밖에 공공부문의 부패 예방조치(제7조-제11조),
민간부문의 부패 예방(제12조), 사회의 참여(제13조) 등을 포함하고 있다.
｢UN 반부패협약｣ 제3장에서는 새로운 부패가 나타날 수 있고 부패를 정의
할 경우 부패의 범위를 좁힐 수 있는바, 부패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지 않고 제
15조부터 제27조에 걸쳐 부패로 간주되어야 하는 특정 행위에 대해 위법화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UN 반부패협약｣은 자국 공무원에게 뇌

um=1053&conSearchCol=BOARD_TITLE&conSearchSort=A.BOARD_REG_DATE+DES
C%2C+BOARD_NUM+DESC&boardNum=1053(검색일: 2017. 3. 24).
64) 이에 따라 매년 12월 9일을 ‘국제 반부패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음.
｢박근혜 탄핵 가결, 오늘은 UN이 제정한 ‘국제 반부패의 날’｣(2016. 12. 9), http://news20.busan.
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1209000208(검색일: 2017. 3. 27).
65) 김흥주(2013), p. 199.
66) ｢UN 반부패협약｣ 제68조 (1).
67) 우리나라는 ｢UN 반부패협약｣과 그 밖의 관련 국제협약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례
와 부패재산의 환수 등을 규정함으로써 부패범죄를 효율적으로 방지ㆍ척결하고 청렴한 국제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2008년 3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함.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정 이유, http://www.law.
go.kr/lsInfoP.do?lsiSeq=86604&ancYd=20080328&ancNo=08993&efYd=20080426&nwJ
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검색일: 2017. 4. 14).
68) UN 반부패협약 당사국 관련 UNODC 홈페이지,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Signature and Ratification Status as of 12 December 2016,” https://www.unodc.org/unodc/
en/treaties/CAC/signatories.html(검색일: 2017.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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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약속, 제의 또는 제공하는 행위 및 공무원이 뇌물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행위를 위법화하기 위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할 것을 규정하고,69) 외
국 공무원과 공적 국제기구 직원에게 뇌물을 약속, 제의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위법화하기 위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해야 하며, 외국 공무원 또는 공
적 국제기구 직원이 뇌물을 요구 및 수수한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화를 위한 입
법 및 조치 채택을 검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70) ｢UN 반부패협약｣은 뇌물 공
급 측면과 수요 측면 모두에서 공적 부패를 규정하고 있으나 외국 공무원과 공
적 국제기구 직원에 대해서는 관할권이 없는바 뇌물 요구 및 수수 행위에 대한
위법화를 위한 입법 및 조치 채택을 검토할 것만을 요구하고 있다. 뇌물뿐 아니
라 공무원의 자산 횡령, 배임, 재산 유용을 위법화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71)
사전수뢰(trading in influence),72) 직권 남용(abuse of functions),73) 부정
축재(illicit enrichment)74)75)에 대해 위법화를 위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할 것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당한 범위의 공적 부패 관련 범죄를
열거하였으나 모두 위법화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일부에 대해서는
위법화를 위한 입법이나 조치를 채택하는 것을 강제하지 않고 당사국이 검토
(Each State Party shall consider)할 것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UN 반부
패협약｣은 공공분야에만 한정하지 않고 민간부분에 있어서도 민간단체의 관리
자나 근무자에게 뇌물을 약속, 제의 또는 제공하는 행위 및 민간단체의 관리자
나 근무자가 뇌물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행위76)와 재산횡령77)에 대해서도 범
죄로 규정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
69)
70)
71)
72)
73)
74)

｢UN 반부패협약｣ 제15조.
｢UN 반부패협약｣ 제16조.
｢UN 반부패협약｣ 제17조.
｢UN 반부패협약｣ 제18조.
｢UN 반부패협약｣ 제19조.
부정축재(illicit enrichment)란 공무원이 자신의 합법적 수입을 고려했을 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저한 자산 증식을 고의로 행한 경우를 말함. ｢UN 반부패협약｣ 제20조.
75) ｢UN 반부패협약｣ 제20조.
76) ｢UN 반부패협약｣ 제21조
77) ｢UN 반부패협약｣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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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범죄수익에 대한 자금세탁 행위를 위법화할 것을 규정하고,78) 범죄에 참
가하지 않은 자가 범죄의 결과임을 알면서도 재산을 은닉하거나 보유하는 사후
은닉 행위에 대해서도 범죄로 규정하기 위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 채택을 검토
하도록 규정하였다.79) 또한 사법방해 행위 및 공범, 방조 또는 교사 등 범죄 참
가에 대해서도 위법화할 것을 규정하고, 범죄 미수에 대해서는 범죄로 규정하
기 위해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80) 비록
일부 규정에 대해서는 당사국이 범죄로서 규정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 및 그 밖
의 조치를 채택하도록 규정하지는 못하였으나, 부패와 관련한 상세한 목록을
제공하고 부패의 범위를 사적 영역으로까지 확장하였으며 공급 측면뿐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도 접근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표 2-4. ｢UN 반부패협약｣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 협약의 목적, 용어 정의, 적용 범위, 주권보호

(§1-§4)
- 부패 방지정책 개발 및 부패 방지 관행 확립 노력
- 독립적인 부패방지기구 설립
- 공공부문 부패 방지 노력 촉구
(공무원 채용, 고용, 유지, 승진 퇴직에 있어 객관적 기준, 충분하고 공평한 보
제2장

수등급, 공직 선거 후보 및 정당 제공 자금의 투명성 제고)

예방조치

-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 및 공직자 재산 공개

(§5-§14)

- 정부 조달 및 공공재정 관리의 투명성 제고
- 사법부와 소추기관의 독립성 및 청렴성 강화
- 시민사회 및 비정부기구 등의 참여 장려 및 국민인식 제고, 신고 시 부패방지
기구 이용 가능토록 함
-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국내 규제 감독체제 제도화

78) ｢UN 반부패협약｣ 제23조.
79) ｢UN 반부패협약｣ 제24조.
80) ｢UN 반부패협약｣ 제25조 및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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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계속
구분

주요 내용
- 자국 공무원의 뇌물수수 위법화
-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수수 위법화, 외국 공무원의 뇌물 요구/수수 행위 범죄화
입법 검토
- 공무원의 자산 횡령, 배임, 재산 유용 위법화

제3장
위법화 및
법집행
(§15-§42)

- 사전수뢰, 직권 남용, 부정축재 범죄화 입법 검토
- 민간부문에 대한 뇌물수수, 민간부문의 재산횡령에 대한 위법화 입법 검토
- 범죄수익에 대한 자금세탁 행위 위법화(은닉 행위 위법화 입법 검토), 사법방
해 행위 위법화
- 각국 법원칙에 따른 법인의 책임(형사/민사/행정)
- 참가(공범, 방조 또는 교사) 위법화, 미수 입법화 가능
- 공소시효, 소추재판과 제재, 압수와 몰수
- 증인ㆍ감정인과 피해자의 보호/신고자 보호
- 손해배상, 기관과의 협력, 관할권 등

제4장
국제 협력
(§43-§50)
제5장
자산회복
(§51-§59)
제6장
기술지원과
정보지원
(§60-§62)
제7장
이행체제
(§63-§64)
제8장
최종조항
(§64-§71)

- 형사사건에서의 국제협력/민사 행정사건 절차에서 상호지원 검토
- 범죄자 인도, 사법공조, 법 집행 협력, 합동수사 등
- 자산 환수는 기본 원칙으로 당사국은 협력과 지원을 상호 제공
- 범죄 수익의 이전 방지와 탐지, 금융정보기관 설립 검토
- 몰수를 위한 국제협력
- 자산의 반환과 처분
- 부패 방지 척결 담당 직원을 위한 훈련프로그램 마련
- 부패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교환과 분석
- 개도국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차원의 협력 제고
- 협약당사국총회 설치
- 사무국
- 협약의 이행
(의무 이행 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더 엄격한 조치 채택 가능)
- 분쟁 해결
- 서명ㆍ비준ㆍ수락ㆍ승인 및 가입, 발효, 개정, 폐기

자료: ｢UN 반부패협약｣ 내용을 토대로 저자 정리.

46 • 부패 방지의 국제적 논의와 무역비용 개선의 경제적 효과

｢UN 반부패협약｣ 제4장에서는 범죄인의 인도, 사법공조, 법 집행 협력, 합
동수사 등 부패 행위의 적발 및 처벌과 관련한 국제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제
6장에서는 기술지원 등 부패 예방을 위한 국제공조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UN 반부패협약｣ 제7장은 이행 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63조 제7
항에서는 협약의 효과적 이행을 지원하는 적절한 체제나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무국인 UN 마약범죄국(UNODC)은 운영규칙
(TOR: Terms of Reference)81)을 마련하였다. 운영규칙 서문에서는 주권보
호 및 국내문제 불간섭의 원칙에 기초하여 각 당사국이 UN 반부패협약의 이행
의무를 가짐을 명시하였으며, 운영에 있어 이행 메커니즘이 투명하고 효율적이
며, 비간섭적이고 공정하며, 서열화하지 않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82)
협약당사국총회에서 점검 주기와 각 주기별 참여국 수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행점검 제1주기(2010~15년)에는 협약 제3장(위법화 및 법 집행), 제4장(국
제협력)에 대한 점검을, 제2주기(2016~20년)에는 협약 제2장(예방 조치)과 제
5장(자산회복)에 대한 이행 현황을 점검한다.83) 협약 당사국들은 동료평가
(peer review)를 통해 협약 이행을 상호 점검하게 되는데 운영규칙에 따르면
각 주기별 참여 당사국은 제비뽑기(drawing of lots)와 지역적 배분을 고려하
여 선정하게 된다.84) 수검국으로 선정되면 사무국에서 개발한 체크리스트에
따른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2개 피수검국의 점검을 받으며 그중 1국은 동일 지
리적 지역에 속한 국가 가운데 가능한 법적 시스템이 수검국과 유사한 국가로
한다.85)

81) UN 반부패협약 이행 점검을 위한 운영규칙, https://www.unodc.org/documents/treaties/UN

82)
83)
84)
85)

CAC/Publications/ReviewMechanism-BasicDocuments/Mechanism_for_the_Review_of
_Implementation_-_Basic_Documents_-_E.pdf(검색일: 2017. 4. 24).
UNODC(2011), pp. 4-5.
국민권익위원회(2015), p. 30.
UNODC(2011), p. 7.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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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조하
에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이행점검에 대응하고
있으며, 협약당사국총회 및 이행점검그룹회의, 부패예방실무그룹회의에 참여
하고 있다.86) 2016년 6월 개최된 제7차 UN 반부패 협약 이행점검그룹회의에
서 협약 이행점검 2주기(2016~11년) 점검국 추첨이 실시되었는데 우리나라
는 2017년 베트남과 함께 솔로몬제도를, 2018년에는 키리바시와 함께 쿠웨이
트를 점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우리나라에 대한 점검은 2019년에 이루
어질 예정이다.87)
UN은 2015년 제70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2030년까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세계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담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반부패’를 포함시켰고, 앞으로도 공정하고 공평한 사
회의 기반인 법치주의의 엄수와 확산을 목표로 노력할 것이다.88)

다. G20
G20은 IMF 회원국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19개국과 EU 의장국89)이 모
인 최상위 협의체(premier forum)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워싱턴에서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총 11차례 개최되었다.90) G20 정상회의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ㆍ예방을 위한 재정, 통화 등
거시경제정책 공조 및 국제금융체제 개혁에 중점을 뒀지만, 2014년 이후에는

86) 국민권익위원회(2017), pp. 38~39.
87) 국민권익위원회(2017), p. 39.
88) 2016~30년 유엔의 새로운 개발목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관한 동향 소개, https://www.kic.
re.kr/news/trend/Read.jsp?paramNttID=8240&paramPage=1(검색일: 2017. 3. 28).
89) G20: G7(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 신흥시장 12개국(한국, 아르헨티나, 오
스트레일리아,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유럽연합 의장국.
90) ｢文대통령 참가 G20 정상회의는?…경제협력 최상위 협의체｣(2017. 7. 7), http://news1.kr/articles
/?3041794(검색일: 2017.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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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혁과 기후변화, 무역, 반부패 등 광범위한 글로벌 경제이슈에 대한 협의
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G20은 부패에 특별한 관심을 쏟아 2010년에 G20 반부패 작업반(ACWG:
G20 Anti-Corruption Working Group)이 설립되었고,91) G20 반부패 작
업반은 OECD에 부패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를 요청92)하
는 등 국제사회의 반부패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G20 반부패 작업반은 2개년의 행동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고 있으며 가장 최
근의 ｢G20 반부패행동계획 2017-2018(G20 Anti-Corruption Action
Plan 2017-2018)｣93)에서는 UN 반부패협약 비준 및 이행 촉구와 함께 아래
와 같은 분야에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특히 반부패에 대한 국제 협력에 있
어서 사법공조 노력과 부정소득에 대한 자산 환수, 자금세탁 척결 노력, 부패
공무원의 입국 및 피난처 제공 금지 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표 2-5. G20 반부패행동계획(2017~18)
분야

내용
- 글로벌화 된 세계에서 부패의 방지, 조사, 기소 및 재산 환수에 있어 국제협
력이 중요한바 반부패법의 적극적인 이행을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증진하고
법 이행과 다른 관련 기관 사이의 대내외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함.

실질적인 협력

- 부패 공무원의 입국 및 피난처 제공 금지 노력.
- UN 반부패협약에 따른 부정소득에 대한 자산 환수 노력 지지.
- 자금세탁 척결을 위한 노력 강화 및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와 공조.

91) G20 반부패 관련 홈페이지, https://www.oecd.org/g20/topics/anti-corruption/(검색일:
2017. 4. 4).
92) OECD-G20 부패와 경제성장에 관한 이슈 페이퍼, https://www.oecd.org/g20/topics/anticorruption/issues-paper-on-corruption-and-economic-growth.htm(검색일: 2017. 6. 8).
93) G20 반부패행동계획 2017-2018, http://www.mofa.go.jp/files/000185882.pdf(검색일: 2017.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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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계속
분야

내용
- 수익소유권(Beneficial Ownership)에 대한 투명성은 부패 및 불법적인 금
융을 방지하는 데 매우 중요함.

수익소유권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권고 및 G20 수익소유권 투명성에 대한 고위급 원
칙을 이행.
- 수익소유권 기준과 우수 사례 이행을 장려.
- 수익소유권 정보를 활용한 부패 및 자금세탁 방지 촉진.

민간분야 통합 및
투명성

- 민간 분야의 반부패 이니셔티브를 지지하기 위한 수단 발굴.
- 정부, 반부패 권한 당국, 규제자, 법 집행, 금융 정보 유닛(Financial intelligence
units), 기업 및 시민사회 간의 파트너십 강화 장려.
- 국내외 공무원에 대한 뇌물을 위법화하고 법을 집행하며, 부패 범죄에 대한

뇌물

법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 솔선수범함.
- OECD 뇌물방지협약 논의 참여.
- 정부 지출은 부패에 취약할 수 있음.
- 공공 계약, 예산, 관세 등을 포함한 공공분야의 투명성 증진 노력(시민 참여,

공공분야 통합 및
투명성

반부패 권한 당국의 강화, 정부민간 파트너십과 개방 정보(open data)의 사
용 등).
- 공무원의 이익충돌 방지 및 해결을 포함하여 통합의 문화를 증진하고 기관의
책임을 증진함.
- 부패 신고자 보호 규정 제정 및 이행 관련 진전을 검토함.

취약 분야

국제기구

능력 배양

- 일부 분야는 특히 부패에 취약한바 부패 고위험 분야를 식별하고 우수사례를
찾아 효과적인 거버넌스 및 평가 매커니즘을 증진하는 등의 노력.
- G20 국가는 국제기구가 부패 방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지지하며 높은 수
준의 통합을 장려함.
- 능력 배양(capacity building)을 지지하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기술지원을
지지함.

자료: G20 반부패행동계획(2017~18)을 참고하여 저자 정리.

G20은 이러한 행동계획 마련을 통해 UN 반부패협약과 OECD 뇌물방지협
약 내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행을 촉구하며 이행 현황 제출, 국가별 경험과 우
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다양한 반부패 정책이 국제사회로 확산되도록 하는 역
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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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G20 정상들은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부패를 관용하지 않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기업들의 윤리 및 반부패에 관한 글로벌 기준 준수에 도움을 줄
‘민간부문 청렴성 및 투명성에 관한 G20 고위급 원칙’을 승인하고 공적 영역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G20 반부패 정보공개 원칙’ 및 ‘공공조달에
관한 G20 원칙’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하였다.94)
2017년에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도 반부패는 우선과제로 선정되었으
며,95) 공동성명에서 반부패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국제협력 및 기술 지원을 포
함하여 반부패를 위해 노력하며 반부패 행동계획 2017-2018의 완전한 이행
을 지속할 것임을 선언하였다.96) 또한 2017년 G20 정상회의에서도 공공 및
민간부문의 청렴성 증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차원의 4개 고위급 원칙을 마련하
였다. 법인의 책임에 관한 G20 고위급 원칙(G20 High-Level Principles on
the Liability of Legal Persons for Corruption)97)을 통해 개인 범법자뿐
아니라 부패로 이익을 얻은 기업도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고, 야생동식물 및
관련 상품의 불법거래 관련 부패 척결을 위한 G20 고위급 원칙(G20 High
Level Principles on Combatting Corruption Related to Illegal Trade
in Wildlife and Wildlife Products)98)을 마련하여 야생동식물 밀매에서의
부패 대응을 강화하고, 세관 부패 척결을 위한 G20 고위급 원칙(G20 High
94) G20, 2015년 G20 정상선언문에 관한 외교부 홈페이지, para.16, http://www.mofa.go.kr/news
/focus/index.jsp?mofat=001&menu=m_20_50&sp=/webmodule/htsboard/template/rea
d/korboardread.jsp%3FtypeID=6%26boardid=9795%26tableName=TYPE_DATABOAR
D%26seqno=357099(검색일: 2017. 3. 28).
95) G20, PRIORITIES OF THE 2017 G20 SUMMIT, p. 13, https://www.g20.org/Content/DE/_
Anlagen/G7_G20/2016-g20-praesidentschaftspapier-en.pdf?__blob=publicationFile&v
=1(검색일: 2017. 8. 7).
96) G20 Leaders’ Declaration, p. 15, https://www.g20.org/gipfeldokumente/G20-leadersdeclaration.pdf(검색일: 2017. 8. 7).
97) G20 High-Level Principles on the Liability of Legal Persons for Corruption, https://www.
g20.org/Content/DE/_Anlagen/G7_G20/2017-g20-acwg-liberty-legal-persons-en.html
(검색일: 2017. 8. 7).
98) G20 High Level Principles on Combatting Corruption Related to Illegal Trade in Wildlife
and Wildlife Products, https://www.g20.org/Content/DE/_Anlagen/G7_G20/2017-g20acwg-wildlife-en.html(검색일: 2017.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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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Principles on Countering Corruption in Customs)99)을 마련하여
세관 분야 부패 근절을 도모하고 공공행정이 부패에 더욱 강력히 맞설 수 있도
록 부패 해결을 위한 조직에 대한 고위급 원칙(G20 High-Level Principles
on Organizing Against Corruption)100)을 마련하였다. 2017년 G20 정상
회의 공동성명에서는 이에 추가하여 스포츠 부문의 청렴성 증진 및 부패 대응
강화를 촉구하고 천연자원 분야를 포함한 계약상 부패 척결을 언급하는 등 부
패 위험이 높은 세부 분야에 대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라. 지역기구
1) APEC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은 미국, 중국, 일본 등 아
태지역 21개국101)이 아태지역의 지속적 경제성장과 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결
성한 경제협력체로 회원국의 자발적 의사에 기초한 협력을 추구하며 전체 회원
국의 합의사항은 비구속적인 특징을 지닌다.102)

99) G20 High Level Principles on Countering Corruption in Customs, https://www.g20.org/Cont
ent/DE/_Anlagen/G7_G20/2017-g20-corruption-in-customs-en.html(검색일: 2017. 8. 7).
100) G20 High-Level Principles on Organizing Against Corruption, https://www.g20.org/Co
ntent/DE/_Anlagen/G7_G20/2017-g20-acwg-anti-corruption.html(검색일: 2017. 8. 7).
101) 회원국은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ASEAN 6개국(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중국, 홍콩, 대만,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칠레, 러시아, 베트남, 페루.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 2. 23), p. 4, http://mosf.go.kr/nw/nes/detailNesDtaView.do?s
earchBbsId=MOSFBBS_000000000028&menuNo=4010100&searchNttId=MOSF_00000
0000008160(검색일: 2017. 5. 23).
102) 위의 자료,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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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APEC의 반부패 관련 주요 활동
시기
2004년

반부패 관련 주요 활동
부패 퇴치 및 투명성 증진을 위한 산티아고 공약(Santiago Commitment To Fight
Corruption And Ensure Transparency) 승인
APEC 공무원행동원칙(Code of Conduct Principles for Public Officials), APEC 기

2007년

업윤리강령(Code of Conduct for Business), 공적 및 민간분야를 위한 보충적 반부패
원칙(Code of Complementary Anti-Corruption Principles for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마련
‘싱가포르 선언’과 ‘APEC 거버넌스와 반부패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승인

2009년

- 모든 분야에 있어 거버넌스와 반부패 문화를 육성
- 투명성과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 프로세스, 기준을 이행할 것을 권고

2010년
2014년

요코하마 비전- 보고르를 넘어서(The Yokohama Vision – Bogor and Beyond)에서
부패와 투명성 증진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을 재차 약속
베이징 반부패 선언(Beijing Declaration on Fighting Corruption) 채택

자료: APEC 반부패 관련 홈페이지, https://www.apec.org/Groups/SOM-Steering-Committee-on-Economic-and
-Technical-Cooperation/Working-Groups/Anti-Corruption-and-Transparency(검색일: 2017. 3. 4) 내용을 토
대로 저자 정리.

APEC은 2000년대 초부터 반부패 이슈에 관심을 보여, 2003년 방콕 APEC 정
상회담에서 부패가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논의된 바 있다.103) 2004
년 정상들은 부패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모범 거버넌스(Good Governance)
에 심각한 위협이며 무역과 투자를 저해한다고 보고 ‘부패 퇴치 및 투명성 증진
을 위한 산티아고 공약’을 승인하고 APEC 반부패 이니셔티브를 포함한 ‘부패
척결 및 투명성 증진을 위한 APEC 행동계획(APEC Course of Action on
Fighting Corruption and Ensuring Transparency)’을 승인하였다.104)
‘산티아고 공약’에서 APEC 정상들은 △ 공적 부패 범죄의 공무원과 개인에게
피난처를 제공하지 말 것 △ 자산 환수 및 범죄인 인도 사법공조를 증진할 것 △
처벌적/예방적 반부패 정책을 이행하고 △ 정보교환 등을 통한 개별 및 공동의
103) APEC 반부패 관련 홈페이지, https://www.apec.org/Groups/SOM-Steering-Committee-on
-Economic-and-Technical-Cooperation/Working-Groups/Anti-Corruption-and-Trans
parency(검색일: 2017. 3. 4).
104) APEC 제12차 APEC 정상회의(2004) 정상선언 관련 홈페이지, https://www.apec.org/Meeting
-Papers/Leaders-Declarations/2004/2004_aelm(검색일: 2017.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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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노력을 증진하고 △ 반부패 관련 능력 배양(capacity building) △
APEC 투명성 기준 이행 등에 동의하였다.105) ‘부패척결 및 투명성 증진을 위
한 APEC 행동계획’에서는 △ UN 반부패 협약의 비준 또는 가입 및 이행을 위
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 부패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해 효
과적인 조치를 강화하고 △ 공적 부패 범죄의 공무원과 개인에게 피난처를 제
공하지 말며 △ 공적 부패 및 민간 분야 부패를 척결하고 △공사 파트너십을 구
축하고 △ APEC 회원국간 아태지역의 부패 방지 및 투명성 증진을 위해
OECD, UN, OAS, ADB 등과 함께 협력해나갈 것에 동의하였다.106)
이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APEC에서는 반부패 및 투명성(ACT:
Anti-Corruption and Transparency) 태스크포스팀을 구축하게 되었고
2007년 부패 방지를 위한 APEC 공무원행동원칙, APEC 기업윤리강령을 비롯
한 여러 원칙들을 마련하였다.107) 이후 2011년 반부패 및 투명성 태스크포스
팀이 작업반(Working Group)으로 격상되었다.108) 2014년 정상회의에서
APEC 정상들은 ｢베이징 반부패 선언(Beijing Declaration on Fighting
Corruption)｣을 지지하였고 ‘뇌물 예방과 반뇌물법의 집행에 관한 APEC 원
칙’과 ‘APEC 기업 준법감시 프로그램에 관한 일반요소(General Elements)
이니셔티브’를 환영하며 부패에 맞서 함께 노력하고, 부패 관료 및 불법 자산의
도피처(safe haven)가 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109) 또한 2014년 정상선언
문에서는 APEC 반부패 투명성 네트워크(ACT-NET) 등 반부패 메커니즘과 플
랫폼을 통해 부패 관료의 본국 송환 또는 범죄인 인도에 협력 및 공조를 강화할

105) APEC 산티아고 공약(Santiago Commitment to Fight Corruption and Ensure Transparency)
2004/AMM/032rev1, p. 1.
106) APEC 부패 척결 및 투명성 증진을 위한 APEC 행동계획(APEC Course of Action on Fighting
Corruption and Ensuring Transparency), 2004/AMM/033rev2, pp. 1-3.
107) APEC 반부패 관련 홈페이지, https://www.apec.org/Groups/SOM-Steering-Committee-o
n-Economic-and-Technical-Cooperation/Working-Groups/Anti-Corruption-and-Tra
nsparency(검색일: 2017. 3. 4).
108) Ibid.
109) APEC 제22차 APEC 정상회의(2014) 정상선언문, para.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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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권고하였다.110) 베이징 반부패 선언 및 APEC 반부패 투명성 네트워크
(ACT-NET) 구축 등을 통해 부패 사범 및 부정 자금의 도피를 막는 등 국제적
반부패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글상자 2-2. 베이징 로드맵과 중국의 반부패 운동
베이징 로드맵을 비롯한 부패 관련 국제적 공조 움직임은 중국의 능동적인 참여 아래 진행되고
있다. 최근 중국은 부패의 심각성을 깨닫고 2012년 중국의 전 국가 주석인 후진타오(胡锦涛)가
퇴임사에서 “부패를 척결하지 않으면 국가가 망하고, 당이 망한다(亡国亡党)”고 언급한 바 있으
며 2012년 시진핑 주석이 취임하면서 반부패 운동을 더욱 활발히 전개해 나가고 있다. 2012년
12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공직자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중앙 8항규정(中央八项规定)111)’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공직자 부패를 단속하고 있다. 공산당 감찰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현 서
기: 자오러지)가 8항 규정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위반에 따른 처벌을 담당하고 있다.
중국은 하급 관리(蚊蝇, 파리)에서 고위 공직자(老虎, 호랑이)를 막론하고 해외 도피 사범(狐狸,
여우)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인 부패 척결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그동안 거액의 재산을 반출한 부
패 관료와 기업인을 체포하기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혐의자들이 미국처럼 중국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서방국가로 잠적하면서 추적 체포 및 재산 환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112)
이에 중국은 국제협력의 일환으로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중심으로 여러 부문이 참여하는 해외 도피
및 재산추적망(海外追逃追贓網)을 만들고 해외 재산 추적을 위한 국제협력국(國際合作局)을 신설
하였다.113) 또한 부패 도피범을 쫒고 그 재산을 회수하기 위해 APEC회의에서 반부패 선언 등
을 통과시킨 데 이어, G20 정상회의에서도 베이징 사범대학에 G20 반부패연구소를 설치114)하
고 서로 협력하기로 하는 등 반부패 관련 국제협력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110) Ibid.
111) 중앙 8항은 (1) 인민의 실정을 알고 문제 해결을 위해 인민을 자주 접촉하되 형식주의를 피하고 수행
원과 수행차량을 최소화하며, 플랜카드, 화환, 연회를 개최하지 말 것 (2) 중앙의 명의를 사용하는 각
종 회의 및 행사를 지양하고 중앙의 비준을 받지 않은 행사에는 참석하지 말 것 (3) 실질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은 불필요한 문건 남발 금지 (4) 불필요한 공항 영접 금지 (5) 도로 교통관제를 최소화하
고 회의 장소를 봉쇄하지 말 것 (6) 정치국원 회의, 활동사항 보도를 최소화할 것 (7) 중앙의 통일적
발표문 이외 개인적 메시지 발표 엄격 규제 (8) 근검절약 정신으로 규정 외 숙박, 차량사용 금지의 내
용으로 실질적인 공직자 윤리강령으로 작동하고 있다. 중앙 8항규정 관련 홈페이지, http://www.s
eac.gov.cn/art/2015/1/13/art_8273_222388.html(검색일:2017. 6. 16).
112) 「중국, 국제사회의 잇단 ‘반부패 협력선언’에 고무」(2014. 11. 17), http://www.yonhapnews.
co.kr/bulletin/2014/11/17/0200000000AKR20141117060600083.HTML?input=1195m
(검색일: 2017. 6. 15).
113) 양갑용(2015), p. 35.
114) 「‘G20 반부패연구소’ 베이징사범대에 설립」(2016. 11. 25), http://www.ajunews.com/view/
20161124141858457(검색일: 2017.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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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2017년 2월에 제24차 APEC 반부패 투명성 전문가 작업반 회의
가 베트남에서 열려 우리나라를 포함한 11개 회원국이 UN 반부패협약 이행
및 반부패 활동 관련 보고를 하였다.115) 우리나라는 부패 방지 권익위법, 청탁
금지법 제정 및 시행과 개도국 대상 기술지원 현황 등을 발표하였다.116)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중장기 전략 계획(ACT Multi Year Strategic Plan
2013-2020)과 관련하여 회원국들이 계획안을 회람한 뒤 8월 반부패투명성
작업반 회의에서 계획안을 최종 승인키로 결정하였다.117)
APEC은 UN 반부패협약 이행을 위한 회원국의 자발적 노력과 협력을 촉구
하고 반부패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회원국의 우수사례
를 공유하면서 반부패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춰 반부패
정책 추진 성과 및 의지를 APEC을 통해 알리고 있으며 회원국간의 반부패 정
보 교류 및 기술 지원 등을 통해서 무역 증진 및 국가 청렴도 개선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

2) 미주기구
미주기구(OAS: Organization of the American States)는 미주 35개
국118)의 범미연맹으로 ① 민주주의 및 안보 강화 ② 지속 개발 프로그램 추진,

th

115) APEC 24 Anti-Corruption and Transparency Experts’ Working Group Meeting Draft
2017/SOM1/ACT/001, p. 2.
116) 기획조정실(2017), p. 1,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
&menuId=05051017&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65891&currPageNo=
2&confId=1000&conConfId=1000&conTabId=0&conSearchCol=BOARD_TITLE&conS
earchSort=A.BOARD_REG_DATE+DESC%2C+BOARD_NUM+DESC(검색일: 2017. 7. 5).
117) 위의 자료, p. 6.
118) 미주기구의 회원국: (북아메리카 2개국) 미국, 캐나다 + (중앙아메리카 8개국) 과테말라, 니카라과,
멕시코, 벨리즈,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 (카리브 지역 13개국) 그레나다, 바베
이도스, 바하마, 도미니카, 도미니카공화국,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
스, 아이티, 앤티가바부다(Antigua and Barbuda), 자메이카, 쿠바, 트리니다드토바고+ (남아메리
카 12개국) 가이아나(Guyana),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브라질, 수리남(Surinam), 아르헨티나,에
콰도르, 우루과이, 칠레,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외교부, 중남미지역기구 개황, http://terms.n
aver.com/entry.nhn?docId=1912803&cid=43164&categoryId=43164(검색일: 2017.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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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③ 빈곤 및 인신매매 퇴치, 사회 불균형 해소 등 역내 각종 사회 문
제 해소 ④ 역내 자유무역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119)
OAS는 국제거래에서의 부패에 대해 1996년 3월 OAS 반부패협약(IACAC:
Inter-America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of the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를 채택하였다.120) OAS 반부패협약은 부패를 방지하고
감지하며, 처벌하고 척결하기 위해 필요한 메커니즘의 발전을 증진하고 강화하
기 위해 수립되었으며121) 예방조치 마련을 촉구하고122) 뇌물의 수뢰와 공여
모두를 부패행위로 보고123) 이와 관련된 국내법 마련124) 및 국제거래에서의
뇌물 등에 대한 금지와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125)

3) EU
EU는 상당 부분 통합화가 진전된 지역기구와 국가의 중간 형태로 2011년 EU
반부패 패키지를 도입하는 등 부패 방지에 있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전에도 EU 자체적인 반부패 정책을 시행하였고 국제적 차원에서도 반부패 정
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으나 ① 회원국과 EU의 권한(competence) 문
제 ② EU 및 회원국 반부패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EU
자체적인 제도의 부재로 인해 효율적인 반부패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 또는 이
행되지 못하고 있었다.126)
그전까지 EU의 반부패 정책은 중부 및 동유럽 국가들의 EU 회원국 가입과
연계한 반부패 정책이 중심이었으나 2011년 EU 집행위(Commission)는 EU

119) 위의 자료.
120) ｢OAS 반부패협약｣ 관련 홈페이지, http://www.oas.org/en/sla/dil/inter_american_treaties
121)
122)
123)
124)
125)
126)

_B-58_against_Corruption.asp(검색일: 2017. 5. 20).
｢OAS 반부패협약｣ 제2조(목적) 제1항.
｢OAS 반부패협약｣ 제3조(예방조치).
｢OAS 반부패협약｣ 제6조(부패행위) 제1조 b.
｢OAS 반부패협약｣ 제7조(국내법).
｢OAS 반부패협약｣ 제8조(초국경적 뇌물).
윤성욱(2013), pp. 5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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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에 걸친 부패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반부패 패키지(Anti-Corruption
Package) 도입을 제안하였다.127) 2012년 3월에는 ‘동결 및 몰수에 대한 지침
(Directive on freezing and confiscation)’을 위한 제안서를 발간하면서,
2013년부터는 회원국들의 부패 척결 노력을 조사 및 평가하는 ‘EU 반부패 리
포트(EU Anti-Corruption Report)’를 도입하였다.128) 2014년에 EU 집행
위가 발표한 『EU 반부패 보고서』129)에 따르면 EU 경제는 매년 부패로 인해 약
1,200억 유로의 손실을 입고 있으며, 이는 EU 회원국 전체의 1년 예산과 비슷
하다.130) 특히 이 보고서는 독일의 공직 수행 후 민간 기업에 일자리를 잡는 소
위 ‘회전문 현상’, 영국의 정당 기부금과 선거 비용, 프랑스의 공공조달 분야에
서의 부패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131) 2년마다 향후 진전을 반부패 보고
서로 담기로 하였으나 회원국의 거센 반발로 인해 2017년 반부패 보고서는 공
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132)
국제투명성기구의 CPI 지수(2016년)를 참고하여 볼 때 EU에는 핀란드, 덴
마크, 스웨덴 등 청렴하다고 인식되는 국가도 있으나 그리스, 불가리아, 이탈리
아 등 비교적 부패인식지수가 낮은 국가도 있어 반부패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
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당 부분 통합을 이룬 것으로 판단되는 EU
마저도 EU 회원국의 주권과 EU 집행위 사이에 권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효
과적인 반부패 정책 마련 및 이행에 어려움이 노정되고 있다.

127) 윤성욱(2013), p. 54
128) 위의 자료.
129) EU ANTI-CORRUPTION REPORT 2014, https://ec.europa.eu/home-affairs/sites/hom
eaffairs/files/e-library/documents/policies/organized-crime-and-human-trafficking
/corruption/docs/acr_2014_en.pdf(검색일: 2017. 6. 2).
130) Ibid, p. 3.
131) 「숨 막히는 유럽 부패 “EU 28개국 모두 오명”… 첫 ‘반부패 보고서’ 실태」(2014. 2. 5),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8001875(검색일: 2017. 6. 3).
132) “EU commission drops anti corruption report”(2017. 2. 2), https://euobserver.com/inst
itutional/136775(검색일: 2017.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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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소결
국제기구는 저마다의 설립 목적하에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패 방지에 대한 접근 방식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OECD와
UN은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OECD 뇌물방지협약｣과 ｢UN 반부패협약｣
을 제정하였다. 두 협약을 비교하면 ｢OECD 뇌물방지협약｣의 경우 협약 당사
국이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한 주로 선진국 41개국인 데 반해, ｢UN 반부
패협약｣ 당사국은 선진국 및 개도국, 최빈개도국 등 181개국으로 광범위한 국
제사회에 통용될 수 있는 규범으로서 개발도상국의 부패 방지 및 척결을 위한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개도국과 다양한 차원에서 협력을 제고하고자 노력하는
것133)을 포함하는 등의 특색을 보인다. 또한 ｢OECD 뇌물방지협약｣은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으나 ｢UN 반부패협약｣
은 뇌물 및 횡령, 부정축재, 자금세탁, 권한남용 등 ‘부패 전반’을 다루며 공급
측면뿐 아니라 수요 측면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또한 ｢OECD 뇌물방지협약｣
은 외국 공무원에 대한 공적 부패 측면만을 다루었으나 ｢UN 반부패협약｣은 공
적 부패 및 민간 부패를 아우른다. 또한 ｢UN 반부패협약｣은 처벌적 조치와 함
께 예방적 조치도 규정하는 등 종합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다.

표 2-7. ｢OECD 뇌물방지협약｣과 ｢UN 반부패협약｣의 비교
OECD 뇌물방지협약

UN 반부패협약

당사국

선진국 41개국

선진국 및 개도국 181개국

대상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 공여

부패 전반

범위

공적 부패

공적 부패 및 민간 부패

예방조치

미포함

포함

자료: 상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133) ｢UN 반부패협약｣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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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은 반부패 작업반을 설치하고 OECD와 협력하여 여러 활동을 하고 있
으며 특히 2년마다 G20 반부패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최근 부패 이
슈가 대두되고 있는 세관, 야생동식물 밀매, 법인의 책임, 공공행정 등에 관해
고위급 원칙을 마련하고 정상회의에서 지속적으로 반부패 이슈를 다루는 등 이
슈 발굴과 이행 노력 촉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역기구에서도 부패 척결을 중요시하고 있어 APEC에서는 반부패 투명성
작업반을 마련하여 UN 반부패협약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
하고 있으며, 미주기구에서는 OAS 반부패협약을 마련하여 부패 척결 노력을
더하고 있다. 통합이 상당 부분 진전된 EU에서는 반부패 패키지를 도입하여
EU 반부패 리포트(EU Anti-Corruption Report)를 2014년 발표하는 등 부
패 방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 밖에 2010년 세계은행(World Bank),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아시아
개발은행(A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미주개발은행(IDB)을 비롯한 세
계 다자개발은행(MDBs)들은 한 개발은행이 특정 개인이나 기업을 사기와 부
패 행위로 조달계약에 부적격이라고 판단할 경우, 다른 개발은행도 이를 반영
하도록 하는 등134)의 일정 부분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가 차원의 부패 방지 및 척결과 국제공조를 강제하기
에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제사회의 부패 척결을 위해 무역협
정에서 보다 강제성 있는 부패 방지 규정 삽입 노력이 전개되었고 이에 대해서
는 다음에서 절을 달리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34) ｢매년 2조 달러의 ‘뇌물’, 경제를 좀 먹는다｣(2016. 8. 25), http://www.pressian.com/news/ar
ticle.html?no=140535(검색일: 2017.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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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역협정에서의 논의 현황
가. WTO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는 1947년에 국제무역
기구(ITO: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를 수립하려다 실패한 후 그
잠정적 대안으로 만들어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을 대체하는, 다자간 무역관계에 관한 국
제기구이다.135) 2017년 3월 현재 회원국은 164개국으로136) 주요 교역국을
포괄한다.
WTO 회원국들은 부패가 국가간의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위협한다고 보
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은 인식하여왔으나 부패 방지에
대한 통일된 규정을 만들지는 못하였다. 다만 제한적 범위에서나마 부패 청산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조달협정 및 무역원활화협정 등에 부패 방지와 관련된 내
용을 포함시키고 있다.
정부조달협정137)은 WTO 부속서 4에 포함된 복수국간 무역협정(PTA:
Plurilateral Trade Agreements) 중 하나이다. WTO 최종의정서 제1항은
“WTO협정, 각료선언과 각료결정, 그리고 금융서비스 약속에 관한 양해는 그들
교섭의 결과를 담고 있으며 이 의정서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WTO 협정 중 부속서 4의 복수국간 무역협정은 전체 WTO 회원국이 아니
라 복수국간 무역협정을 개별적으로 채택한 회원국만을 구속하고 이를 수락하지
135) ITO 설립 논의에서부터 GATT체제를 거쳐 WTO체제가 출범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
은 김대순(2006), pp. 7~11 참고.
136) WTO 회원국 관련 홈페이지, https://www.wto.org/english/thewto_e/whatis_e/tif_e/org6
_e.htm(검색일: 2017. 3. 24).
137) 정부조달협정은 동경 라운드에서 채택되어 1981년 1월 1일 발효하였고,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수정
되어 1996년 1월 1일 발효하였다. 2006년 현재 28개 회원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해서는
1997년 1월 1일 발효하였다. 한국국제경제법학회(2006),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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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 회원국에게는 권리도 의무도 창설하지 않는다.138) 정부조달협정은 한 차
례 개정된 바 있으며, 개정된 정부조달협정은 2014년 4월에 발효되었고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 정부조달협정 발효를 위한 수락서를 2015년 12월 15일
에 WTO에 기탁하여 2016년 1월 14일부터 개정 정부조달협정을 적용받고 있
다.139)
개정 정부조달협정에서는 부패 관행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정부 조달을 수행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 뇌물사건에 연루되는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공급자의 경우 조달계약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표 2-8. 부패 방지 관련 개정 정부조달협정 규정
정부 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의정서
[ 발효일 2016.1.14 ] [ 다자조약, 제2275호, 2016.1.12 ]
제4조 일반원칙
조달의 수행
4. 조달기관은 협정 적용 대상 조달을 다음과 같이 투명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수행한다.
다. 부패 관행을 방지하는 방식
제8조 참가 조건
4. 입증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 당사자(조달기관을 포함한다)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공급자를 배제할
수 있다.
라. 중대한 범죄 또는 다른 중대한 위법행위와 관련된 최종판결
마. 공급자의 상업적 무결성에 부정적으로 반영되는 업무상 부정행위나 작위 또는 부작위
자료: WTO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의정서.

138) 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제2조 제2항과 제3항. 이에 대해서 경제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비
중을 갖는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을 WTO 회원국들로 하여금 선택적으로 채택하게 한 것은 UR 협상
의 결함이라고 주장되기도 한다. 한국국제경제법학회(2006), p. 30.
139) 협정의 비준 절차는 2013년 말에 완료되었으나 정부가 국회 동의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됨에 따라 사법부 결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수락서 기탁
이 약 2년간 연기되었음. 「정부, 내년부터 해외 정부조달시장 진출 확대」(2015. 12. 15), http://w
ww.gwnews.org/news/articleView.html?idxno=67438(검색일: 2017.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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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WTO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는 규범은 아니지만 이는 부패가 자주 일어
난다고 알려진 정부조달 분야에서의 부패를 방지하는 데 일정 부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발효된 무역원활화협정(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에
서도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을 살펴볼 수 있다. 무역원활화협정은 2013년 12월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타결되었다, 2014년 11월 WTO 일반이사회에서
무역원활화협정을 WTO 협정에 편입하기 위한 의정서가 채택되었고, 동 의정
서를 수락하기 위한 국내절차를 진행하여 2017년 2월 22일 164개 WTO 회원
국 중 2/3에 해당하는 112개국이 수락하면서 발효되었다.140) 우리나라는
2015년 7월 30일 WTO 회원국 중 10번째로 의정서를 기탁하였다.141)
무역원활화협정은 통관규정의 투명성 강화, 통관절차의 간소화, 세관당국
간 정보교환, 대개도국 우대 등을 규정하여 통관의 신속화 및 무역비용 감소를
통한 국가간 교역 확대를 목표로 추진되었다.142) 비록 무역원활화협정에 직접
적으로 부패 방지에 대한 협정문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통관절차에 대한
법이나 규제가 모호할 경우 투명성이 낮고 부정부패가 있을 수 있는바, 법 규제
내용을 명확히 하여 서류의 간소화, 전자통관, 사전심사제도 운영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통관 및 상품의 통과 등에 있어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부패의 가
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40) 관세청 보도자료(2017. 2. 27), http://customs.go.kr/kcshome/cop/bbs/selectBoard.do?
nttId=3798&layoutMenuNo=294&bbsId=BBSMSTR_1018(검색일: 2017. 5. 6).
141) 위의 자료.
142) 위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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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부패 방지 관련 무역원활화협정 규정과 관련성
관련 법규

관련성
통관과 관련해 심사 과정에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이해당사자가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미리 심사를 받아

제3조 사전심사

그 의사를 확정해 둠으로써 실제 통관 및 통과 과정에서 처리
의 신속화 및 예측 가능성을 높여 관련 절차에서의 부패 관행
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됨.

제6조
수입 및 수출에 대하여 또는 이와

수수료 및 요금에 대한 투명성의 확대는 일부 개발도상국에서

관련하여 부과되는 수수료 및

이루어지는 통관과 관련된 부패 관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됨.

부과금에 관한 규율
제7조 상품의 반출 및 통관
2. 전자적 지급

수출입 관련 조세나 수수료, 부과금을 전자납부가 가능케 하여
신속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음. 전자지급은 기록 유지가
더 쉬워 관세 및 세금 납부 여부 확인이 더욱 용이하며 이와
관련된 부정부패도 줄일 수 있음.
통과화물에 대해 통관절차를 최소화하고 요금이나 수수료도

제11조 통과의 자유

징수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의무를 규정. 수출입업자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음.

자료: 관세청(2014), p. 76, pp. 102~103, p. 115, pp. 190~193 등 관련 내용을 저자 정리.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출범한 WTO 도하개발어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이 현재에도 진행 중이나, 미국의 정치적 리더십
부재와 일부 EU 회원국의 재정위기로 인한 시장개방 및 농업 보조금 감축 어려
움, 중국의 부상과 WTO 회원국 간의 대립 고조 등으로 인해 교착 상태에 머무
르고 있어143) WTO에서의 부패 방지에 대한 논의를 더욱 발전시키기는 어려
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다자 무역협상 타결의 지체로 인해 그 대안으로 자유
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 체결이 급증하였다. 다음에서
는 FTA에서의 부패 방지 관련 논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43) 김준동 외(2013),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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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FTA
다자협상에서는 포함시키기 어려웠던 이슈도 양자간 FTA에서는 양국간의
합의를 통해서 추가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환경, 노동, 경쟁 등을 비롯하여
투명성ㆍ반부패 이슈 등도 FTA 협정문에 포함되기 시작했다. 국제사회의 반부
패 논의를 선도하고 있는 미국은 정책적으로 FTA 협상 시 반부패 규정을 포함
시키도록 하고 있는데144) 그 내용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발전되어왔다. 2007
년에 타결된 한ㆍ미 FTA의 경우 투명성에 관한 장에서 하나의 조항(제21.6조)
만이 반부패에 관한 규정이었으나 2015년에 타결된 TPP의 경우 제26장 제목
이 투명성과 반부패로, 반부패가 상당히 강조되게 되었다. 그뿐 아니라 제3부
(Section C) 전체의 제목이 반부패로, 제21.6조부터 제21.12조에 거쳐 보다
구체적이며 자세한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최근 미국은 EU와 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를 논의 중인데 TTIP
5차 라운드에서 국제 무역과 투자 협정에 있어서의 반부패 규정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는 기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145) 앞으로도 FTA를 통한 부패 방지 노력
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TTIP는 타결 전이므로 아래에서는 대표
적으로 반부패 규정을 담고 있는 무역협정인 한ㆍ미 FTA와 TPP의 관련 규정
중심으로 무역협정에서 반부패 관련 규범의 발전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한ㆍ미 FTA
미국은 우리나라 제2의 교역상대국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 시장의 안정
적 확보와 생산, 고용, 교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FDI) 증대, 경제사회 시스템 선
진화 등을 꾀하기 위해 2012년 3월 한ㆍ미 FTA를 발효하였다.146) 한ㆍ미
144) Tushe(2014. 5. 13), http://www.fcpablog.com/blog/2014/5/13/why-we-need-anti-cor
ruption-provisions-in-us-free-trade-agre.html(검색일: 2017. 3. 27).
145) Ibid.
146) 한ㆍ미 FTA 의의, http://www.fta.go.kr/us/info/1/(검색일: 2017. 3. 27); 한ㆍ미 FTA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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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로 양국간의 무역과 투자가 증가할 것이 기대됨에 따라 부패가 무역 및 투
자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제21장 ‘투
명성’을 통해 부패 방지를 규정하고 있다.
제21.6조(부패 방지) 제1항에서는 “국제 무역 및 투자에서 뇌물수수 및 부패
를 근절하기 위한 자국의 결의를 재확인”하고, 제2항에서는 국제 무역 또는 투
자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있어서 뇌물을 수령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이를 교
사ㆍ방조ㆍ공모하는 행위 등에 대해 자국법상 형사범죄로 규정하기 위하여 필
요한 입법적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항에서는 국제 무역 및 투자에서의 뇌물수수와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지역
적 및 다자적 이니셔티브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관련 국제포럼에서 적절한 이니
셔티브를 장려하고 지지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표 2-10. 부패 방지 관련 한ㆍ미 FTA 규정
한ㆍ미 FTA 협정문
제21장(투명성)
제21.6조(부패 방지)
1. 양 당사국은 국제 무역 및 투자에서 뇌물수수 및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자국의 결의를 재확인한다.
2. 각 당사국은 국제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있어서 다음을 자국법상 형사 범죄로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적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가. 그 당사국의 공무원 또는 그 당사국을 위하여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인이 그의 공적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작위 또는 부작위의 대가로 고의적으로 자신 또는 다른 인을 위하여 금품이
나 호의ㆍ약속 또는 이익과 같은 그 밖의 혜택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구하거나 수령하는
행위
나. 그 당사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인이 그 당사국의 공무원 또는 그 당사국을 위하여 공적 기능
을 수행하는 인에게 그의 공적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작위 또는 부작위의 대가로 고의적으
로 자신이나 다른 인을 위하여 금품이나 호의ㆍ약속 또는 이익과 같은 그 밖의 혜택을 직접
적 또는 간접적으로 제의하거나 공여하는 행위

http://www.fta.go.kr/us/info/2/(검색일: 2017.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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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계속
다. 그 당사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인이 국제상거래를 수행함에 있어서 영업 또는 그 밖의 부당한
이익을 획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외국 공무원이 공적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행위를 하거
나 행위를 삼가도록 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그 외국 공무원에게 그 공무원 또는 다른 인을
위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부당한 금전적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의ㆍ약속 또는 제공하
는 행위, 그리고
라. 그 당사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인이 가호 내지 다호에 기술된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교사
ㆍ방조 또는 공모하는 행위
3. 각 당사국은 제2항과 합치되게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형사조치를 집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벌칙과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4. 각 당사국은 제2항에 기술된 뇌물수수 행위를 선의로 신고하는 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
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5. 양 당사국은 국제 무역 및 투자에서의 뇌물수수와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지역적 및 다자적 이니
셔티브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양 당사국은 관련 국제포럼에서 적절한 이니셔티브를 장려하고 지지
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자료: 한ㆍ미 FTA 협정문.

한ㆍ미 FTA의 부패 방지 규정은 무역ㆍ투자 관련 부패 방지를 위해 필요한
국내조치를 수립할 것을 규정하면서 뇌물 제공자와 수여자 측면 모두, 즉 공급
측면뿐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도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하여 형사조치를
집행하기 위한 적절한 벌칙과 절차에 대해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고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만을 요구하고 있어 당사국에게 상당
한 재량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존의 FTA에서는 부패 방지 관련 규정
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임을 고려할 때 상당히 진보적인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2) TPP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이하 TPP)147)은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
드, 페루, 싱가포르, 미국 베트남 등 상이한 발전 수준에 있는 아태지역 12개국을
147) TPP 협정문,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TPP-Final-Text-Final-Provisions.pdf(검
색일: 2017. 3. 23).

제2장 국제사회의 부패 방지 논의 동향 • 67

아우르는 지역무역협정으로 2015년 10월 타결되고 2016년 2월 서명되었다.
TPP는 전 세계 GDP의 약 37%를 차지하며 전 세계 교역에서 2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Mega FTA148)로, TPP 참여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무역 비중은 30%가
넘어 TPP는 향후 우리나라 무역 흐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왔
다.149) 그러나 2016년 11월 8일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보호무역주의 및 TPP를
반대해오던 트럼프 후보가 예상 외의 지지를 받아 당선되고 이후 2017년 1월 23일
TPP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탈퇴를 공식화하였다. TPP 발효규정150)상 미
국의 참여가 필수적인바151) TPP의 발효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세계무역에서
미국의 지위를 고려하였을 때 미국이 이후 무역협정 개정 및 타결 시 TPP에서
목적했던 가치를 투영할 가능성이 높은바 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TPP는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목표로 공산품, 농업 등 모든 품
목의 관세를 철폐하고 정부 조달, 지적재산권, 노동 규제, 금융, 의료 서비스 등
모든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자 하는 총 30개 장으로 구성된 매우 포괄적인 FTA
이다. TPP는 이른바 “21세기 무역협정(21st-century trade agreement)”이라
불릴 정도로 기존의 무역협정에서는 흔히 볼 수 없었던 추가 규정을 포함하고

148) Mega FTA의 범위나 정의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존재하지만 TPP, RCEP를 메가 FTA로 분
류하는 것에는 대체로 동의하는 편임. Mega FTA는 공통적으로 참여국들의 기존 FTA와의 정합성을 고려
하면서 양자간ㆍ다자간의 복잡한 조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타결이 쉽지 않으나, 일단 타결되면 경제 규모
및 교역량에 있어 거대경제권을 형성하기 때문에 양자 FTA보다 그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149) 강민지(2015), pp. 3~4.
150) TPP 협정문 30.5조에 따르면 TPP 협정문 서명(2016년 2월 4일) 이후 2년 이내 12개 서명국이 국
내법상 비준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2년 이내 2013년 기준으로 12개 서명국 전체 GDP의 85%
이상인 6개국 이상에서 국내 비준이 완료되었다면 서명 2년 이후 60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해당국에
한해 TPP가 발효됨. 30.5조 1항과 2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서명 이후 2년이 지났음에도 TPP가
발효되지 않으면 그 때부터는 2013년 기준 12개 서명국 전체 GDP의 85% 이상인 6개국 이상에서
국내 비준이 완료되면 완료된 시점에서 60일 경과 후 해당국에 한해 TPP가 발효됨. 일본농림수산성
TPP 관련 자료, 農政新時代~努力が報われる農林水産業の実現に向けて~, p. 6, http://www.maff.
go.jp/j/kanbo/tpp/pdf/nsp_zentai.pdf(검색일: 2016. 10. 12).
151) 2013년 IMF의 GDP 기준 12개 TPP 서명국의 GDP 비중은 미국이 60.2%로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일본 17.8%, 캐나다 6.6%, 호주 5.4% 순이므로 미국 또는 일본이 빠지면 TPP 발효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함. 이 두 나라에서 TPP 발효 국내 비준이 완료된다는 전제하에 나머지 10개 서명국 가운데
적어도 GDP 기준 7.0% 이상인 4개국 이상에서 국내 절차가 완료되어야 TPP 부분 발효의 조건이
충족됨. 위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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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무역 및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에서 협정의 규율 대상이 된 다면적
인 무역의제(cross-cutting trade issues)를 포함하고 있다.152) 특히 미국은
TPP 협상을 통해 부패를 방지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transparency)
을 제고하여 국제무역에 ‘공정한 경쟁의 장(level-playing field)’을 제공하기
위해 제26장 ‘투명성과 반부패’를 도입하였다. 제26장 Section C에서는 특히
반부패와 관련하여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해두었다. TPP는 우선
각 당사국들이 「UN 반부패협약」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의 부패 방지 노력에
동참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ㆍ미 FTA 제21.6조에서 규율한 부패 방지 규
정도 포함되었고 나아가 공무원으로 하여금 높은 수준의 윤리 기준을 포함한
행동강령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청렴성을 제고하도록 하며 공무원의 징계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간부문과 비정부간기구 등이 사회
부패 방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등 전방위적인 부패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당사국도 제26.9조(부패방지법의 적용 및 시행)
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이 장 또는 제28장하의 분쟁해결을 이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직접적인 시행에 있어서 분쟁해결에서의 예외
를 인정하였다.
표 2-11. 부패 방지 관련 TPP 규정 요약
TPP 협정문 내용 요약
제26장(투명성 및 부패 방지)
Section C: Anti-Corruption
1. ｢APEC 공무원 행동원칙｣ 준수, ｢APEC 기업윤리강령: 민간부분을 위한 기업
청렴성과 투명성 원칙｣ 준수 권장.
제26.6조
(범위)

2. 관련 범위를 본 협정이 적용되는 사안과 관련한 뇌물수수와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제한.
3. 관련 범죄는 각 당사국의 법에서 규정하고 이에 따라 기소되고 처벌되어야 함
을 인정.
4. ｢UN 반부패협약(UNCAC)｣ 비준 또는 가입.

152) TPP 설명, https://ustr.gov/tpp/outlines-of-TPP(검색일: 2017.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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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계속
1. 국제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있어
(i) 공무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약속, 제의 또는 공여하는 행위,
(ii) 공무원이 부당한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행위,
(iii) 국제거래 행위와 관련하여 외국 공무원 또는 공공국제기관의 공무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약속, 제의, 공여하는 행위 또는
제26.7조
(부패 해결을
위한 조치)

(iv) (i)-(iii)을 교사ㆍ방조 또는 공모하는 행위를 국제적으로 범한 경우 자국법
상 형사범죄로 규정.
2. 범죄의 경중을 고려하여 제재 부과.
3. 책임이 있는 법인에게 금전적 제재를 포함하여 효과적ㆍ비례적ㆍ예방적인 형사
상 또는 비형사상의 제재 부과.
4. 위의 위법 행위 관련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불허용.
5. 장부와 기록의 보존, 재무제표의 공개 및 회계ㆍ감사 기준에 관한 자국법ㆍ규정
에 따라 관련 범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6. 신고자 보호 조치 채택.
1. (i) 부패에 특히 취약하다고 간주되는 공직에 임용될 자의 선발과 훈련 그리고
적절한 경우 다른 보직으로 전환 (ii) 공무원의 투명성 제고 조치 (iii) 공무원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이해 충돌을 감지하고 관리할 정책과 절차 마련 (iv) 공무

제26.8조
(공무원 사이의
통합 촉진)

원에게 이해 충돌이 생길 수 있는 외부활동ㆍ취업ㆍ투자ㆍ자산 및 상당한 선물
또는 혜택에 관하여 신고하도록 요구 (v) 공무원이 임무 수행 중 부패 행위를
알게 될 경우, 신고하도록 촉진.
2. 공무원 행동강령 채택, 위반 시 징계 또는 그 밖의 처분 조치 채택 또는 유지
를 위해 노력.
3. 위법 행위로 기소된 공무원이 해직ㆍ정직ㆍ전보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수립 검토.
4. 사법부 구성원의 청렴성 강화 및 사법부 구성원의 행동에 관한 규칙을 포함.
1. 부패방지법 또는 조치를 효과적으로 집행.

제26.9조

2. 부패방지법 이행 관련 법 집행기관, 소추기관 및 사법기관이 재량권 행사 권리를

(부패방지법의

자국 법제의 원칙에 따라 보유하며 자원의 배분과 관련하여 선의의 결정 가능.

적용 및 집행)

3. 부패방지법 집행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국제 협정이나 약정하에서 각
국의 법 및 행정 체계에 부합하도록 상호 협조
1. 기업, 시민사회ㆍ비정부기구 및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기구 등 공공부문 외의
개인 및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장려. 부패의 존재ㆍ원인ㆍ심각성 및 위협에 대

제26.10조
(민간부문과
사회의 참여)

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153)를 취할 것.
2. 민간 기업들이 (i) 부패 행위의 예방과 적발을 돕기 위해 충분한 내부 감사 통
제권을 개발하고 채택하도록 하고 (ii) 민간기업의 회계장부와 필수 재무제표가
적절한 감사와 인증 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장려.
3. 부패방지기구에 대해 대중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해 신
고(익명 포함)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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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계속
제26.11조
(다른 협정과의
관계)

「UN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 「OECD 뇌물방지협약」 및 부속서 또는 「OAS 반부
패협약」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1. 제28장(분쟁 해결)은 본 조에 의하여 수정되어 적용.
2. 다른 당사국이 당사국간의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본 절의

제26.12조
(분쟁 해결)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간주되는 경우, 제28장(분쟁 해결)에 명시된 절차
들만을 이용 가능.
3. 제26.9조(부패방지법의 적용 및 시행)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이
장 또는 제28장하의 분쟁 해결 이용 불가능.
4. 제28.5조(협의)는 일부 수정 적용.

자료: TPP 협정문,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TPP-Final-Text-Final-Provisions.pdf(검색일: 2017. 3.
23).

미국이 주도했던 TPP에서는 국제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있어 (i) 공무원에게 공적 직무를 수행 또는 행사함에 있어 작위 또는 부작위의
대가로 공무원 그 자신 또는 타인 또는 다른 실체에게 부당한 이익을 직ㆍ간접
적으로 약속, 제의 또는 공여하는 행위 (ii) 공무원이 공적 직무를 수행 또는 행
사함에 있어 작위 또는 부작위의 대가로 공무원 그 자신 또는 타인 또는 다른
실체를 위해 부당한 이익을 직ㆍ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수수하는 행위 (iii) 국제
거래 행위와 관련하여 영업 또는 그 밖의 부당한 이익을 획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외국 공무원 또는 공공국제기관의 공무원에게 공무를 수행 또는 행사
함에 있어 작위 또는 부작위의 대가로 공무원 그 자신, 타인 또는 다른 실체를
위해 부당한 이익을 직ㆍ간접적으로 약속, 제의, 공여하는 행위에 대해 자국법
상 형사범죄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154) 부패 행위 위법화에 있어 공급 측면
뿐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도 다루고 있으며, 동 조항 (iv)에서 (i)-(iii)을 교사ㆍ
방조 또는 공모하는 행위를 국제적으로 범한 경우도 형사범죄로 규정하도록
153) 공공교육프로그램 및 대중 홍보활동/기업 내부통제, (기업)윤리 및 준수 프로그램 마련 및 관련 내용
등을 연례보고서 등으로 공개 장려/부패에 관한 정보를 탐색ㆍ수령ㆍ발간 및 배포할 자유를 존중하
고 장려 및 보호 등을 열거함. TPP 협정 제26.10조.
154) TPP 협정 제26.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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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 행동강령 채택을 비롯한 공무원 사이의 부패 관련 행위 근절을
위한 구체적 규범을 포함하고 있으며155) 민간분야의 부패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기업 내부 감사제도, 기업 윤리 및 준수 프로그램 개발 등을 촉구하고 있다.156)
또한 TPP에서는 지금까지 국제기구 등에서 나온 ｢UN 반부패협약(UNCAC)｣
비준 또는 가입을 촉구하고 있으며 ｢APEC 공무원행동원칙｣ 준수, ｢APEC 기
업윤리강령: 민간부분을 위한 기업 청렴성과 투명성 원칙｣ 준수 권장 등 국제
사회의 논의와 발맞추고 있다.

다. 소결
지금까지 무역협정에서의 부패 방지 관련 조항을 살펴보았다. 부패 방지와
관련한 강제력이 있는 WTO 다자간 규범은 도입되지 않았으나 정부조달협정
및 무역원활화협정 등에서 관련 규범을 찾을 수 있었으며 미국이 맺은 자유무
역협정에서도 반부패 관련 조항을 살필 수 있었다.
최근 한ㆍ미 FTA의 재협상 논의가 점화되고 있는바 미국의 무역협정에 도입
되고 있는 부패 방지 규범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한ㆍ미
FTA에서도 부패 방지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1개 조항에 그쳤으며 구
체성도 높지 않았던 것에 반해, TPP에서는 7개 조항에서 부패 해결을 위한 조
치, 공무원 사이의 통합, 민간부문에서의 참여 등 각 세부 분야와 관련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된 반부패 관련 규정이 심
화ㆍ발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USTR는 NAFTA 재협상과 관련한 협상목표157)에서 반부패 이슈에 대
155) TPP 협정 제26.8조.
156) TPP 협정 제26.10조.
157) USTR(2017), “Summary of Objectives for the NAFTA Renegotiation,” https://ustr.gov/si
tes/default/files/files/Press/Releases/NAFTAObjectives.pdf(검색일: 2017.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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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정부 부패를 위법화하고 부패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며 부패 행위에 연루
된 것으로 의심되는 인의 기소에 있어 적절한 벌과 집행 수단을 제공할 것을 규
정하는 규범을 요구할 것임을 밝혔다.158) 특히 △ 부패 감지 및 추적이 용이토
록 기업이 정확한 회계 장부를 작성하도록 요구 △ 공무원에 대해 높은 수준의
윤리강령 수립 △ 부패자금에 대한 세액 공제 불허용 요구 등을 구체적으로 언
급하였다.159) 캐나다와 멕시코는 관련 TPP 규범을 수용한 바 있으므로
NAFTA 재협상에서도 TPP 관련 규범이 논의의 기초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
로 보인다. NAFTA 재협상의 목표를 토대로 생각건대 한ㆍ미 FTA 재협상 시
에도 TPP에 포함된 장부와 기록 보존 및 세액공제 불허용(제26.7조), 공무원
투명성 제고 조치(제26.8조), 기업의 윤리 및 준수 프로그램 채택(제26.10조)
등의 구체화된 규범 수용이 요구될 가능성이 시사된다. 따라서 이에 대비한 국
내 관련 법적, 제도적 장치에 대한 사전 점검과 보완을 통한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긴요할 것으로 보인다.

158) Ibid., p. 14.
15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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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한국의 부패 수준에 대한
국제적 평가와 과제

1. 한국의 부패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2. 부패 방지 제도의 효율성 저해요인
3. 소결

앞 장에서 OECD, WTO를 비롯한 국제경제기구와 G20, APEC 및 자유무
역협정이 초국경적인 부패 확산 방지에 주력하여 공정한 국제거래 질서 확립을
목표로 협의와 이행을 도모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이 초국경적인 부
패 통제를 위한 국제협력과 공조 활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효율적인 부패
통제의 효과 추정과 정책 함의 도출을 위해서는 한국의 부패 방지 제도, 국제사
회의 한국 부패수준 평가 및 이행 효율성 저해요인에 대한 심도 있는 점검과 분
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장에서는 부패 통제와 무역비
용의 상관관계 규명에 앞서, 본 연구에서 실증분석 대용지수로 활용하고 있는 국
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2016년도 부패인식지수
(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와 국제경영개발원(IM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 등 국제적인 부패 평가기관의 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ㆍ
검토하여 한국의 부패 인식 수준을 조망하고 부패 방지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
을 저해하는 원인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부패 인식 수준 제고를
위한 맞춤형 정책제언의 방향성과 실증분석 상황 설정을 위한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1. 한국의 부패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가. 한국의 부패 방지 제도
한국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부터 모든 정권에서 사회 부조리 타파와 공직
자 청렴도를 높인다는 명분 아래 부패 행위를 통제하여왔다. 하지만 2001년 7월
부패방지법이 제정되고 부패 방지 전담기구인 부패방지위원회(2002)가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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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비로소 한국사회에 부패 방지 정책의 법적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부패 방지 법질서는 선진국인 영국(1989, 공공단체 부패방
지법)은 물론이고, 인도(1947, 부패방지법), 홍콩(1948, 뇌물방지조례), 필리
핀(1960, 반수뢰 및 부패방지법), 말레이시아(1961, 부패방지법) 등 개도국과
비교하여도 상당히 늦게 구축되었다.160) 2017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반부패와
관련하여 부패자금 수뢰, 증뢰, 수재, 증재에 대한 형법상 규정 및 부패 행위를
공직자와 공공기관에 한정하여 정의하고 있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
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약칭: 국제뇌물방지법)｣, 김영란 법으로 지칭되
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등
다양한 부패 방지 관련 법령이 제정되어 있다.161) 한편 한국은 국제사회의 부
패 방지 노력에 동참하여 1997년 OECD의 뇌물방지협약에 가입하였고, 후속
조치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1988)｣을 제정
하여 해외뇌물 사건을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제도화하였다.

표 3-1. 우리나라의 주요 부패 방지 관련 법
관련법

주요 내용
공직부패와 관련한 수뢰 및 뇌물 공여에 대해 제129조 내지 제133조에

형법

거쳐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부패와 관련하여 제357조에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 및 공여에 대해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음.
공공기관, 정당, 기업, 국민, 공직자의 부패 방지와 관련한 의무를 담고

부패방지권익위법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 및 고충민원 처리에 대한 사항
을 담고 있음.

160) 이종수(2011), p. 224 주석 2번 내용 참고.
161) 부패 방지 전담기구인 부패방지위원회는 규율 대상을 민간 부분으로 확대하여 국가청렴위원회
(2005)로 확대 발전되었으며, 2008년 이후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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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계속
관련법

주요 내용

국제뇌물방지법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
하여 외국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함.
공직자(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와 그 가족, 공무수탁사인을 포

청탁금지법

함하여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직무 관련성 또는 대가관계를 불문
하고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담하거나 형사처벌을 규정함.

자료: 김은경 외(2015), p. 211 및 부패 방지 관련 법 내용을 토대로 저자 정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항에서는 부패행위에 대해 ①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②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
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
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③ 위의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정당,
기업, 국민의 부패 방지 관련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 3-2.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 방지 관련 의무
구분

부패 방지 관련 책무 내용
- 건전한 사회윤리 확립을 위해 부패 방지에 노력할 책무가 있음.

공공기관의
책무
(제3조)

- 부패 방지를 위해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개선할 사항이 있
는 경우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함.
- 교육 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직원과 국민의 부패 척결 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함.
- 공공기관은 부패 방지를 위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에 적극 노력함.

정당의 책무

- 정당법에 따라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함.

(제4조)

- 올바른 선거문화를 정착케 하고 정당운영 및 정치자금 모집과 사용을 투명하게 함.

기업의 의무

- 기업은 건전한 거래질서와 기업윤리를 확립하고 일체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5조)
국민의 의무
(제6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의 부패 방지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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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계속
구분
공직자의
청렴의무
(제7조)

부패 방지 관련 책무 내용
-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며 일체의 부패 행위와 품위
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공직자의
업무상의 비밀
이용 금지

- 공직자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
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안됨.

(제7조의2)
자료: ｢부패방지권익위법｣ 내용을 토대로 저자 정리.

또한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국민권익위원회 및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와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5장에서는 부패 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
자 보호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신고의 방법으로 제58조에서는 신고자의 인적
사항과 신고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신
고대상과 부패 행위의 증거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 법 제
62조는 신고자가 그 소속기관, 단체, 기업 등으로부터 관련 진술이나 자료 제
출 등을 이유로 하여 징계 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
별을 받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
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는 신분 보장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가 아닌 다른 이유를 내세워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행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구제가 어려우며 미국처럼 내부 고발자 보호전담기관162)이 마련
되어 있지 않아 부패 감지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는 내부자 고발
을 잘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OECD 뇌물방지협약의 이행 입법으로 제정된 ｢국제뇌물방지법｣ 제3조 제1항
162) 미국은 내부고발자보호법을 통해 내부고발 사항에 대한 사후조치 및 내부고발자에 대한 처우 등을
매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내부고발자 보호기관인 특별심사국(OSC)을 통해 연방 행
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내부고발을 한 경우 인사 등 불이익을 주면 이를 추적, 수사하고 필요하면 기
소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채준(2015), pp. 38~39, pp. 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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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 공무원 등에
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자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
며, 범죄 행위로 얻은 이익이 1,000만 원을 초과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
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에 대해 외국 공무원 등이 속한 국가의 법령에 따라 그 지급이 허용되거나 요구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는데(제3조 제2항), 과거에는 업무 수행을 촉진
할 목적으로 이른바 ‘급행료’라 일컫는 소액의 금전이나 그 밖의 이익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
항도 있었다. 그러나 소액의 급행료 공여 등도 결과적으로는 국가의 지속적 경
제성장과 법의 지배를 잠식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OECD에서는
급행료에 대한 처벌 예외 조항을 폐지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국
제투명성기구(TI)에서도 2011년 당시 우리나라를 ‘OECD 뇌물방지협약 소극
적 이행국’으로 분류하고, 법률 개정을 통해 급행료에 대한 처벌 예외 조항을
폐지할 것을 권고한바 2014년에 급행료에 관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였다.163)
이에 대해 OECD 뇌물방지협약 제3단계 서면심사 결과 매우 인상적이라는 평
가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외국 공무원 뇌물방지법상 벌금형이 법정형으로도
실제 선고 기준으로도 지나치게 낮다는 점은 지적을 받았다.164)

나. 한국의 부패 인식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이상과 같이 부패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과 정
비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와 국내 여론은 한국사회의 부패 관행이 효율적으로
163)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http://www.
law.go.kr/lsInfoP.do?lsiSeq=160682&efYd=20141015#0000(검색일: 2016. 5. 22).
164) 「외국 공무원 뇌물방지법상 벌금형 지나치게 낮다」(2014. 3. 3), http://news.heraldcorp.com/
view.php?ud=20140303000120(검색일: 2017.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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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되고 있지 않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7년 1월에 발표된 국
제투명성기구의 2016년도 부패인식지수165) 평가에서 53점(100점 만점)을 받
아 조사대상 176개국 중 52위를 기록하였다.166) 이는 2015년 37위에서 15단
계 하락한 것으로, 1995년 부패인식지수 조사 시작 이래 가장 큰 폭으로 하락
한 것이다.

표 3-3.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 변화 추이(1995~2016)
순위 / 전체

연도

CPI 지수

비고

1995

4.29

27위 / 41개국

1996

5.02

27위 / 54개국

1997

4.29

34위 / 52개국

1998

4.2

43위 / 85개국

국민의 정부(1998~2002)

1999

3.8

50위 / 99개국

자금세탁 방지법을 제정하여 범죄수익 은닉 등을 규제하고

2000

4.0

48위 / 101개국

부패방지법을 제정하고 독립적 반부패기구인 부패 방지 위

2001

4.2

42위 / 91개국

원회를 설립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조사권이 확보되

2002

4.5

40위 / 102개국

지 못하는 등 실효성 논란이 있었음.

2003

4.3

50위 / 133개국

참여정부(2003~07)

2004

4.5

47위 / 146개국

부패는 공직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발생한다고 보

2005

5.0

40위 / 159개국

고 공공정치경제시민사회가 모두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에

2006

5.1

42위 / 163개국

서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하여 여러 국제기구에서 상당한 호

2007

5.1

43위 / 180개국

평을 받고 CPI지수가 2008년 0.5점 상승하는 데 기여함.

2008

5.6

40위 / 180개국

이명박 정부(2008~12)

2009

5.5

39위 / 180개국

기존의 국가청렴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010

5.4

39위 / 178개국

를 통합하여 국민권익위원회를 만들고, 뇌물수수액의 2~5배

2011

5.4

43위 / 183개국

추징 등 사후 처벌을 통해 부패에 접근하여 역행한다는 평가를

2012

56167)

45위 / 176개국

받음.

조사대상국
문민정부(1993~97)

부패 척결에 강한 의지를 보여 공직자윤리법 개정, 금융실
명제 실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행정절차법, 정보
공개법 제정 등의 포괄적 노력을 기울였으나 기존 기득권
층의 반발로 형식적으로 전락함.

165) 공공ㆍ정치 부문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부패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반부패에 대한 관심
을 불러일으키는 유용한 도구로 평가되며(1995년부터 발표)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100점 만점).
166) 국제투명성기구 2016년도 CPI, http://www.transparency.org/news/feature/corruption_p
erceptions_index_2016(검색일: 2017.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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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55

46위 / 177개국

박근혜 정부(2013~16)

2014

55

43위 / 175개국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고

2015

56

37위 / 168개국

2016

53

52위 / 183개국

위층 비리에 대해 특별감찰관 제도, 상설특검을 마련하였
으나 국정농단사태가 벌어지면서 정권이 교체됨.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아직 CPI에 반영되지 않음.

자료: 국제투명성기구 CPI 관련 홈페이지, https://www.transparency.org/research/cpi/cpi_early/0/(검색일: 2017.
4. 10); 김은경 외(2015), pp. 199~219을 참고하여 저자 정리.

그림 3-1. 대한민국 CPI 변동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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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제투명성기구 전체 CPI 관련 홈페이지, https://www.transparency.org/research/cpi/overview(검색일:2017.
4. 10)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부패인식지수에서 1997년의 동아시아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9년 한국의
점수는 3.84점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 2008년에는 5.6점까지
올라갔다. 특히 참여정부 초기인 2003년 4.3점으로부터 2008년 5.6점까지
1.3점의 큰 상승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2008년 5.6이었던 한국의 점수는
2009년 5.5점, 그 다음 2010년과 2011년에는 5.4점으로 계속 하락하는 결과
로 이어졌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 기준이 변경된 2012년에는 56점, 2013년
167) CPI 점수는 2011년까지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2012년부터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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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2014년은 55점, 지난 2015년의 56점에서 다시 53점으로 하락하였다.
CPI 지수 외의 다른 부패 평가 지수에서도 우리나라의 청렴도는 좋은 평가
를 받고 있지 못하며 대체적으로 그 순위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현지
주재 외국인 기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의 부
패지수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아시아의 선진국 중 최악의 부패국가라는 조
사결과가 나왔다. World Economic Forum(2016, p. 224)에 따르면 2016
년 한국의 국가경쟁력지수는 전년에 이어 26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정
치인에 대한 신뢰(96위), 비정상적인 지불 혹은 뇌물(52위) 관련 부분에서 낮
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표 3-4. 부패 관련 원천지수별 현황

지표 구분
국제경영
개발원
(IMD)
기업인

세계경제

설문

포럼

조사

(WEF)

지수명
(평가자)
국가경쟁력
지수
국가경쟁력
지수

정치경제위험

아시아

자문공사

부패지수

(PERC)

(낮을수록 청렴)

이코노믹
인텔리전스
글로벌

- 정부 부문에 뇌물이나 부
패의 존재 여부
- 정부기능 관련 뇌물 및
추가비용 제공 정도
- 공적자금 유용 정도
- 경영활동 중인
국가의 부패 수준

- 계약 등에 있어 뇌물 제공

국가위험지수

- 경영활동에 영향을미치
는 부패 수준
- 공적지위를 남용한 공직

변혁지수

자 처벌 정도
- 정부의 부패 예방 효과성

재단
(BF)

매년 상반기
(4개월간)
매년 상반기
(6개월간)
매년 1분기
(3개월간)

2015년 2016년

51

52

46

47
(-4)
49
(-3)
50
(+4)

2016.9월

54

2015.8월

52

54

관행 존재

평가
베텔스만

조사시기
또는 발표일

- 공적자금 유용 정도
국가위험평가

유닛(EIU)
전문가 인사이트(GI)

평가항목

지속가능지수

- 공직자의 사익 목적 지위
남용 예방 정도

2014.11~
2015.11월
2014.11~
2015.11월

58

73

47
(-5)
57
(-1)
5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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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구분

지수명

정치위기
관리그룹
전문가
평가

국가위험지수

(PRS)

(WJP)

- 정치시스템 내부의 부패
수준

조사시기
또는발표일
2015.8~
2016.8월

2015년 2016년

50

50

- 행정부, 사법부, 경찰, 군

세계사법
프로젝트

평가항목

(평가자)

법치주의지수

인, 입법부 공직자 사적

2016.5~

이익을 위한 공적지위 악

2016.9월

70

69
(-1)

용 정도

자료: 2016년도 CPI 참고자료,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com/cmm/fms/FileDown.do?apnd_file_id=
1035&apnd_file_seq=14)(검색일: 2017. 3. 28).

한편 홍콩에 소재한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가 산출한 2015년 Asian
Intelligence 지수는 6.28로 “아시아 선진국(developed countries) 중 최악
의 부패국가”라는 다소 충격적인 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168) 또한 가장 최
근 발표된 국제경영개발원(IM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2017
년 현재 조사 대상 63개국 가운데 29위로 중위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
만 정부 효율성 평가항목인 뇌물 공여와 부패비리 분야에서는 전년대비 6단계
하락한 40위를 차지하고 있어 선진국은 물론 조사 대상 개도국에 비하여서도
국제적인 평가는 열위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9)
이와 같은 평가는 부패 공직자의 권력 오남용 방지 및 처벌을 위한 부패 방지
정책 수립과 정부의 국제적 공조 활동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부패 척결 이행에
있어 효율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더욱이 한국의 부패 수준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은 국제
무대에서 경쟁대상인 선진국은 물론이고 일부 신흥 개도국보다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여기서 살펴볼 수 있다.

168) Political and Economic Risk Consultancy(2015), p. 24.
169)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2017. 5. 31), p. 3 내용 참고하여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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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패 방지 제도의 효율성 저해요인
국제투명성기구는 사회구성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근간으로 공직자의 청렴
도와 제도의 투명성 수준을 파악한 후, 국별 비교 과정을 거쳐서 부패인식지수
를 산출한다. 한국의 부패 방지 제도와 운영상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국제투명성기구, IMD, WEF의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한국 부패 방
지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원인을 찾아보고자 한다.

표 3-5.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부패 관련 항목별 인식도
(단위: %)

전년대비

공공서비스

부패 수준

분야1에

증가

증뢰 경험2

호주

34% (10)

3% (12)

한국

50% (5)

일본

정부

일반 국민의

부패사건

부패사건

부패 방지

신고 허용

신고에 대한

개선 기능3

여부4

의무감

41% (10)

80% (1)

75% (4)

91% (1)

2% (14)

76% (1)

66% (8)

70% (6)

71% (8)

28% (11)

0% (16)

60% (4)

49% (14)

55% (13)

82% (3)

캄보디아

35% (8)

37% (3)

56% (7)

73% (4)

66% (7)

63% (10)

인도네시아

65% (2)

24% (4)

33% (13)

78% (3)

85% (2)

78% (6)

태국

14% (15)

33% (4)

28% (14)

72% (6)

66% (7)

52% (13)

베트남

56% (4)

61% (2)

60% (4)

53% (13)

65% (9)

58% (12)

대만

26% (12)

5% (11)

54% (9)

79% (2)

87% (1)

77% (4)

홍콩

46% (6)

1% (15)

60% (4)

56% (11)

71% (5)

85% (2)

중국

73% (1)

21% (8)

인디아

41% (7)

63% (1)

35% (12)

63% (9)

62% (11)

61% (11)

파키스탄

35% (8)

25% (6)

55% (8)

33%

29% (15)

33% (15)

미얀마

22% (13)

32% (5)

38% (11)

72% (6)

80% (3)

79% (5)

부패 방지
정책 운용의
비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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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계속

전년대비

공공서비스

부패 수준

분야1에

증가

증뢰 경험2

스리랑카

21% (14)

10% (10)

말레이시아

59% (3)

몽고
지역 평균

40%

정부

일반 국민의

부패사건

부패사건

부패 방지

신고 허용

신고에 대한

개선 기능3

여부4

의무감

23% (15)

73% (4)

40% (14)

75% (7)

23% (7)

62% (3)

55% (12)

48% (13)

50% (14)

13% (9)

61% (2)

49% (14)

57% (12)

69% (8)

22%

50%

63% (9)

64% (10)

68% (9)

부패 방지
정책 운용의
비효율성

주: 1) public school, hospital, ID document, utility services, Police, Courts 등 6개 공익서비스.
2) 인구대비 백분율.
3) 일반 국민이 부패 수준 개선에 기여가 가능하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비율.
4) 사회적으로 부패사건을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지 여부에 대한 동의 비율.
5) 부패사건 신고를 의무로 인지하는 비율.
6) ( ) 안의 숫자는 국별 순위.
자료: 국제투명성기구 설문조사, https://www.transparency.org/files/content/publication/2017_GCB_AsiaPacific
_Regional Results.xlsx(검색일: 2017. 6. 19) 참고하여 저자 구성.

가. 정부 부패 방지 정책 추진의 비효율성
국제투명성기구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16개국의 기업가를 포
함한 총 2만 1,861명의 구성원에 대하여 공직자들의 뇌물수수 관행과 적발에
관계된 시민의식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2015년 7월부터 2017년 1월까
지 실시하였다.170) [표 3-5]에 보고된 내용과 함께 설문조사 세부항목 응답 결
과를 검증ㆍ분석한 결과 한국 사회의 부패 대한 인식과 문제점은 아시아 평균
수준과 비교하여도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시아 지역 평균 40%보다 높은 50%의 응답자가 한국의 부패 수준이 전년보
다 증가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의 공공부분에 대한 불신은 예외
170) 이하 국제투명성기구 설문조사 내용 분석은 아래를 참고. 국제투명성기구 국별 개선 사례, https://
www.transparency.org/news/feature/asia_pacific_fighting_corruption_is_side_lined
(검색일: 2016. 6. 20); 국제투명성기구 설문조사, https://www.transparency.org/files/conte
nt/publication/2017_GCB_AsiaPacific_RegionalResults.xlsx(검색일: 2016.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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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아시아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평균적으로 아시아
지역 주민들은 경찰이 가장 부패한 집단이라는 반응(39%)을 보인 반면, 한국은
부패 방지 시스템 관리와 운영 주체인 대통령, 국회의원(입법부), 관료집단, 사
법부에 대한 불신 풍조가 뿌리 깊이 확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치인(국회
의원)의 부패 연루가 의심된다고 답변한 비율이 79%(37%)로 가장 높다. 뒤를
이어 일반 국민들은 관료 69%(35%), 지방의원 67%(35%), 기업임원
60%(29%), 대통령 46%(31%), 세무공무원 43%(29%), 경찰 41%(39%), 사법
부 41%(25%), 종교지도자 35%(18%) 순으로 이들 집단의 청렴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171)
이와 같이 부패 방지 정책 담당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정부의 부패 방지
정책 운영이 아주 미흡하다는 응답이 역내 최고 수준인 76%에 달한다는 사실
로도 뒷받침된다. IMD 국가경쟁력지수 평가에서도 2017년 현재 정부의 효율
성은 조사대상 64개국 가운데 2013년 대비 8단계 하락한 28위를 차지하고 있
으며, 기업의 효율성은 44위에 머무르고 있다.172) WEF 평가에 나타난 한국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은 3.5점을 획득하여 조사대상 138개국
가운데 115위에 머물렀다.173)

나. 일반 국민의 낮은 부패 방지 참여 의식
2016년에 약 9억 명으로 추산되는 아시아 태평양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기본교육과 의료서비스 등 6개 분야의 공공서비스를 공급
받기 위하여 조사 시점 이전 12개월 동안 뇌물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
171) 해당 분야의 모두 또는 다수가 부패와 연루되었다는 답변을 합산한 결과이며 괄호 안 수치는 지역
평균임. 국제투명성기구 설문조사, https://www.transparency.org/files/content/publication/
2017_GCB_AsiaPacific_RegionalResults.xlsx(검색일: 2017. 6. 19) 내용을 참고하여 저자가
재구성함.
172) IMD(2017), p. 51.
173) World Economic Forum(2016), p.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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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174) 한국의 경우 응답자의 2%만이 공립학교, 공립병원, 민원증명 발급,
공익 유틸리티서비스, 경찰, 법원 서비스 이용 시 뇌물을 제공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한국과 함께 대만(5%), 호주(3%), 홍콩(1%), 일본(0%) 등 5개국이
공공서비스의 청렴도가 높은 국가군에 포함되었다. 비록 공립학교(5%)와 법원
(6%)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한 경험이 있었다는 답변이 있었지만 권력집단의
부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는 대조적으로 공공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국민
의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한편 부패 방지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부패 신고(25%)라는 국민들의
인식에도 불구하고,175) 부패 행위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답변은 71%
로 호주(91%), 일본(82%), 홍콩(85%), 인도네시아(78%), 미얀마(79%), 대만
(77%), 스리랑카(75%)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는 한국의 부패 방지 정책이 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나 시민단체의 부패 방지 감시체계
가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관 주도의 부패 방지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과
시민사회의 모니터링 기능 강화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 국민의 70%가
부패 신고를 사회적으로 용납한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를 포함
한 검찰기관(검찰, 감사원 등)도 국민신고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하청
상탁(下淸上濁)’형 부패구조 아래서 부패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지 않은 다수의
국민들 사이에서는 부패의 폐해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다. 국민들이 저항의식을
상실하여 조직적인 부패 행위가 방치된다면, 정부의 부패 척결 노력에도 불구하
고 정경유착으로 이어진 한국사회의 부패의 고리는 쉽게 단절되지 못할 것이다.

174) 국제투명성기구 설문조사, pp. 16~19, https://www.transparency.org/files/content/public
ation/2017_GCB_AsiaPacific_RegionalResults.xlsx(검색일: 2017. 6. 19), Q.4, 5 내용 참고
하여 저자가 재구성함.
175) 뇌물 제공 거부(18%), 투표권 행사(12%), 무반응(10%), 대중에 공개(5%), 지인과 공유(3%), 부패 연
루기업과 업무 단절(2%), 청원(1%) 순으로 집계됨. 국제투명성기구 설문조사, https://www.trans
parency.org/files/content/publication/2017_GCB_AsiaPacific_RegionalResults.xlsx
(검색일: 2017. 6. 19), Q8 내용 참고하여 저자가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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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업의 윤리의식 결여
앞서 살펴본 국제투명성기구의 설문조사에서 한국 설문 응답자의 60%가 기
업임원이 부패 행위에 연계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정치인, 관료에 이어 기업임
원이 가장 부패한 집단이라는 인식은 한국기업의 경영관행을 평가하는 IMD의
조사결과와도 일치한다. IMD는 매년 경제성과,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인프
라 등 4대 분야별 평가를 종합한 국제경쟁력 순위를 발표하고 있으며, 한국은
작년에 이어 2017년 평가대상 63개국 가운데 종합순위 29위를 유지하고 있
다. 4대 평가분야 가운데 기업효율성 분야는 전년대비 4단계 소폭 상승해서 44
위를 기록했지만, 경제성과(22위), 정부효율성(28위), 인프라(24위)와 비교하
여 경쟁력이 가장 열악한 분야로 나타났다.176)
IMD의 기업효율성 평가는 생산효율성(Productivity and Efficiency), 노
동시장(Labor Market), 금융(Finance), 경영관행(Management Practices),
가치의식(Attitude and Values) 등 4가지 분야별 세부 항목 측정을 종합하여
산출된다. IMD에서 기업윤리 수준 검증척도로 삼고 있는 기업의 ‘경영관행’
평가에서 한국은 59위로 기업윤리 수준이 최하위임을 보여주고 있다. IMD의
경영관행 평가는 모두 11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기업의 청
렴도 수준을 판단하는 기업윤리 관행을 포함한 총 6개 항목의 평가 결과는 [표
3-6]177)에서 살펴볼 수 있다.178)

176) IMD(2017), p. 51.
177) APEC 개별국가의 항목별 경영관행 수준, 지역 평균 수준과 한국 평가 결과의 수평, 수직적 비교분석
편익을 위해 [표 3-6]을 구성하였음.
178) 동 보고서에서 기업 청렴도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인용하고 있는 7개 평가 항목과 기준은 다음과 같음.
- 기업의 윤리관행: 기업윤리 이행 정도(기업 내 이행 수준 높음 10)
- 경영인 신뢰도: 사회에서 경영인에 대한 신뢰도(신뢰 수준 높음 10)
- 이사회의 통제기능: 이사회의 경영진에 대한 감독(효율성 높음 10)
- 감사 회계 관행: 감사와 회계 관행의 이행 적합성(적합성 높음 10)
- 기업가 정신: 경영진의 기업가 정신의 인식 정도(광범위하게 인식되고 있음 10)
-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책임자의 사회적 책임(책임의식 높음 10)

Ibid., p. 31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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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APEC 회원국 기업들의 부패와 윤리지수
기업
투명성

뇌물

활동

부패

수행
용이함

호주
캐나다
칠레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

기업
윤리
관행

경영인
신뢰도

이사회

감사

통제

회계

기능

관행

기업가
정신

기업의
사회적
책임

5.57

7.31

5.66

7.14

5.87

6.26

7.66

4.76

(6)

(5)

(9)

(7)

(14)

(11)

(5)

(16)

5.78
(12)

7.21

7.86

6.33

8.33

7.63

7.49

8.28

5.72

7.26

(3)

(3)

(5)

(1)

(2)

(2)

(2)

(9)

(1)

4.53

5.03

5.31

5.53

4.63

5.17

6.80

5.83

5.19

(11)

(9)

(11)

(14)

(16)

(15)

(12)

(7)

(15)

4.42

3.06

5.70

6.20

6.55

6.40

6.64

6.35

5.90

(12)

(12)

(8)

(11)

(9)

(10)

(13)

(5)

(11)

6.70

7.56

8.16

7.36

7.66

7.50

8.30

6.80

6.47

(4)

(4)

(2)

(5)

(1)

(1)

(1)

(2)

(7)

5.04

2.63

5.98

6.18

6.10

6.59

7.08

5.62

6.10

(8)

(14)

(6)

(12)

(13)

(7)

(9)

(10)

(8)

5.21

6.71

5.30

7.55

6.99

5.25

6.63

4.69

7.16

(7)

(6)

(13)

(4)

(6)

(14)

(14)

(17)

(2)

3.24

3.24

2.57

4.92

3.95

3.62

4.43

4.52

4.02

(17)

(11)

(18)

(16)

(18)

(18)

(18)

(18)

(17)

4.73

3.48

6.75

6.35

6.60

6.65

7.41

6.39

6.52

(10)

(10)

(4)

(9)

(10)

(5)

(8)

(4)

(6)

1.71

0.91

4.27

5.08

6.12

6.10

6.44

5.54

5.40

(18)

(17)

(13)

(15)

(12)

(13)

(16)

(11)

(14)

8.12

8.75

7.84

8.00

7.02

6.63

8.12

5.37

6.56

(1)

(1)

(3)

(2)

(5)

(6)

(4)

(13)

(4)

4.32

0.89

4.16

4.19

4.86

4.60

5.71

5.45

4.59

(13)

(18)

(15)

(17)

(15)

(16)

(16)

(12)

(16)

3.82

1.68

4.04

5.80

6.75

6.42

6.85

5.76

6.10

(15)

(16)

(16)

(13)

(7)

(9)

(11)

(8)

(8)

3.45

1.94

3.39

4.00

4.36

4.45

6.53

5.37

3.75

(16)

(15)

(17)

(18)

(17)

(17)

(17)

(13)

(18)

7.33

8.41

8.49

7.63

7.49

6.84

8.17

5.33

6.00

(2)

(2)

(1)

(3)

(3)

(4)

(3)

(1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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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계속
기업
투명성

뇌물

활동

부패

수행
용이함

대만
태국
미국
APEC
평균

기업
윤리
관행

경영인
신뢰도

이사회

감사

통제

회계

기능

관행

기업가
정신

기업의
사회적
책임

4.29

5.37

5.56

6.97

7.29

6.88

7.59

6.97

(14)

(8)

(10)

(8)

(4)

(3)

(7)

(1)

7.03
(3)

4.95

2.85

5.95

6.34

6.71

6.57

7.34

5.94

6.53

(9)

(13)

(7)

(10)

(8)

(8)

(10)

(6)

(5)

5.78

6.63

5.31

7.16

6.51

6.18

7.77

6.49

5.58

(5)

(7)

(11)

(6)

(11)

(12)

(6)

(3)

(13)

5.02

4.68

5.60

6.37

6.28

6.09

7.10

5.72

5.89

주: 1) APEC 21개 회원국 가운데 브루나이, 파푸아뉴기니, 베트남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
2) ( ) 안의 숫자는 순위를 의미함.
자료: http://worldcompetitiveness.imd.org/(검색일: 2017. 8. 21) 데이터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표 3-6]의 내용과 같이 한국은 투명성(3.24), 뇌물과 부패(3.24), 기업 활동
수행의 용이함(2.57) 분야에서 APEC 평균 이하의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 기업경
영 관행 평가 척도 가운데 하나인 ‘기업의 윤리 이행’ 부분에서 한국은 10점 만점에
APEC 평균인 6.37점에 미달하는 4.92점을 얻었다. 이 결과는 한국이 18개 조사
대상 APEC 회원국 중 페루, 러시아와 함께 역내에서 기업윤리의식이 가장 낮은
국가로 평가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경영인에 대한 신뢰도(3.95, 역내 18
위), 이사회 통제기능(3.62, 역내 18위), 기업가 정신(4.52, 역내 18위) 부분에서
는 역내 최하위 평점을,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분야에서는 러시아 다음으로
낮은 평점을 기록하고 있어 APEC 개도국에 비해서도 기업 운영 전반에 대한 효율
성과 신뢰도 기반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또한 한국기업의 ‘윤리경영
(3.5, 98/138)’, ‘감사 및 결과보고 양식(4.7, 62/138)’, 이사회의 효율성(4.4,
109/138), 소액주주 이익 보장(3.7, 97/138) 부분에 대한 World Economic
Forum의 평가 결과를 통해서도 한국기업이 윤리경영과 경영효율성이 상당히 열
악한 수준임을 살펴 볼 수 있다(World Economic Forum 2016, p.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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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부패로 인한 폐해가 초국경적으로 확산되면서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를 비롯한 민간기구가 중심이 되어 개발한 지표가 국가와 기업
의 부패, 윤리 수준을 비교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국제적인 비교 결과
한국과 한국기업의 부패 수준이 아시아 개도국 평균 수준보다 상당히 높게 인
식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한국사회의 부패인식도
설문조사 결과 역시 국제사회의 평가와 일맥상통한다. 일반 국민(31.1%), 기업
인(33.4%), 전문가(30.6%) 등 3개 집단은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ㆍ처벌’이 미
약함, 공무원(30.6%)은 ‘사회지도층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 감시 활동’ 기
능 미약, 외국인(18.5%)은 ‘부패를 유발하는 법제도’의 취약성이 한국 부패 방
지 제도의 통제기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답변하였다.179) 이와 같은 평가 결
과를 근거로 ① 정부 부패 방지 정책 추진의 비효율성 ② 일반 국민의 낮은 부패
방지 참여 의식 ③ 기업의 윤리의식 결여가 한국의 부패 방지 제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국제투명성기구를 비롯하여 국제적인 경쟁력 평가 분야에서 공신력을 보유
한 3개 기관의 평가 결과는 한국 부패 방지 정책의 개선과제 마련을 위한 시금
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부패통제 수단의 정치적 남용이 근절되
지 않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부패 방지 개혁 과제가 실천되지 않는다면 국가
경쟁력 수단으로의 부패 방지 본연의 기능은 회복불능 상태에 빠질 위험성이
높다. 정부 부패 방지 정책 추진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지도층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 감시 활동 및 부패 행위에 대한 적발ㆍ처벌을 강화
하고, 일반 국민의 낮은 부패 방지 참여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반부패 교육을
179) 국민권익위원회(2016), p. 13. 설문조사 결과 ① 부패 행위에 대한 적발 처벌의 강화 ② 사회지도층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 감시 활동 강화 ③ 부패를 유발하는 법제도 ④ 연고주의 온정주의 등 부패
유발적 사회문화 척결 ⑤ 부패수익에 대한 환수 ⑥ 강력한 부패전담기구 마련 ⑦ 기업활동의 투명성
제고 순으로 한국의 부패 수준 개선을 위한 우선과제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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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며, 기업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투명성 강화 및 준수 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표 3-7. 부패 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 응답률
(단위: %)

구분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기업 활동의 투명성 제고

3.6

2.3

3.2

16.0

5.3

강력한 부패 방지 전담기구 마련

10.5

4.3

8.9

10.3

2.5

부패 수익 환수

10.7

7.6

4.3

5.3

3.8

11.1

14.1

14.0

16.3

30.1

11.3

16.3

9.2

18.5

11.0

20.7

21.4

29.0

15.5

30.6

31.1

33.4

30.6

18.0

14.6

연고주의 온정주의 등 부패 유발적 사회문화
척결
부패를 유발하는 법제도 개선
사회지도층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 감시
활동 강화
부패 행위에 대한 적발ㆍ처벌 강화
자료: 국민권익위원회(2016), p. 13 표 인용.

특히 외국 공무원 등에 대한 뇌물 제공 행위를 규제하는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
(FCPA: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180)은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FCPA의
규제대상 및 적용관할권을 확대하였는바 한국기업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
존에는 미국에 상장 및 등록된 기업, 기타 미국의 기업 및 미국 시민만이 적용대상
이었으나 개정 이후 외국인과 외국기업이라도 미국에서 체류 중 동 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하다.181) FCPA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회사
들이 2010년대 들어 증가하고 있고 처벌 또한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바 미국과 거
래를 하는 우리나라 기업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180)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of 1977, as amended, 15 U.S.C. §§ 78dd-1, et seq.
미법무부 FCPA 개관, http://www.usdoj.gov/criminal/fraud/fcpa(검색일: 2017. 3. 3).
181) 미국 영토 밖에 위치한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이라도 미국의 통신망, 은행전산망, 메일 시스템, 전화,
전신 등을 조금이라도 사용하였다면 미국 영토 내에 있는 동안(while in the territory of the
United States)으로 간주되어 FCPA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문형구(2013), p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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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FCPA 위반 법인 사건 총계(2002~16년)
(단위: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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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Shearman & Sterling(2017), p.ii, http://shearman.symplicity.com/files/1da/1da47b69c2f3e1fa6c09665
954de413f.pdf(검색일: 2017. 6. 20).

그림 3-3. FCPA 위반 법인에 부과된 형사 및 민사상 총벌금(2002~16년)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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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수점 한자리에서 반올림함.
자료: Shearman & Sterling(2017), p.iv, http://shearman.symplicity.com/files/1da/1da47b69c2f3e1fa6c09665
954de413f.pdf(검색일: 2017.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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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FCPA 위반에 해당하지 않도록 미법무부와 SEC가 제공182)하는 기업 준수
프로그램 관련 평가(Evaluation of Corporate Compliance Programs)의 내
용을 토대로 기업 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s)를 적절히 운영해나가
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최근 부패 방지 관련 국제적 논의에서 국제상거래 행위주체인 민간기
업간의 뇌물 수급행위도 국제협약의 규율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지
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을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다. 아시아 경쟁국과의 비교
에서도 최하위에 놓여 있는 기업의 낮은 윤리 수준과 불투명한 경영관행을 시
정하기 위한 기업의 자구노력과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 없이는 한국의 국제경쟁
력 개선은 불가하며 국제적인 상거래 활동은 크게 위축될 것이다.

182) 미법무부 기업의 준수 프로그램 평가, https://www.justice.gov/criminal-fraud/page/file/93
7501/download(검색일: 2017.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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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부패와 무역 및 무역비용

1. 부패와 무역 및 무역비용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배경
2. 무역비용의 도출
3. 부패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4. 부패가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

1. 부패와 무역 및 무역비용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배경
부패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는 주로 경제성장과 경제개발에 주로
집중되어 있다. 그런데 부패의 실질적인 비용은 뇌물의 규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부패가 간접적으로 개인과 기업의 동기(motivation) 구조를 바꿈으로
써 희소 자원의 생산성을 낮춘다는 데 있다. 이에 따라 경제주체는 물적자본 및
인적자본의 축적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그 질적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
부패와 경제성장의 관계에 있어서 논쟁이 되는 점은 아시아 국가의 경우 높
은 경제성장과 높은 부패 수준을 보인다는 데 있다. 실제로 Rock and
Bonnett(2004)는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높은 부패 수준과 높은 경제성장의
관계를 발견하였는데, 이를 아시아 국가 수수께끼라 칭하고 있다.
부패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견해는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Huntington(1968), Lui(1985), Lein(1986) 등은 부패가 기존의 관료주의적
제약조건 및 비효율적이거나 충분하지 않은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Acemoglu and Verdier(2000), Meon
and Weill(2010)은 제도가 잘 확립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서 부패가 이러한 제약
조건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Murphy, Shleifer, and
Vishny(1991), Shleifer and Vishny(1993), Rose-Ackerman(1997) 등은
부패의 지대추구행위(rent seeking)가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과 불확실
성을 높이고, 비효율적 투자, 그리고 생산요소의 비효율적 배분(misallocation
of production factors)을 초래한다고 지적하였다.
부패가 경제적 성과(주로 생산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의 결과를 보면 뚜렷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지만 대체로 부패가 경제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주요 연구 결과를 아래 표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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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부패와 경제적 성과의 관계에 대한 주요 연구
연구

분석 내용

결과
저소득 국가의 경우 부패가 경제성장

Ugur and Dasgupta(2011) 저소득 국가에 대한 분석에 초점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추정의 32%는 부패가 경제성장에

Campos, Dimova, and
Saleh(2010)

41개 연구의 데이터를 종합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62%는 유
460번의 추정 시도

의하지 않은 관계, 그리고 6%는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침을 발견함

부패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직접적
Pellegrini and

간접적 효과 분석

Gerlagh(2004)

간접적 효과의 경로로 투자, 무역
정책, 교육과 정치적 안정을 분석

Aidt, Dutta, and
Sena(2008)

감소시킴
간접적 경로의 기여 정도를 투자
32%, 무역정책 28%, 정치적 안정
성 16% 그리고 교육 5%로 보고함

75개국을 대상으로 부패와 경제성
장의 관계는 제도의 질에 달려 있
다는 가설을 검증

부패는 경제성장률을 연간 0.38%

공공부문 제도의 질이 높은 국가에서
부패는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 제
도의 질이 낮은 국가의 경우 부패와
경제성장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음

자료: 위 선행연구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Campos, Dimova, and Saleh(2010)는 41개의 선행 실증분석을 검토하
면서 460번의 추정을 시도하였는데, 그 가운데 32%는 부패가 경제성장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62%는 부패와 경제성장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그
리고 오직 6%만이 부패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Aidt, Dutta, and Sena(2008)는 부패와 경제성장의 관계는 해당 국가
제도의 질에 좌우된다는 가설을 검증하였는데, 제도의 질이 높은 국가에서는
부패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제도의 질이 낮은 국가에서는 부
패와 경제성장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EU에 새
로 가입한 동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부패가 공공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
석한 Hanousek and Kočenda(2011)는 부패의 청산 또는 축소가 공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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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 결과는 해당 국가의 제도에 달려 있
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볼 때 부패는 경제 성과에 대체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제도가 잘 확립된 국가에서 더욱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183)
아울러 부패와 FDI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도 있는데, 부패는 외국 투자자의
이윤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FDI의 규모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Javorcik and
Wei 2009). Smarzynska and Wei(2000), Javorcik and Wei(2009), 그리
고 Voyer and Beamish(2004)는 부패가 FDI의 유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Al-Sadig(2009)는 선행연구의 분
석방법론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FDI 유치 국가의 제도 질적 수준을 통
제하면 부패가 FDI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대부분 사라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부패가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
관계는 부패와 무역의 관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부패는 제도의
질(institutional quality)을 부분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부패가 무역에 미치
는 영향도 제도의 질과 무역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
할 수 있다. 리카도 모형에 따르면 국가의 수출품은 비교우위에 의해 결정되는
데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성을 지닌 산업에 비교우위를 갖는다고 예측한다. 이러
한 각 국가의 산업별 비교우위의 원천(sources of comparative advantage)
으로 헥셔-올린 모형은 요소부존도의 차이에 주목하고, 다른 문헌에서는 그 외
기후와 천연자원, 기술발전, 그리고 규모의 경제를 전제할 때 국가의 경제 규모
등을 지적하고 있다.
최근 들어 비교우위의 원천으로서 제도(institution)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활

183) 아울러 부패와 기업의 성장을 분석한 연구도 있는데, Fisman and Svensson(2007)은 우간다 기업
을 대상으로 1995~97년 사이 기업의 뇌물과 성장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뇌물수수의 비율이 1%
포인트 증가하면 기업의 성장률이 3% 감소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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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띠고 있다.184) Nunn(2007)은 속박(hold-up)과 이에 따른 과소투자
(under-investment)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계약제도(contracting institution)
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고, Cunat and Melitz(2012), Costinot(2009), Davidson,
Martin, and Matusz(1999), Helpman and Itskhoki(2010) 등은 노동시장과 관
련된 제도와 비교우위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185)
이러한 선행 연구는 제도의 질이 생산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
라 비교우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메커니
즘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본 연구는 제도의 질이 낮고 부패가
만연된 국가의 생산성이 낮은 원인 및 중간 매개체로 무역비용에 주목한다. 부
패가 만연한 국가에 위치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국가에 있는 기업에 비해 수출
시 각종 인허가 및 행정 처리를 위해 추가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동일한 생산성을 가진 기업이라도 어떤 국가에 있느냐에 따라 수출 이윤
이 달라지고 수출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이를 기업의 이질성(firm
heterogeneity)을 가정하는 Melitz(2003) 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가장 핵심적인 가정은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일정한 고정비용이 투입되어야 하
고, 또한 수출을 위해서도 추가적인 수출고정비용(fixed export costs)과 수
출가변비용(variable export costs)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이러한 추가적
인 수출비용을 부담할 수 있을 정도로 생산성이 높은 기업만이 수출을 한다.
[그림 4-1]에서 는 기업의 이윤, 는 기업의 생산성,   는 국내 판매 이
윤,   는 수출 판매 이윤을 나타낸다. 국내생산을 위해서는 고정 비용이 만
큼 발생하고, 수출에는 그 보다 더 큰 고정비용 이 발생한다. 기업의 생산성이

D보다 낮으면 국내 판매 이윤이 음(-)이 되기 때문에 해당 산업에서 퇴출된다.
그리고 생산성이 N보다 높지 못한 기업은 수출 시 필요한 고정비용을 부담하
지 못하여 국내 판매만 집중하게 된다. 이제 부패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184) 비교우위의 원천으로서 제도의 역할에 대한 서술은 박순찬, 이종화(2017), pp. 35~51를 참고하였다.
185) Ibid.,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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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부패가 만연한 국가에 존재하는 기업의 경우 수출 시 필요한 인허가
및 행정 처리를 위해 고정비용과 가변비용의 형태로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한다고 가정한다. 부패로 인해 수출판매이윤곡선은   에서   로 낮아지
게 된다.

그림 4-1. 부패와 기업의 수출












X







자료: 저자 작성.

부패가 만연되어 있지 않은 국가의 경우 생산성이  보다 높은 기업은 수출
이윤이 양(+)이기 때문에 수출을 할 수 있는 반면에 부패가 심한 국가에서  과

 사이의 생산성을 가진 기업은 수출이윤이 음(-)이어서 수출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부패 정도가 낮은 국가에 비해 부패의 통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국
가의 비교우위가 더 낮고 수출 규모가 작은 것은 부패에 따른 추가적인 수출 고
정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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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역비용의 도출
가. 무역비용의 도출
관세, 운송비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무역비용은 직접 관찰할 수 없고 이에
대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도 또는 정책의 변화가 무역비용에 미치
는 영향을 직접 분석하기는 어렵다. 최근 Anderson and van Wincoop(2003),
Novy(2013) 등은 무역비용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Novy(2013)의 방법에 따라 무역비용의 대용변수를 마련하고, 부패가 무역비용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Anderson and van Wincoop(2003)은 무역비용
을 포함한 중력모형의 방정식을 도출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식 4-1]

여기서   는 국에서  국으로의 수출,   는 국의 명목소득,  
(    ∑   )는 세계 소득이다. 또한 (>1)는 재화간의 대체탄력성,   는 
국의 가격지수,   는 국의 가격지수를 나타낸다. 특히    를 다자간 저항
성(mulitilateral resistance)으로 칭하고 있으며, 이는 기타 나머지 국가와의
상대적 무역비용을 나타낸다. 또한 Andrerson and van Wincoop(2003)은
양자간 무역비용(bilateral trade costs)을 2개의 무역비용 대리 변수의 함수
로 가정한다. 즉    . 여기서  는 무역비용,  는 국경 관련 변수
(border-related variable) 또는 양국의 역사적 문화적 관계를 나타내며, 
는 양국간 거리(bilateral distance)를 가리킨다.
그러나 Novy(2013)는 Anderson and van Wincoop(2003)의 다자간 저
항성(multilateral resistance)은 국내거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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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식 4-1]에서 국의 국내거래를   로 나타내는데, 이는 다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식 4-2]



[식 4-1]을 활용하여 국과 국의 양자간 무역의 곱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식 4-3]

[식 4-2]와 [식 4-3]으로부터 다음의 관계가 성립한다.


  
 


  



    



[식 4-4]

[식 4-4]를 활용하여 국과 국의 양자간 무역비용( )을 기하 평균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식 4-5]

[식 4-5]에서  는 양국간 무역비용( )에 대한 국내거래비용( )을 나
타내는데, 국내거래(    )에 비해 국과  국의 양자간 무역(    )이 증가
하면 국내거래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국간의 무역이 쉬워지고,  는 작아진다.
본 연구는 [식 4-5]를 활용하여 양국간 무역비용을 직접 측정한다. 여기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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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부분은 [식 4-5]를 이용하여 측정한 무역비용은 국내거래와 국제거래
의 차이가 발생시키는 모든 요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포괄적이라는
점이다.

나. 무역비용 현황
[식 4-5]에 따라 무역비용 상당치(trade costs equivalents)를 산출하기 위
해서는 국내거래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는      




 의

관계

를 활용하여 도출할 수 있다. 즉 국내거래와 국제무역을 모두 포함한다. 이때
소득의 대용변수로 널리 이용되는 GDP는 부가가치의 개념이기 때문에 적합하
지 않다. Novy(2013)도 국내거래의 대용변수로 GDP를 활용하지 않고 총생산
(gross production)을 사용하고 있다. OECD STAN database는 총생산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나, OECD 국가에 한정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는 가능한 많은 국가를 포괄하기 위해 2011년 세계 122개국의 총생
산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GTAP database v.9을 이용한다.
[표 4-2]는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중국, 미국 등 주요 국가의 무역비용 상당
치를 나타내고 있다. 2011년 한국과 미국 사이의 무역비용 상당치는 83.7%,
한국-일본 및 한국-중국의 무역비용 상당치는 각각 75.4% 및 71.5%로 나타났
다. 한국과 EU 국가 사이의 무역비용 상당치는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과의 무역비용 상당치는 태국을 제외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
로 분석되었다. 일본도 영국, 독일, 프랑스 등 EU 국가와의 무역비용 상당치는
높고, 말레시아, 태국 등 아세안 국가와의 무역비용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
다. 아울러 중국은 EU 국가에 비해 아세안 국가와의 무역비용 상당치가 상대적
으로 낮으나, 한국 및 일본과 비교하면 약간 높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미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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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이 인접하고 NAFTA 회원국인 캐나다와의 무역비용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EU 국가와의 무역비용은 미국-캐나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
으나, 한국, 일본 및 중국과 EU 국가 사이의 무역비용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으
로 나타났다.

표 4-2. 주요 국가쌍의 무역비용
(단위: %)

국가쌍

무역비용

국가쌍

무역비용

한국

미국

83.7

일본

영국

111.6

한국

일본

75.4

일본

오스트리아

147.8

한국

중국

71.5

일본

벨기에

118.7

한국

호주

87.1

일본

덴마크

161.2

한국

영국

129.5

일본

프랑스

113.3

한국

벨기에

139.6

일본

독일

101.8

한국

덴마크

163.0

일본

이탈리아

136.2

한국

프랑스

118.6

일본

룩셈부르크

212.1

한국

독일

105.2

일본

네덜란드

137.5

한국

이탈리아

137.8

일본

노르웨이

152.0

한국

캐나다

119.9

일본

스웨덴

148.1

한국

타이완

80.4

일본

스위스

113.3

한국

홍콩

93.3

일본

캐나다

111.5

한국

인도

119.3

일본

핀란드

164.0

한국

인도네시아

86.2

일본

그리스

206.6

한국

말레시아

100.0

일본

아일랜드

144.3

한국

필리핀

101.9

일본

호주

77.8

한국

싱가포르

89.4

일본

말레시아

83.2

한국

태국

103.7

일본

필리핀

93.2

한국

베트남

84.6

일본

태국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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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계속
국가쌍

무역비용

국가쌍

무역비용

중국

미국

73.6

미국

영국

78.9

중국

영국

103.8

미국

오스트리아

114.6

중국

오스트리아

136.1

미국

벨기에

91.8

중국

벨기에

111.6

미국

덴마크

124.7

중국

덴마크

132.9

미국

프랑스

90.7

중국

프랑스

101.5

미국

독일

78.6

중국

독일

82.8

미국

이탈리아

103.6

중국

이탈리아

114.1

미국

룩셈부르크

144.5

중국

룩셈부르크

203.6

미국

네덜란드

98.5

중국

네덜란드

131.3

미국

노르웨이

115.5

중국

일본

70.7

미국

스웨덴

116.5

중국

타이완

72.4

미국

스위스

93.1

중국

홍콩

74.6

미국

캐나다

42.3

중국

인도

104.0

미국

일본

77.8

중국

인도네시아

98.1

미국

핀란드

138.0

중국

말레시아

85.8

미국

그리스

135.1

중국

필리핀

99.7

미국

아일랜드

83.6

중국

싱가포르

88.8

미국

말타

155.2

중국

태국

89.6

미국

포르투갈

143.9

중국

베트남

92.8

미국

스페인

112.6

자료: GTAP database(v.9) CD를 이용하여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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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패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가. 실증분석모형과 데이터
무역 흐름을 분석하는 데 가장 많이 활용되는 실증분석모형은 중력모형
(gravity model)이다. 중력모형은 양국의 무역 규모는 양국의 시장 규모에 비
례하며 거리에 반비례한다는 것으로, 여기에 양국의 특수한 관계를 반영
하기 위해 공통언어, 식민지여부 등의 역사 및 사회문화적 관계를 포함한
다.186)
부패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Anderson and Marcouiller
(2002), Dutt and Traca(2010) 등 소수에 불과하다. Anderson and
Marcouiller(2002)는 부패와 계약의 불완전성이 무역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Dutt and Traca(2010)는 1982~2000년 기
간 128개 수출국과 126개국 수입국의 무역을 분석하였는데, 전체적으로 부패는
일종의 세금으로 작용하여 무역을 저해한다는 분석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관세
율이 25~30%를 초과하는 국가의 경우 무역장벽을 회피하기 위한 국경에서의 부
패(border corruption)는 무역을 촉진한다는 증거를 발견하였다. 부패와 관련
된 연구 중 Helble, Shepherd, and Wilson(2007)은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APEC 국가의 투명성(transparency) 제고로 역내 무역이 7.5% 증가한다고 보고
한 바 있다. Abe and Wilson(2008a)은 Helble, Shepherd, and Wilson(2007)
의 투명성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정치를 이용하여 연산가능일반균형모
형(CGE model)을 이용하여 투명성 제고와 부패의 감소에 따른 무역비용의 감소
가 APEC 국가의 후생과 GDP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Anderson and Marcouiller(2002), Dutt and Traca(2010)에 따라 본 연

186) 박순찬(2016),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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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부패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실증분석
모형은 다음과 같다.

Ln          Ln         Ln      
[식 4-6]

            

각 변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t시점에서 국으로부터 국으로의 수출다양도와 수출집약도
⦁  : 국과 j국의 수도간 거리
⦁X: 동일 대륙에 존재하는지 여부, 식민지 경험, 공통 언어 및 동일 종교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RTA: 지역무역협정 체결을 나타내는 더미변수
⦁ : 양국의 부패통제지수의 합
⦁Year: 연도 더미

[식 4-6]의 중력모형은 양국간의 무역이 오로지 양국의 관계에 의해서만 결
정된다고 가정하고 있다. 두 국가 사이의 무역은 양국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국가와의 상대적 무역비용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Anderson and
van Wincoop(2003)은 나머지 국가와의 상대적 무역비용을 다자간 저항성
(multilateral resistance)이라 칭하고 있다.187) 아울러 Baier and
Bergstrand (2007)는 지역무역협정 체결은 내생변수이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
지 않을 경우 편의(bias)가 발생한다고 지적하였고 지역무역협정의 평균처리
효과(average treatment effects)를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Rose and van

187) Ibid.,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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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coop (2001), Mélitz(2007) 등은 국가고정효과(country fixed effects
model)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188) 그러나 국가의 특성도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패널 데이터에서는 시간이 변함에 따라 국가의 특성도
변화할 수 있다.189) 그러므로 Baldwin and Taglioni(2006)는 시간변동 수출
국 수입국 고정효과모형(time-varying exporter and importer fixed
effects model)을 제시하고 있다.190) 이러한 점을 감안한 실증분석모형은 다
음과 같이 표현된다.

Ln                 Ln        Ln   
               

[식 4-7]

실증분석모형 [식 4-6]과 [식 4-7]은 로그선형모형(log-linearized gmodel)
이다. 그러나 Santos Silva and Tenreyro(2006, 2011), Magee(2008)는 전통
적인 표준 패널데이터 분석 방법인 고정효과 및 임의효과모형을 사용할 경우 선
택 편의(selection bias)와 이분산 편의(heteroskedasticity bias)가 초래된다
고 지적하고 있다.191) 다시 말해서 양국간 무역실적이 없어서 영의 무역(zero
trade)은 분석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
행 연구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192) Helpman, Melitz and
Rubinstein(2008)은 먼저 어떤 국가가 특정 국가로 수출 여부를 프로빗
(probit)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한 후에 로그 중력모형을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하
고 있다. 두 번째 방법으로 Santos Silva and Tenreyro(2006)는 Poisson
Pseudo-Maximum Likelihood(PPML)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Santos Silva

188) Ibid,, pp. 9~10.
189) Ibid,, p. 10.
190) Ibid,, p. 10.
191) 정여천, 박순찬, 강부균(2013), p. 65.
192)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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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enreyro(2011)는 Helpman, Melitz and Rubinstein(2008)의 2단계
추정방법은

모형의 모든 확률요소(Random Component)가 동분산적

(homoskedastic)이라고 가정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택 편의의 문제를 해
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Poisson
Pseudo-Maximum Likelihood(PPML)을 적용하며, 실증분석모형은 다음과
같다.

   exp          Ln         Ln   
                

[식 4-8]

국가간 무역 흐름에 대한 데이터의 출처는 IMF의 Direction of Trade193)이며,
무역은 양국 수출의 합으로 정의하고, 분석 기간은 1998~2013년 연간 데이터를
사용한다. 아울러 각 국가의 실질 GDP에 대한 데이터는 World Development
Indicators(World Bank)194)에서 구하였다. 그리고 양국간 거리는 두 국가의
수도(capital city) 사이의 거리(km)로 측정하였으며, 국경 인접 여부, 공통 언어
등에 대한 데이터는 CEPII에서 얻었다. 아울러 국가의 부패 통제에 대한 데이터는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World Bank)195)이다. 부패통제지수는
–3∼3의 값을 가지며, 지수의 값이 높을수록 부패 통제가 잘 이루어져서 부패가
심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데이터가 제공되는 기간은 1998~2013년인데, 1999년
과 2001년 데이터는 제외되어 있다.
실증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의 통계는 [표 4-3]에 요약되어 있다.

193)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http://data.imf.org/?sk=9D6028D4-F14A-464C-A
2F2-59B2CD424B85(검색일: 2016. 7. 22).
194)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s://data.worldbank.org/data-catalog/world-develop
ment-indicators(검색일:2016. 5. 10).
195)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https://data.worldbank.org/data-catalog/worldwide-go
vernance-indicators(검색일: 2017.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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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통계 요약
변수

평균

표준편차

lntrade

1.990

3.817

ln(GDP*GDP)

20.755

3.016

lnDist

8.497

0.837

공통언어

0.159

0.366

식민지

0.012

0.111

국경인접

0.020

0.140

RTA

0.129

0.335

부패통제

0.107

1.454

나. 분석 결과
[표 4-4]는 부패와 무역의 관계를 패널데이터 분석 방법인 국가쌍 임의효과
(random effect) 및 고정효과(fixed effect)로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모형 (1)은 임의효과를 적용한 결과인데, 대부분의 변수는 기대했던 부호를 갖
고 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다만 식민지 계수 값은 유의하지 않게 나
타났다. 양국 부패 통제의 계수 값은 0.121이고 1% 수준에서 유의한데, 이는
부패통제지수가 1포인트 증가하면 무역은 12.1%(=0.121*100) 증가함을 의미
한다.
모형 (2)는 국가쌍 고정효과를 적용하였는데, 이로 인해 시간 불변(time
invariant) 국가쌍의 특징을 나타내는 거리, 공통 언어, 식민지 등의 변수는 사
라진다. 지역무역협정의 계수 값은 0.049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지역무역협정
의 무역창출효과가 약 5%(=exp(0.049)-1)임을 의미한다. 아울러 본 연구의
핵심 변수인 양국의 부패통제지수 계수 값은 양(+)의 부호를 갖고 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모형 (3)은 국가의 특징도 시간의 변화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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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반영하고 Anderson and van Wincoop(2003)이 지적한 여타 국가와의
상대적 무역비용을 나타내는 다자 저항성(multilateral resistance)을 통제하
기 위해 시간변동 국가고정효과(time-varying country fixed effects)를 적
용한 결과를 나타낸다. 모형 (3)에서 관측치가 줄어든 것은 단 1개의 관측치만
존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부패통제지수의 계수 값은 0.034로 낮아졌으
나, 여전히 5%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아울러 R-sq.는 0.92로 증가하여
다른 모형에 비해 높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표 4-4. 부패와 무역의 관계(OLS)
종속변수:

(1)

(2)

(3)

ln(Trade)

국가쌍 임의효과

국가쌍 고정효과

국가쌍 고정효과

1.087

1.196

1.227

(0.006)***

(0.019)***

(0.025)***

ln(GDP*GDP)
ln(Dist)
식민지
공통 언어
국경 인접
지역무역협정

-0.935
(0.019)***
0.035
(0.073)
0.231
(0.024)***
2.233
(0.122)***
0.145

0.049

0.075

(0.018)***

(0.019)***

(0.019)***

0.121

0.081

0.034

(0.009)***

(0.011)***

(0.015)**

미포함

미포함

포함

관측치

146,253

146,253

145,661

R-sq.

0.69

0.59

0.92

부패 통제
시간변동
국가고정효과

주: 분석에는 상수항을 포함하였으며 별도로 보고하지 않는다. ( ) 안의 숫자는 표준편차를 나타내며, ***, **는 1% 및
5% 수준에서의 유의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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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설명하였듯이 로그선형모형을 이용하면 영(zero)의 무역은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PPML 추정 방식을 적용하였으며, 그 결
과는 [표 4-5]에 제시되어 있다. 모형 (1)은 국가쌍 임의효과모형을 적용한 결
과이며, 모형 (2)와 (3)은 국가쌍 고정효과모형을 적용한 결과를 나타낸다. 모
형 (1)에서 식민지를 제외한 모든 변수는 기대했던 부호를 갖고, 1% 수준에서
유의하게 분석되었다.
시간변동 국가고정효과를 적용한 모형 (3)에서 부패 통제의 계수 값은 [표
4-4]의 분석 결과보다 낮은 0.021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패통제지수가 1포인
트 증가하면 무역은 2.1% 증가함을 의미한다.

표 4-5. 부패와 무역의 관계(PPML)
종속변수:

(1)

(2)

(3)

ln(Trade)

국가쌍 임의효과

국가쌍 고정효과

국가쌍 고정효과

ln(GDP*GDP)
ln(Dist)
식민지
공통 언어
국경 인접
지역무역협정
부패 통제
시간 변동 국가
고정효과
관측치

1.088

1.086

0.885

(0.001)***

(0.005)***

(0.001)***

-0.067
(0.001)***
-0.017
(0.001)
0.041
(0.001)***
2.533
(0.139)***
0.015

0.014

0.010

(0.001)***

(0.001)***

(0.001)***

0.015

0.026

0.021

(0.000)***

(0.000)***

(0.001)***

미포함

미포함

포함

171,820

165,839

164,820

주: 분석에는 상수항을 포함하였으며 별도로 보고하지 않는다.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편차를 나타내며, ***, **는 1%
및 5% 수준에서의 유의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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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패가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
운송네트워크에서의 부패가 국경을 넘어 재화를 이동시킬 때 발생하는 비용
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여러 연구가 있다. Clark, Dollar,
Micco(2004)는 항구에서의 뇌물이 항구의 비효율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임을 확인하였고, Yang(2008)은 항구에서의 부패가 얼마나 만연해 있고 제거
하기 어려운지를 보여준다. Sequeira and Djankov(2014)는 부패가 기업의
행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면서, 부패를 담합적 부패(collusive
corruption)와 강압적 부패(coercive corruption)로 구분하고 있다. 담합적
부패는 불법적 거래로 발생하는 지대(rent)를 공무원과 기업이 서로 배분할 때
발생하고 강압적 부패는 공무원이 기업에게 추가적인 사례금을 요구할 때 발생
한다고 정의하면서, 담합적 부패는 수입 물량의 축소 신고 등으로 인해 정부의
관세수입 감소로 이어지고 강압적 부패는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
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Sequeira(2016)는 남아프리카와 모잠비크 사이의
무역을 대상으로 수입 과정에서의 부패와 관세 회피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는
데, 관세 철폐가 뇌물 공여의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뇌물 금액도 크게 낮
춘다고 보고하였다. Gaurav and Mathur(2016)는 Novy(2013)의 방법에 따
라 인도와 EU 사이의 무역비용을 추정하고 중력모형의 기본 통제변수와 관세
율 및 지역무역협정이 무역비용의 주요 결정요인임을 보여주었다.

가. 실증분석모형과 데이터
본 연구는 부패가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실증분석모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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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n    ln           
  ′  ′   

[식 4-9]

: 무역비용
ln : 양국 부패인식 지수 합의 로그값

 : 양국간 거리
 : 지역무역협정
: 양국 관세율의 합
 : 국경 인접 여부, 식민지 경험 및 공통 언어 등 양국의 문화ㆍ역사적 관계
앞서 살펴보았듯이 본 연구는 무역비용을 2011년 세계 경제를 나타내는
GTAP database v.9을 이용하여 구하였기 때문에 [식 4-9]에서 2011년의 양
국간 무역비용이 종속변수가 되고 패널분석이 아니라 횡단면 분석
(cross-section analysis)이 된다.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양국간 거리, 공통 언
어, 식민지 경험과 같은 문화 및 역사적 요인과 더불어 양국의 관세율과 지역무
역협정을 양국의 무역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 통제변수로 설정한다. 여기에
양국의 부패통제지수를 추가로 도입함으로써 부패와 무역비용의 관계를 분석
한다. 또한 관찰할 수 없는 국가 고유의 특징을 통제하기 위해 국가고정효과
(  )를 포함한다.
부패 수준은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제공하
는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 index)196)를 이용하여 측
정한다. 부패인식지수는 0~100의 값을 가지며 100에 가까울수록 부패에
대한 통제가 잘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0에 가까울수록 부패가 만연해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 부패인식지수가 0~100의 값을 갖기 때문에 해석
의 편의를 위해 무역비용과 부패인식지수는 자연로그를 취하였다.
196) 국제투명성기구 CPI 관련 홈페이지, http://www.transparency.org/research/cpi/cpi_early/0
/(검색일: 2017.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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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관세율 데이터는 TRAINS database(UNCTAD)197)에서 얻었
으며 가중평균 실행관세율을 이용한다. 나머지 변수들은 앞서 부패와 무
역의 관계를 설명할 때와 같다.

나. 기본 분석 결과
분석 결과는 [표 4-6]에 요약되어 있다. 모형 (1)은 국가고정효과는 포함하
고 관세율과 지역무역협정은 포함하지 않은 채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는데, 모
든 변수의 계수 값은 기대했던 바와 같은 부호를 보이고 1% 수준에서 유의성을
나타내고 있다. 양국간 거리의 계수 값은 양(+)의 부호를 갖고, 지역무역협정은
음(-)의 부호를 보이고 있다. 모형 (3)은 관세율, 지역무역협정 등 무역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모두 포함하였으나, 국가고정효과모형은 적용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낸다. 모형 (4)에서는 본 연구에서 고려하고 있는 모든 변수를
포함하고 국가고정효과모형을 적용하였다. 부패인식지수의 계수 값은 모형 (4)
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다른 모형에서는 누락변수의 편의(omitted
variable bias)로 부패인식지수의 계수 값이 과대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을 시사한다. 모형 (4)에서 부패인식지수의 계수 값이 –0.406이므로, 이는 부
패인식지수가 1% 증가하면 무역비용이 0.406% 감소함을 의미한다.

표 4-6. 부패 방지가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무역비용의

(1)

(2)

(3)

(4)

0.218

0.216

0.129

0.190

(0.006)***

(0.006)***

(0.008)***

(0.007)***

-0.278

-0.266

-0.307

-0.270

(0.025)***

(0.026)***

(0.029)***

(0.026)***

로그값
ln(Dist)
식민지

197) Trade Analysis Information System(TRAINS), http://unctad.org/en/Pages/DITC/TradeAnalysis/Non-Tariff-Measures/NTMs-trains.aspx(검색일: 2017.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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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계속

공통 언어
국경 인접

-0.092

-0.096

-0.089

-0.090

(0.014)***

(0.014)***

(0.015)***

(0.014)***

-0.291

-0.294

-0.438

-0.285

(0.030)***

(0.030)***

(0.031)***

(0.030)***

관세율

0.010

0.003

0.009

(0.001)***

(0.001)***

(0.001)***

지역무역협정

-0.167

-0.110

(0.016)***

(0.014)***

양국 부패인식

-0.520

-0.412

-0.470

-0.406

지수 합의 로그값

(0.018)***

(0.024)***

(0.021)***

(0.023)***

국가고정효과

포함

포함

미포함

포함

관측치

5,955

5,692

5,692

5,692

R-sq.

0.57

0.57

0.35

0.57

주: 분석에는 상수항을 포함하였으며 별도로 보고하지 않는다.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편차를 나타내며, ***, **는 1%
및 5% 수준에서의 유의도를 나타낸다.

다. 강건성 검증(robustness check)
앞서 부패가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부패의 정도를 나타내는
대용 변수(proxy variable)로 부패인식지수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부패 수준
의 측정에 내재되어 있는 측정 오류(measurement error)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추정치의 편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검토하
기 위해 부패에 대한 대안 지수로 World Bank에서 제공하는 부패통제지
수198)를 이용한다. 부패통제지수는 약 –3~+3의 값을 갖는데 3에 가까울
수록 부패 통제가 잘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증분석모형은 [식 4-9]에서 설정한 모형과 비슷한데, 부패통제지수가 -3
∼+3의 값을 갖기 때문에 로그 값을 취하기 어렵다. 따라서 양국 부패통제지수
198)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https://data.worldbank.org/data-catalog/worldwide-go
vernance-indicators(검색일:2017.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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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합을 부패의 대용변수로 사용한다.
[표 4-7]은 부패 통제가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모형 (1)은 부패 통제를 포함하지 않고 무역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국간 거리, 공통언어, 국경의 인접 여부 등 문화 및 지리적 요인, 그리고 지역
무역협정, 관세율 등을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모든 변수의 계
수 값은 기대했던 바와 같은 부호를 보이고 1% 수준에서 유의성을 나타내고 있
다. 양국간 거리의 계수 값은 양(+)의 부호를 갖고, 지역무역협정은 음(-)의 부
호를 보인다.

표 4-7. 부패와 무역비용의 관계에 대한 강건성 검증
종속변수:
무역비용
ln(Dist)
식민지
공통 언어
국경 인접
지역무역협정
관세율

(1)

(2)

(3)

(4)

0.258

0.300

0.295

0.436

(0.017)***

(0.017)***

(0.017)***

(0.016)***

-0.658

-0.586

-0.580

-0.493

(0.054)***

(0.050)***

(0.051)***

(0.052)***

-0.272

-0.205

-0.218

-0.224

(0.033)***

(0.032)***

(0.033)***

(0.032)***

-0.461

-0.569

-0.584

-0.300

(0.052)***

(0.056)***

(0.056)***

(0.057)***

-0.425

-0.294

-0.286

-0.157

(0.033)***

(0.032)***

(0.033)***

(0.032)***

0.037

0.006

0.021

(0.002)***

(0.002)**

(0.004)***

부패 통제

-0.233

-0.217

-0.210

(0.008)***

(0.010)***

(0.012)***

국가 고정효과

미포함

미포함

미포함

포함

관측치

5,692

5,955

5,692

5,692

R-sq.

0.23

0.29

0.29

0.50

주: 분석에는 상수항을 포함하였으며 별도로 보고하지 않는다.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편차를 나타내며, ***, **는 1%
및 5% 수준에서의 유의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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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3)은 무역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 통제변수와 더불어 본 연구의 핵
심 변수인 부패 통제를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부패 통제의
계수 값은 –0.217이고 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부패통제지수가
1포인트 증가하면 무역비용은 21.7% 감소함을 의미한다. 부패통제지수는 –3
∼3의 값을 갖고 있는데, 2011년 우리나라의 부패통제지수는 0.461이고 미국
의 부패통제지수는 1.265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부패통제지수가 1포인트 증가
하기 위해서는 부패가 상당 수준으로 감소해야 한다.
모형 (1)~(3)은 국가고정효과를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락변수의 편의
(omitted variable bias)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통제하기 위
해 국가고정효과(country fixed effects)를 적용하였으며 그 분석 결과는 모형
(4)에 제시하고 있다. 계수 값의 절대치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모든 변수의 계수
값은 기대했던 부호를 갖고 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부패 통제의
계수 값도 –0.21로 음(-)의 부호를 갖고 1% 수준에서 유의하며, 이는 부패통제
지수가 1포인트 증가하면 무역비용은 21%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에서는 부패를 나타내는 변수로 부패인식지수가 아닌 부패통제지수를
이용하여 강건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다른 지수를 이용했을 때도 비록 계수 값
의 크기에는 차이가 있지만 부패가 무역비용에 매우 부정적이고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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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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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패 방지의 경제적 효과 분석
3. 분석 결과

1. 실증분석을 위한 시나리오 구상
가. 시나리오 구상을 위한 고려사항
본 절에서는 부패가 무역 및 무역 비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범위 안에서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제4장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부패 방지 정책의
성공적 이행이 무역 및 후생효과 증대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를 실증적으
로 분석하고자 한다. 하지만 국별로 부패 방지 정책의 목표와 추진 강도가 다양
하고 법적, 제도적 기반이 상이하기 때문에 분석 결과의 정책 유효성을 제고하
기 위해서는 현실을 반영한 시나리오의 구상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제3장에서 분석ㆍ제시한 한국의 부패 수준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
과 현실적인 국제사회의 정책수요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근거를 바
탕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1)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부패인식지수 상승에 대한 정책수요 발생
제3장에서 살펴본 한국의 부패 수준에 대한 국제 민간기관의 평가는 IMD를
제외하면 모두 2014년 11월부터 2016년 9월 사이의 자료를 활용하여 측정된
결과이다. 따라서 2017년 발생한 한국 대통령의 탄핵사태와 연계된 부패 사건
으로 인해 이후 한국사회에 대한 국제신인도가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관련 기업
의 국제거래 참여에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단기적
으로는 부패에 대한 엄정한 적발과 무관용 처벌에 대한 정치적 의지 및 실행계
획을 국제사회에 전파하고 각인시키기 위한 정책적 결단이 우선적으로 마련되
어야 할 것이다. 한편 중장기적으로 공직자와 기업의 윤리의식 정착, 실효적인
법적 제도적 기반 확충, 부패의 폐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진행되어 한
국이 국제사회의 부패 방지 논의를 선도한다면 한국의 국가청렴도가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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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부패 방지를 위한 국제적 공조 확산
본 연구의 2장에서는 경제교류가 심화되고 글로벌 생산네트가 확대됨으로
써 국제기구와 무역협정에서 부패 방지를 위한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
음을 살펴보았다. 국제기구가 주도하는 OECD의 뇌물방지협약과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UN 반부패협약 추진과 함께 WTO, APEC, G20 등 국제 경제협
력체에서도 부패와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공여 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
속하고 있다. 또한 한ㆍ미 FTA, TPP와 같이 체약국의 부패 관행을 무역협정에
서 명시적으로 규율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OECD는 공정한 경쟁구도를 훼손함으로써 무역비용의 상승에
직적접인 영향을 미치는 해외 공무원에 대한 뇌물 공여 행위를 근절할 목적으
로 뇌물방지협약과 사후관리를 위한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1999
년 OECD 협약 발효 이후 2014년까지 적발된 총 427건의 해외뇌물 연루 범죄
에 대해서 신체형 118건(집행유예 38건 포함), 벌금형 261건이 선고되고 사건
의 69%는 당해국의 국내법 절차에 따라서 합의(settlement) 형식의 법적
제재를 받았다.199) 위의 통계수치에서 알 수 있듯이 국경을 넘어서 발생
하고 있는 뇌물 사건은 적발 건수도 상대적으로 미미하고, 기소 전 단계에
서 사전합의로 형사처벌을 면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하지만 OECD
의 합의사항은 권고 이상의 준강제성을 보유한 국제협약이기 때문에 동료
적 압박을 주요 수단으로 하는 APEC이나 G20의 권고안보다 규제의 효율
성이 높다. 따라서 국제무역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들 사
이에서 공무원에 대한 뇌물 공여를 일종의 무역장벽으로 규정하고 해당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확충되고 있게 하는 추세이다. 실제로
1977년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199) OECD(2014), p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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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이후 OECD 뇌물방지협약이 발효되면서 한국을 비롯한 다수 OECD
회원국들은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제정하여 이를 위반한 기업
을 적발하고 형사처벌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더욱이 2016년 3월 16일
개최된 ‘OECD 부패 방지 각료회의’선언문에서는 기업이 뇌물 방지 및 부
패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함으로써 국제상거래 질서 확립 과정에
서 민간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부패 방지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OECD 등 국제사회에서는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증여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적발ㆍ법 집행을 실시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는 등 해외뇌물
및 부패 척결을 위한 효과적인 국제공조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이
를 수용하기 위한 국내법과 제도의 확충, 민간기업의 윤리의식 제고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부패 방지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나. 시나리오 설정
[표 5-1]은 2016년 국제투명성기구에서 176개국을 대상으로 평가한 부패
인식지수 가운데 35개 OECD 회원국들의 부패인식지수와 순위를 정리한 내용
이다. 덴마크와 뉴질랜드의 부패인식지수는 90점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공동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멕시코의 부패인식지수는 30점으로 1위와 무
려 60점 차이를 보이면서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순위에 머물고 있다. 한편 우
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OECD 평균 부패인식지수 68.63점에 15점 이상 미
달하는 53점으로 OECD 회원국 중에서는 하위권에 해당하는 29위에 머물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OECD 평균 지수에 미달하는 국가는 총 15개국이며
프랑스가 OECD 평균에 근접한 69점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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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OECD 회원국 평균 부패인식지수(2016)
OECD

부패인식

회원국

지수

OECD

부패인식

회원국

지수

덴마크

90

1

에스토니아

70

22

뉴질랜드

90

1

프랑스

69

23

핀란드

89

3

칠레

66

24

스웨덴

88

4

이스라엘

64

28

인식 순위

인식 순위

스위스

86

5

폴란드

62

29

노르웨이

85

6

포르투갈

62

29

네덜란드

83

8

슬로베니아

61

31

캐나다

82

9

스페인

58

41

독일

81

10

라트비아

57

44

룩셈부르크

81

10

체코

55

47

영국

81

10

대한민국

53

52

호주

79

13

슬로바키아

51

54

아이슬란드

78

14

헝가리

48

57

벨기에

77

15

이탈리아

47

60

오스트리아

75

17

그리스

44

69

미국

74

18

터키

41

75

아일랜드

73

19

멕시코

30

123

일본

72

20

OECD 평균

68.63

자료: Transparency International Homepage CPI 2016 data set, https://www.transparency.org/news/feature/
corruption_perceptions_index_2016#resources(검색일: 2017. 6. 9) 참고하여 저자 작성.

한편 [표 5-2]는 국제사회에서 부패 방지 논의를 핵심 논의 과제로 채택하고
있는 APEC, G20 회원국의 부패인식지수 순위와 점수를 평균점수와 함께 비
교해서 제시하고 있다. 표의 내용과 같이 APEC과 G20 회원국의 평균 부패인
식지수는 각각 54.62와 54.10으로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OECD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APEC , OECD 공히 상위권과 하위권에 분포되어 있는 회원
국들 사이에 부패 인식 수준의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는 특징을 보인다. 즉 하위
권 국가들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국내적 정책요구와 함께 협의체 내에서 ‘동료들
의 압박(peer pressure)’이 상당히 존재할 개연성이 적지 않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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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노력이 부패와 무역의 연계라는 관점에서 국
제교역 활성화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평가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이 국제사회에서 부패 방지 논의를 주도하고 있
는 OECD와 APEC, G20 간 평균 부패인식지수와 상ㆍ하위 회원국 간의 편차
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 부패 방지 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구상한다.

표 5-2. G20, APEC 회원국 평균 부패인식지수(2016)
G20

부패인식

APEC

부패인식

회원국

지수

회원국

지수

독일

81

영국

81

10

뉴질랜드

90

1

10

싱가포르

84

7

호주
미국

79

13

캐나다

82

9

74

18

호주

79

13

일본

72

20

홍콩

77

15

프랑스

69

23

미국

74

18

캐나다

82

9

일본

72

20

EU

59.91

칠레

66

24

인식 순위

인식 순위

한국

53

52

대만

61

31

이탈리아

47

60

브루나이

58

41

사우디 아라비아

46

62

한국

53

52

남아공

45

62

말레이시아

49

55
79

터키

41

64

중국

40

브라질

40

75

인도네시아

37

90

중국

40

79

페루

35

101
101

인디아

40

79

필리핀

35

인도네시아

37

90

태국

35

101

아르헨티나

36

95

베트남

33

113

멕시코

30

123

멕시코

30

123

러시아

29

131

러시아

29

131

파푸아 뉴기니

28

136

평균

54.62

평균

54.10

자료: Transparency International Homepage CPI 2016 data set, https://www.transparency.org/news/feature/
corruption_perceptions_index_2016#resources(검색일: 2017. 6. 9)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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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나리오 I
시나리오 I은 한국이 부패인식지수 제고를 위해 단기와 중장기 달성 수준과
목표에 차이를 둔다는 가정 아래 다음과 같이 I-1, I-2, I-3로 구분하여 효과를
추정한다.

시나리오 I-1: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를 APEC평균에 해당되는 54.62로 향상
시킴(단기전략)

시나리오 I-2: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를 OECD 평균과의 격차를 50% 줄이는
60.82로 향상시킴(중기전략)

시나리오 I-3: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를 OECD 평균에 해당되는 68.63으로
향상시킴(장기전략)

(2) 시나리오 II
시나리오 II-1: 전 세계 국가의 부패인식지수 5% 향상
시나리오 II-2: 전 세계 국가의 부패인식지수 10% 향상

2. 부패 방지의 경제적 효과 분석
앞서 부패가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장에서는 제도 개선
및 국제 협력으로 부패가 일정 범위 내에서 방지될 경우를 가정하고 그 경제적
파급효과를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으로 분석한다. 부패는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거나, 경제주체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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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구조에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자원의 생산성을 저하하는 등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갖는다. 그러나 이 모든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부패 방지에 따른 무역비용의 절감에 한정하여 경제적 효과를 분석
한다.

가. 시나리오의 설정의 경제적 함의
본 연구는 부패 방지를 위한 국가 협력과 관계없이 우리나라가 자발적으로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노력을 경주하는 경우와, 국제 협력을 통해 전
세계의 부패 근절을 위해 노력한 결과 부패 방지 수준이 향상된다는 2가지 기
본적인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현 정부는 부패 청산을 주요 국정 과제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실행할 경우
우리나라의 부패 방지 수준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지만 부패
방지 수준의 향상은 제도와 관행의 개선, 인식의 전환 및 실제 행위의 실행 등
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패 방지 수준이 급격하게 개선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자발적 개선 노력에 있어 단기, 중
기 및 장기 목표라는 3가지 경우를 설정하였다. 부패 방지 수준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장기적인 목표로 설정하였다. OECD 부패인식지수
의 평균은 68.63이며, 2016년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는 53으로 상당한 격차
를 보이고 있다.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부패인식지
수를 약 29.5% 향상시켜야 하는데, 부패인식지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향
상시키는 것은 짧은 시간에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다. OECD 평균 수준
도달 이라는 가정은 30%에 달하는 부패 인식 수준의 수치적인 달성만으로 충
족되는 조건은 아니다. 부패 인식 수준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국가의
개발 정도, 제도(institution), 시민의식,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 준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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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평균에 근접하는 프랑스와 일본 수준으로 격상되어야만 달성 가능한
목표인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가 우리나라와 OECD 평균의 중간 값인
60.82에 도달하는 것을 중기 목표로 설정하였다. 우리나라의 부패 방지 수준
을 현재보다 약 14.7% 이상 향상시켜야하기 때문에 이 또한 단기간에 달성하
기 어렵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APEC 국가 부패인식지수의 평균이 우리나라
보다 높은 54.62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APEC 평균 수준으로의 향상을 단
기적인 목표로 설정하여 실증분석에 적용한다.

표 5-3. 시나리오의 설정

자발적
개선

국제 협력

시나리오 I-1

APEC 평균 수준으로 한국 부패인식지수 향상(단기 목표)

시나리오 I-2

OECD 평균과의 격차 1/2 축소(중기 목표)

시나리오 I-3

OECD 평균 수준으로 한국 부패인식지수 향상(장기 목표)

시나리오 II-1

전 세계 국가 부패인식지수의 5% 향상

시나리오 II-2

전 세계 국가 부패인식지수의 10% 향상

부패 방지를 위한 국제 협력으로 어느 정도 부패 방지가 이루어질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추론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는 불가피하게 임의로 5%
및 10% 개선을 가정한다. 이는 자의적인 설정이 분명하다. 그러나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과 국제 협력이 어느 정도의 경제적 파급효
과를 갖는지를 파악하는 데 있고, 국제 협력으로 어느 정도 부패 방지가 이루어
질 것인지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자의적인 가정
이 불가피하다.
앞서 부패가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부패인식지수와 부패통제지수라는
2가지 지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무역비용을 분석할 때 부패인식지수는 자
연로그를 취하였기 때문에 그 계수 값을 탄력성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반면,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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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지수는 –3∼+3의 값을 갖기 때문에 자연로그를 취하지 못하였으므로 해석
에 주의가 요망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부패인식지수를 이용하여 부패가 무
역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무역비용 절감 시나리오를 설정
한다. 부패인식지수가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부패인
식지수가 1% 개선되면 무역비용은 0.406%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각 시나리오별 무역비용 절감효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의 2016
년 부패인식지수는 53인데, APEC 평균인 54.62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가 3.05% 향상되어야 하므로 무역비용은 약 1.24%(=3.05*0.406)
절감될 수 있다. 또한 중기 목표인 OECD 평균과의 중간 값 60.82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가 약 14.75% 향상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무역비용은 약 5.99% 절감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OECD 평균은 68.63이므
로 우리나라가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부패인식지수가
29.49% 향상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가 OECD 평균 수준
에 도달할 경우 무역비용은 11.973% (=29.49*0.406) 절감될 수 있다. 아울러
국제 협력의 결과로 전 세계 국가의 부패인식지수가 5~10% 개선되면, 무역비
용은 평균 2.03~4.06% 절감될 수 있다.

나. 분석모형 및 데이터
제도 개선 및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부패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무역
비용이 절감되면 수출과 수입이 촉진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
기 위해서는 무역비용을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CGE model)에 포함시켜야 한
다. 무역비용의 감소는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제거와 같은 효과를 지
니며, 소비자가 인지하는 실제 가격의 하락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계를 CGE모형
에 포함하기 위해 본 연구는 Hertel, Walmsley, and Itakura(2001)의 방법을
따라 실효가격(effective price)의 개념을 도입한다.200)  국가가 국가로부터

130 • 부패 방지의 국제적 논의와 무역비용 개선의 경제적 효과

수입하는  재화의 실효가격을    로 표시하면, 수출자의 수출가격(    )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식 5-1]

초기균형에서 의 값은 1이다. CGE 모형은 일반적으로 가격과 양을 분리하
여 나타내는데, 모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화의 양적 변수를 다음과 같
이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유효수입량(effective quantity of imports)을
나타내는 새로운 변수    를 도입하며, 다음의 관계가 성립한다.




      ⋅ 

[식 5-2]

[식 5-1]과 [식 5-2]의 양변을 서로 곱하면              가 성립하
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CGE 모형은 비선형 등식을
선형화하여 변화율로 모형을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식 5-1]과 [식
5-2]를 전미분하여 기존의 CGE 모형에서 가격과 수입량을 나타내는 모든 등
식에 반영한다.
부패 방지에 따른 무역비용 절감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본 연구
는 정태 CGE 모형과 자본축적 CGE 모형 2가지를 적용한다. 정태 CGE 모형
은 무역비용 절감에 따른 이익을 자원배분의 효율성(resources allocation
efficiency) 증진으로 파악하며, 무역비용 절감의 이익을 일회적인 효과
(one-shot effect)로 파악한다.
한편 자본축적 CGE 모형은 무역비용 절감으로 발생한 정태적 효과가 다시
경제주체의 저축과 투자행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발생되는 추가적인 경제적
200) 무역비용을 CGE모형에 반영하기 위한 방법은 김상겸, 박인원, 박순찬(2009), pp. 100~102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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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급효과를 파악한다. 즉 부패 방지에 따른 무역비용의 절감으로 인한 정태적
효과로 소득이 증가하고, 증가된 소득의 일부가 다시 저축됨으로써 투자와 자
본스톡이 증가하여 국내총생산이 더욱 크게 증가하는 효과를 포착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Baldwin(1989, 1992)에 의해 밝혀졌는데, 이를 본 연구의 주제인
무역비용 절감에 적용할 수 있다.
우선 무역비용의 변화로 무역이 촉진되면 각 국가는 비교우위를 지닌 산업
으로 생산요소를 이동시키므로 해당 경제의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이
것이 전통적 무역이론과 완전경쟁에 기초한 정태적 일반균형연산(CGE)모형이
파악하는 무역자유화의 정태적 효과이다. 이로 인해 생산량이 증가하면 소득이
증가하는데, 증가된 소득 중 일부가 저축되기 때문에 투자와 자본스톡이 증가
하게 되며, 이에 따라 소득 수준은 더욱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2011년 세계 경제를 나타내고 있는 GTAP database v.9
를 이용한다. 이 데이터는 140개국의 산업연관 관계 및 양자간 산업별 교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분석의 편의를 위해 본 연구는 데이터를 한국,
중국, 일본, 미국, EU, ASEAN 등 7개 지역으로 구분한다. 산업은 농림수산광
업, 운송장비, 서비스를 비롯하여 10개 산업으로 분류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
서 이용한 분석모형은 [표 5-4]에 나타나듯, 7개국 10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5-4. 국가 및 산업분류
국가 분류
1. 한국

산업 분류
1. 농수산물 및 광물

2. 일본

2. 섬유 및 의류

3. 중국

3. 화학

4. 미국

5. 철강 및 금속제품

5. ASEAN

6. 운송장비

6. EU

7. 전기 및 전자

7. 기타 나머지

8. 기계
9. 기타 제조업
10.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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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결과
먼저 [표 5-5]는 정태 CGE 모형 및 자본축적 CGE 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
라의 자발적 부패 방지 수준의 향상이 각 시나리오별로 이루어질 때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나타낸다.

표 5-5. 시나리오 I의 경제적 파급효과
(단위: 백만 달러, %)

정태 CGE모형

자본축적 CGE모형

I-1

I-2

I-3

I-1

I-2

I-3

후생

1.60

7.65

15.43

2.58

12.89

24.71

후생 평가 금액

16,378

78,536

158,306

26,523

132,474

253,591

실질 GDP

0.86

4.12

8.36

2.40

12.01

22.99

수출

1.71

8.70

27.29

3.84

19.57

36.54

먼저 우리나라 부패 방지 수준이 APEC 국가의 평균 수준으로 향상된다고
가정한 시나리오 I-1을 정태 CGE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의 실질 GDP는 약 0.86% 증가하고, 후생 증가의 평가 금액은 약 164억 달러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시나리오를 중장기적 효과를 포착하는 자
본축적 CGE 모형으로 분석하면 실질 GDP는 2.4%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
다. 또한 자본축적 CGE 모형을 적용하면 수출은 중장기적으로 3.84%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가 우리나라와 OECD 평균의 중간 값으로 향
상된다고 가정한 시나리오 I-2를 정태 CGE 모형으로 분석하면, 후생은 약
7.65% 증가하며, 이를 금액으로 평가하면 약 78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부패 수준 향상의 중기 목표인 시나리오 I-2를 자본축적 CGE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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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석하면 중장기적으로 실질 GDP 상승효과가 12%에 달할 것으로 분석
되었다.
우리나라 부패 방지 수준이 OECD 평균으로 상승하여 무역비용이
11.973% 절감될 경우 실질 GDP가 8.36% 증가하고, 후생 증가의 금액은 약
1,583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자본축적에 따른 추가적인
효과를 고려하면, 실질 GDP는 약 2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6]은 부패 방지를 위한 국제 협력을 통해 전 세계 국가의 부패인식지
수가 5% 개선된다고 설정한 시나리오 II-1의 분석 결과를 요약해서 보여준다.
단기적으로 한국의 실질 GDP 증가는 약 1.23%에 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2.75% 실질 GDP 증가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체로 한국이 가장 큰
긍정적 효과를 누릴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본 연구는 부패 방지의 경제적 효과
가 무역비용의 절감으로 나타난다고 설정하고 있고,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국제 협력을 통해 전 세계 국가의 부패 방지 수준이 10% 향상된다고 가
정한 시나리오 II-2를 분석한 결과는 [표 5-7]에 제시되어 있다. 정태 CGE 모

표 5-6. 시나리오 II-1
(단위: 백만 달러, %)

정태 CGE 모형
후생

EV

한국

1.52

15,631

중국

0.65

40,722

일본

0.42

20,667

실질

자본축적 CGE 모형
실질

수출

후생

EV

1.23

0.64

2.62

26,879

2.75

2.29

0.60

2.47

1.08

67,898

1.14

2.51

0.36

1.53

0.75

36,728

0.79

1.70

GDP

GDP

수출

미국

0.38

51,708

0.37

2.47

0.55

74,779

0.61

2.79

아세안

1.57

28,843

1.22

0.56

3.06

56,439

3.22

3.15

EU

1.12

167,823

0.90

0.79

1.84

276,516

1.91

2.21

기타

0.71

138,401

0.65

1.38

1.39

269,187

1.39

2.11

주: EV는 후생 평가 금액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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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한국의 후생 증가는 약 3%에 달하고 금액으로는
약 30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실질
GDP 증가 효과는 약 5.5%로 나타났다.

표 5-7. 시나리오 II-2
(단위: 백만 달러, %)

정태 CGE 모형
후생

EV

한국

3.01

30,924

중국

1.3

일본
미국

실질

자본축적 CGE 모형
실질

수출

후생

EV

2.43

1.27

5.24

53,828

5.51

4.55

81,500

1.21

4.88

2.17

136,544

2.29

5.00

0.84

41,102

0.71

2.99

1.51

73,435

1.59

3.38

0.76

103,981

0.75

4.81

1.11

150,468

1.23

5.52

GDP

GDP

수출

아세안

3.11

57,298

2.42

1.09

6.18

113,911

6.5

6.30

EU

2.23

334,705

1.80

1.54

3.69

555,018

3.83

4.37

기타

1.43

277,283

1.30

2.70

2.79

540,829

2.79

4.18

주: EV는 후생 평가 금액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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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패 방지 정책의 경제적 효과 및 정책 함의
앞에서 우리나라의 자발적인 부패 청산을 위한 제도 개선과 노력이 경주될
때와 국제 협력을 통해 전 세계 차원에서 부패 방지 수준이 일정 범위 내에서
향상될 때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부패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부
패에 따른 생산적인 자원의 오용, 부패의 지대추구행위(rent seeking)로 인한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의 발생, 비효율적 투자, 그리고 생산요소의 비효
율적 배분(misallocation of production factors)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와
는 달리 본 연구는 부패 방지가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부패 방지
를 통한 무역비용의 절감이 각 국가의 실질 GDP 및 후생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부패 방지의 경제적 효과는 매우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부패 방지가 사회결속력의 제고, 자율적 시민사회의 확립
및 민주주의의 실현 등과 같은 사회 및 정치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고 기업 및
산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비교우위를 강화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부패 방지 수
준이 OECD 평균 수준으로 향상될 경우에 중장기적으로 실질 GDP가 약 23%
증가할 정도로 그 경제적 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여러 정권 초기에 시행되었던 반부패 정책들은 대부분 일회성에 그침으로써 부
패 방지 수준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지 못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부패 방지
수준이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여 우리나라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부패 방지 정책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전 세계의 부패 방지 수준 향상을 위한 국제 협력도 매우 유의미한 경
제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전 세계 부패 방지 수준이 10%
향상되는 시나리오 II-2를 가정하고 자본축적 CGE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에

138 • 부패 방지의 국제적 논의와 무역비용 개선의 경제적 효과

따르면 전 세계 후생의 증가가 약 1조 6,2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자체의 부패 방지 수준 향상이 첫 번째 과제이지만, 동시에 수출이 경
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수입국의 부패 방지 수준
향상이 우리나라의 수출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수출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 세계의 부패 방지 수준 향상을 위한 국제 협력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이다.

2. 부패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과제
3장에서 한국의 부패 수준에 대한 현 좌표와 부패 근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4장에서는 한국의 부패 수준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 개선이 한
국경제에 파생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효율적인 부패 통제는 한국경
제의 지속성장에 매우 유익한 경쟁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추론을
실증분석을 통해 입증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제시한 경제적인
유익이 현시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부패구조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선행되
고 개선과제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
서 수행한 정성적ㆍ정량적 분석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과제를 제안하
고자 한다.
첫째, 한국은 효율적인 부패 통제 측면에서 국제 수준에 매우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국경제가 실증분석에서 제시된 경제적 혜택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부
패 방지 제도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종합적으로 개선하겠다는 확고한 정
책의지가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부패인식지수(국제투
명성기구 평가 기준)를 단기적으로는 APEC 평균 수준, 장기적으로는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하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하지만 역대 정부의 지속적인 노
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부패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원인으로는 권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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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 권력 집중현상, 불투명한 법 집행과 행정서비스 체계, 시민사회의 부패 척
결의지 미약, 기업의 도덕불감증 등 사회 전반의 구조적인 취약성을 들 수 있
다. OECD를 중심으로 APEC, G20 등에서 논의되고 정치적으로 결단한 합의
사항 준수만을 목적으로 하는 일회성 면피용 제도 개선으로는 한국의 뿌리 깊
은 부패 관행을 척결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부패 척결이 국제경제 무대에서 한
국의 도덕적 권위를 높이고 국가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는 최
고통치자의 단호한 의지가 국내외적으로 공표되고 구체적인 행동계획으로 옮
겨져야 할 것이다.
둘째, 공권력 중심의 부패 방지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 일반국민
과 전문가 집단 간의 소통과 공조체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부패 척결은 사회
의 부패 유발 원인과 책임에 대한 사회 구성원간의 합치를 전제로 한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2016)는 한국사회의 부패 유발 근원에 대한 시각이 사회 구성
원간에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일반 국민들은
공무원이 부패하다는 응답 비율이 51.6%인 데 반하여 공무원은 불과 4.6%만
이 공직사회가 부패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부패를 바라보는 일반
국민과 공무원의 부패 유발 책임에 대한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면 정부와 민간
의 상호 불신이 초래될 수 있다. 부패 행위 이해당사자의 여론이 존중되지 않는
환경은 사회통합과 참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효율적인 부패 방지
전략 마련과 이행 과정에서 순조로운 정책 조율을 기대하기 힘들다.
셋째, 부패를 유발하는 각종 법, 제도, 관행의 미비점을 과감하게 보완하고
재정비하여야 한다. 국제투명성기구는 OECD 협약국의 뇌물 방지 이행 준
수를 적극, 보통, 제한, 미온 4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는데,201) 한국의 뇌
물사건 집행(색출, 기소, 처벌) 수준은 ‘가장 소극적(little or no)’인 국가에서 ’
제한적(limited)’인 국가로 한 단계 격상되었다. 하지만 동 기구는 한국의 뇌물
201) 국제투명성기구는 2005년부터 OECD의 의뢰로 해외뇌물방지협약의 국별 이행 정도를 평가
분석한 이행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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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여 적발 건수가 미흡하고 처벌 기준이 관대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202)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 출범 이후 뇌물 수뢰액의 2~5배를 추징하는 가중 처
벌조항이 신설되고,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부패의 사후통제 시스템 작동을 위
한 법과 제도는 구비되었다. 하지만 부패에 연루된 고위공직자나 재벌에 대한
적발이 소극적이고 처벌은 엄격하지 않기 때문에 부패를 억제하는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못하다. 온정주의와 연고주의에 얽매인 사회문화적 폐습
은 과감하게 일소하여 부패공급자와 부패수요자에 대한 ‘무관용 주의’ 문화와
엄격한 처벌 관행을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 모니터링 시스템과 부패 유발 대상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제도가
사회에 정착되어야 한다. 특히 부패는 행위의 은밀성과 은폐적인 속성으로 인
해 사전 통제와 적발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조직의 부패 행위를 고발하는
‘내부자고발’ 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한국은 2013년 3월 공익신고자보호
법을 제정하여 공익신고자의 신상을 제3자에 대해 공개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
지하고 있다. 하지만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부패 행위를 고발한 공익신고자가
조직 내에서 배신자나 밀고자로 취급을 받아 불이익을 당하는 폐쇄적인 조직문
화가 타파되지 않는다면 부패 억제 기능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OECD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부패 방지 논의 확산에 대비한 기업의
윤리의식 제고와 함께 정부와 해외진출 한국기업 사이의 협력ㆍ지원 체계가 강
화되어야 할 것이다. OECD 뇌물방지협약을 비롯한 부패 방지를 위한 국제적
협약과 협력은 ‘공급 측면’에서 공직자에 대한 뇌물 공여 행위에 대한 규제를
목적으로 출발하였지만 현재는 국제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민간기업간의 뇌
물 제공 행위로 논의 영역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와 같이 국제거
래에서 뇌물 공여 행위주체인 기업의 윤리의식이 확고하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202) 2015년 발간된 국제투명성 기구의 OECD 뇌물방지 협약 이행보고서는 OECD 뇌물방지협약 가입
17개국을 제외한 과반수 회원국들의 1999년 이후 해외뇌물 사건에 대한 기소 건수가 전무하다고 보
고하고 있다. Transparency International(2015), pp. 4-5 내용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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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제적인 부패 방지 논의 흐름에 대한 기업의 정확한 이해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윤리 기준의 잣대가 되는 회계기준의 보완을 포함
한 국제 수준에 합치하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하여 변화에 대한 한국기업의
실천적 의지가 국제사회에서 인지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의 정
보교환, 유기적인 지원 체계, 민관 합동 교육 및 홍보 기능 강화를 통하여 불투
명한 정부-기업 간의 관계가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상생 파트너 구조로 전환
되어야 할 것이다.

3. 부패 방지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가. 부패 방지 제도 개선을 위한 외국의 모범사례 활용
본 연구의 3장에서는 ① 정부 부패 방지 정책 추진의 비효율성 ② 일반 국민
의 낮은 부패 방지 참여 의식 ③ 기업 윤리의식 결여 등 3가지 측면에서 한국 부
패 방지 제도의 저해요인을 살펴보았다. 결국 이와 같은 저해요인들은 국가 이
미지 실추와 국가 신인도 하락, 이로 인한 외국인투자 유치 감소, 한국 제품에
대한 국제적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부패 척결을 위한
유효하고 실행 가능한 처방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대외교역에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는 한국경제에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부패의 역기능이 파급될 것으
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적으로 대외교역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국제투명성기구 등 국제사회에서 부패인식지수가 높은 국가들의
부패 방지 정책과 이행 활동을 살펴봄으로써 3장에서 제시한 개선과제의 해법
이 될 수 있는 모범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표 6-1]은 2016년 부패인식지수
상위 60개국의 수출입 비중을 제시하고 있다. 표의 내용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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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무역 규모가 큰 국가의 부패인식지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한국은 이탈리아, 중국과 함께 교역 비중은 높지만 부패
통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203) 2016년 부패
인식지수 순위 상위 6개국인 뉴질랜드,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스위스, 노르
웨이는 유럽지역에 위치한 소국으로 스위스를 제외하고는 세계무역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큰 나라는 아니다. 2016년 한국이 세계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수출 3.13%, 수입 2.51%)과 비슷한 규모의 국가인 싱가포르와 네덜란드, 캐
나다, 독일, 영국, 호주, 벨기에, 홍콩, 미국, 일본의 부패인식지수는 20위권에
포함되어 있다. 20위권 내에 포진한 국가들 가운데 부패 방지에 관한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 총 교역 규모 면에서 한국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
면서 강력한 부패방지법 체제를 갖추고 있는 영국, 한국보다 국가 규모는 작지
만 교역 비중이 높으면서 강력한 부패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동양문화권
의 싱가포르, 홍콩 이 네 나라의 부패 방지 정책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부패 방지 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표 6-1. CPI 순위와 교역 비중(2016년 기준)
Global
국가

CPI
2016

순위

WEO

Insight

Forum

Country

EOS

Risk
평점
83

PERC

수출

세계

Asia

비중

비중

경쟁력

Risk

(2016,

(2016,

지수

Guide

%)

%)

0.21

0.22

95

수입

뉴질랜드

90

덴마크

90

85

83

98

0.60

0.53

핀란드

89

3

91

83

94

0.36

0.38

스웨덴

88

4

86

83

86

0.88

0.87

스위스

86

5

80

83

88

1.92

1.66

1

90

IMD

203) 2016년 중국의 CPI 지수는 79위이며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수출 및 수입 비중은 각각 13.5%와
9.8%임(표 6-1 자료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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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계속
Global
국가

CPI
2016

순위

WEO

Insight

Forum

Country

EOS

Risk

IMD

PERC

수출

세계

Asia

비중

비중

경쟁력

Risk

(2016,

(2016,

지수

Guide

%)

%)

0.55

0.44

89

2.08

1.74

평점

수입

노르웨이

85

6

80

83

83

싱가포르

84

7

88

83

91

네델란드

83

8

82

83

89

3.59

3.12

캐나다

82

9

73

83

85

2.46

2.64

독일

81

67

83

85

8.44

6.53

룩셈부르크

81

영국

81

10

호주

79

13

아이슬란드

78

14

벨기에

77

홍콩

77

15

85

83

81

0.10

0.13

80

71

80

2.58

3.94

80

83

81

81

1.21

1.25

0.03

0.04

74

2.92

3.20

2.51

2.30

85

83

80

82

83

87

73

83

79

오스트리아

75

17

73

71

74

미국

74

18

65

71

74

아일랜드

73

19

83

71

83

일본

72

20

78

71

74

우루과이

71

21

68

59

64

78

0.96

0.97

9.17

13.54

0.81

0.48

4.07

3.75

0.05

0.05

에스토니아

70

22

76

71

66

0.08

0.09

프랑스

69

23

69

71

73

3.16

3.54

바하마

66

0.00

0.02

칠레

66

24

64

59

54

0.38

0.34

아랍에미리트

66

86

47

81

1.23

1.72

59

부탄

65

27

59

71

0.00

0.01

이스라엘

64

28

69

59

64

0.38

0.45

폴란드

62

56

59

60

1.28

1.22

51

포르투갈

62

바르바도스

61

타이완

61

카타르

61

슬로베니아

61

29

31

59

59

48

71

68

71

65

82

47

58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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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5

0.42

0.00

0.01

80

0.34

0.18

46

0.21

0.19

51

표 6-1. 계속
Global
국가

CPI
2016

순위

WEO

Insight

Forum

Country

EOS

Risk
평점

세인트루시아

60

세인트빈센트

60

보츠와나

60

도미니카

59

카보베르데

59

리투아니아

59

코스타리카

58

브루나이

58

35
52
38

0.16

0.17

49

59

56

59

46

59

0.06

0.10

61

71

0.00

0.00

1.82

1.92

59

그레나다

56

46

사이프러스

55

49
47

마우리티우스

54

르완다

54

대한민국

53

나미비아

52

슬로바키아

51

54

말레이시아

49

쿠바

47
47

53

41

48

이탈리아

%)

0.00

44

48

%)

0.04

57

48

Guide

0.00

라트비아

헝가리

지수

0.05

59

루마니아

(2016,

59

47

49

(2016,

59

51

48

Risk

0.00

68

요르단

비중

경쟁력

0.00

44

크로아티아

수입

0.00

58

55

비중

0.00

57

55

수출

Asia

59

조지아

몰타

PERC

세계

47

스페인

체코공화국

IMD

38

0.01

0.06

0.08

0.09

47

0.00

0.00

47

0.01

0.04

46

59

54

59

45

47

1.03

0.88

0.02

0.04

53

59

0.01

0.01

76

59

0.00

0.01

52

49

47

53

49

59

50

55

57

60

47

34

59

45

56

59

52

50

44

3.13

2.51

0.03

0.04

0.49

0.47

1.19

1.10

39

47

38

0.09

0.14

60

34

53

0.03

0.10

43

59

37

0.64

0.58

37

59

37

0.40

0.46

0.01

0.05

2.91

2.50

47
47

59

39

자료: 국제투명성기구 2016년도 CPI, https://www.transparency.org/news/feature/corruption_perceptions_inde
x_2016(검색일: 2017. 6. 26); IMF, http://data.imf.org/?sk=9D6028D4-F14A-464C-A2F2-59B2CD424B
85&sId=1390030341854(검색일: 2017. 6. 26) 참고하여 저자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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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인식 제고
외국인 기업의 뇌물 공여 행위를 공정하고 자유로운 국제무역을 왜곡시키는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규율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 필요성을 제기한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은 자국 기업이 연루된 해외뇌물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7년 해외부패방지법(FCPA: Foreign Corruption Practices
Act)을 제정하였다. 당초 FCPA는 1974년 미국 닉슨 대통령의 사임으로까지
확대된 워터게이트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미국기업의 해외뇌물 관행
을 규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204) 하지만 FCPA는 1998년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을 위한 후속작업과 함께 해외뇌물 사건의 관할권 역외적용
규정을 편입하였다. 개정된 FCPA에 근거하여 미국과 직접적인 연고가 없더라
도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 중이거나 통신망, 이메일, 미국금융기관 전산망을
이용한 법인이나 개인에게 FCPA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FCPA 관
할권 확대는 제3국에서 발생하는 외국기업의 뇌물 공여 관행을 자국이 직접 응
징함으로써 미국기업의 해외 영업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FCPA는 개인과 법인을 나누어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형벌 규정에 있어 법인
은 증뢰 행위 시 최고 200만 달러와 받은 이익의 2배 중 더 큰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다만 기업의 해외 영업 활동에 치명적인 수출 면허 박탈, 미국
내 공공사업 입찰 금지, 증권 거래 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 부과로 기업의
해외뇌물 예방 및 재발 방지 기능이 강화되는 효과도 있다. 일례로 독일의 다국
적 기업 Siemens는 2008년 아르헨티나, 멕시코, 베네수엘라, 중국 등에 정부
조달 사업 참여를 목적으로 14억 달러에 달하는 뇌물을 공여한 혐의가 미국,
독일 당국에 포착되어 피해국 정부와 별도 합의(outside settlement)를 통하
여 총 16억 5,000만 달러의 벌금 지급에 합의하고 추가적인 형사책임에 대한
면책권을 부여 받은 바 있다.205)
204) FCPA 제정 배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조은경(2003), 이상환(1999), 김종범, 김준기(1996) 내용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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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FCPA 위반으로 적발되고 처벌된 사례 5건의 뇌물 공여 대상과 업
종은 중국(1건, 게임), 칠레(1건, 광산업), 멕시코ㆍ브라질(1건, 의료용품), 베
네수엘라(2건, 에너지)로 나타나고 있다.206) 1998년 FCPA 개정 이후 중국,
중남미 지역의 정부 또는 국영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정부조달, 채
굴사업권, 에너지 사업과 연계된 부패 행위에 대한 동 법의 적용 사례가 늘어나
고 있음이 관찰되고 있다.207) 현재까지 FCPA 위반 혐의로 우리나라 기업이 처
벌을 받은 전례는 없다. 하지만 OECD 뇌물방지협약을 비롯한 부패 방지 국제
협약의 모태인 FCPA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기업 윤리의식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기업과 정부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우선 한국기업이 FCPA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법무부와 SEC가 제공하
고 있는 기업 준수 프로그램 관련 평가(Evaluation of Corporate Compliance
Programs)208)의 내용을 토대로 기업 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s)
을 강화해나가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기업의 사업망이 미국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개도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포진되어 있음을 감안할 경우 윤리의식 제고 수준을 넘어서 기업의 사
회적인 책임 준수라는 보다 능동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2013년 4월 24일 방글
라데시 Rana Plaza가 붕괴되면서 의류노동자 1,100여 명이 사망하고 2,500
여 명이 부상을 당한 사고는 개도국에 진출한 다국적기업 부패의 폐해를 국제
사회에 각인시켰다. 이를 계기로 기존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확대, 강
화시킨 기업책임경영(RBC: Responsible Business Conduct)의 중요성이 부
각되고 있다.209)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RBC는 글로벌 가
205) 지멘스는 FCPA 위반 혐의로 미국 법무부에 4억 5,000만 달러, 미국증권거래위원회에 3억 5,000만
달러 등 총 8억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미국에 지급하였고 독일 정부에 대하여는 이보다 많은 8억 5,000만

206)
207)
208)
209)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지불하였음, http://www.fcpablog.com/blog/2008/12/16/final-settle
ments-for-siemens.html(검색일: 2017. 7. 2).
https://www.justice.gov/criminal-fraud/related-enforcement-actions(검색일: 2017. 7. 2).
Ibid.
https://www.justice.gov/criminal-fraud/page/file/937501/download(검색일: 2017. 7. 2).
OECD 부패방지과(Anti-corruption Division) 담당자 Mr. Patrick Moullet 면담 내용(2017.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 147

치사슬 아래서 파생된 열악한 노동조건과 환경문제 개선에 더하여, 기업의 부
패 방지 책임과 함께 투자유치국 노동자의 인권보호, 제도 개선과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책임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개도국 진출 한국기업은 현지에서 통용
되는 부적절한 방법과 타협하지 않고 RBC의 정신에 입각하여 부패문화 근절
환경 조성에 솔선수범해야 한다. 일례로 2016년 미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초로 자국 기업인의 RBC 규정 준수를 목적으로 ‘RBC 행동계획(RBC
Action Plan)’을 제정하였다. 한국정부도 유사한 행동계획을 마련하여 해외
진출기업의 지침서로 활용한다면 투자 유치국의 지속적이며 포용적인 경제성
장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건전한 기업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
로 판단된다.

2) 무관용(zero tolerance) 양형 기준과 처벌 관행 정립
영국은 국제무역과 금융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로, 뇌물이나 기타 부
정한 금융의 흐름에 대해 선도적으로 통제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국제적
인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210)
영국은 2010년 부패 방지 법안을 정비하여 국내 뇌물죄와 해외 뇌물죄, 공
적 부패 및 사적 부패를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뇌물규제법(Bribery Act)211)을
마련하였고 2011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영국 뇌물규제법 제6조는 OECD
뇌물방지협약과 관련하여 외국 공무원의 능력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뇌물을 제
공한 자에 대해 뇌물공여죄로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미국 FCPA와 유사성이 있
으나, 미국의 FCPA에서는 외국 공무원의 뇌물과 관련하여서만 제한을 가하고
있는 데 반해 영국의 뇌물법은 공적/사적을 불문하고 어떤 대상에게도 기능이
4. 11, OECD 사무국).
210) HM Government(2014), UK Anti-Corruption Plan, p.18, https://www.gov.uk/government/
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388894/UKantiCorruptionPlan.pdf(검
색일: 2017. 7. 1).
211) 영국의 뇌물규제법,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10/23/contents(검색일: 2017.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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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활동의 부적절한 성과(improper performance)를 낼 목적으로 뇌물을 공
여하거나 수수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212)
또한 영국 뇌물법은 처벌도 매우 엄격하여, FCPA법은 형사처벌 시 5년 이내
의 징역을 규정한 데 반해 영국 뇌물법은 10년 이내의 징역이 가능하다. 또한
아직은 브렉시트(Brexit)가 협상 중이므로 영국은 EU 회원국인데, EU 정부조
달 준칙(Public Procurement Directive)에 따라 부패 행위로 형을 선고받을
경우 EU 국가의 사업, 공급 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적 계약에 영구적으로
참여를 금지시키고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10년 Bribery Act 제정 이후 영국의 국제신인도는 2013년 17위, 2014
년 14위, 2015년 10위, 2016년 10위(81점)로 국제적인 부패인지도가 지속적
으로 상승하고 있다. 공적영역과 사적영역 구분 없이 미국의 FCPA 및 우리 형
법보다 엄격한 영국의 양형기준과 무관용 처벌기준을 참고하여 한국의 부패 방
지 제도를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표 6-2.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증뢰죄 처벌 비교
미국 FCPA
5년 이하의 징역과 최고 25만
개인

달러와 받은 이익의 2배 중 큰
금액 벌금

법인

최고 200만 달러와 받은 이익의
2배 중 큰 금액 벌금

영국 뇌물법

우리나라

10년 이하의 징역과 상한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없는 벌금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한선 없는 벌금

10억 원 이하의 벌금

자료: 미국과 영국 관련 내용은 White & Case(2016), the Bribery Act: The changing face of corporate liability,
p. 13, https://www.whitecase.com/publications/insight/bribery-act-changing-face-corporate-liability
(검색일: 2017 .7. 7); 우리나라 관련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 및 제4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0682&efYd=20141015#0000(검색
일: 2016. 5. 22) 참고하여 저자 정리.

212) Association of Corporate Counsel, The UK Bribery Act and the US FCPA: the Key Differ
ences, http://www.acc.com/legalresources/quickcounsel/UKBAFCPA.cfm?makepdf=1
(검색일: 2017.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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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패 방지 전담기구의 강력한 통제 권한과 교육 기능 제고
CPI 순위에서 안정적으로 10위권 안에 드는 유일한 아시아 국가인 싱가포
르의 높은 청렴도는 지도층의 부패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이룩한 성과이
다. 1940~50년대 초의 싱가포르는 이른바 “관계(꽌시)”를 중시하는 중국 문화
의 영향을 받아 지금과는 달리 부패가 일상화된 사회였다. 그러나 경찰이 아편
강탈에 관여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부패한 경찰에 부패 사건을 맡길 수 없다는
이유로 1952년 경찰 내의 반부패 부서를 분리하여 독립적인 엄격한 부패방지
기구인 탐오조사국(貪汚調査局, CPIB: 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을 설립하였다.213) 1960년 리콴유(李光耀)의 집권과 함께 부패방지
법이 제정되고 부패 방지 전담기구인 탐오조사국의 권한은 더욱 강화되었다.
싱가포르의 부패 사건 조사는 부패 범죄에 대해 경중을 불문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여 증뢰자와 수뢰자 모두를 처벌하고, 원칙적으로 이첩수사 대신 직접
수사를 행하며 익명 신고(고발)에도 의존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214) 다만
탐오조사국이 기소권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기소가 필요한 사건은 검
찰에 넘겨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있다. 2015년 탐오조사국의 연례보고서
에 따르면 조사가 등록된 132건의 사건 중 89%는 민간 분야, 11%는 공적 분야
였으며 유죄 선고율(conviction rate)은 97%에 달한다.215) 이와 같이 탐오조
사국은 공직자와 민간의 부패행위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권 행사에 더하여 학
생, 정부기관, 민간기업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반부패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부패의 폐해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홍콩은 1974년 출범한 부패 방지 전담기구인 염정공서(廉政公署, ICAC: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tion)의 적극적인 부패 방지 정
213) 한국형사법학회(2013), pp. 12~13.
214) 한국형사법학회(2013), p. 16.
215) CPIB, Annual Report 2015, p. 8, https://www.cpib.gov.sg/sites/cpibv2/files/CPIB_Annual
Report2015.pdf(검색일: 2017.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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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추진에 힘입어 아시아 지역에서 싱가포르와 함께 높은 국가 청렴도를 유지
하고 있다. 염정공서는 부패 혐의자의 체포와 구금을 포함하는 강력한 사법권
과 수사 권한을 위임 받았을 뿐 아니라 국민의 부패 방지 인식 제고를 위한 홍
보, 교육, 훈련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부패 예방 기능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싱가포르와 홍콩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부패 방지 전담
기구에 강력한 권한 위임과 함께 부패의 폐해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제고가 이
루어져야만 효율적인 부패 방지 시스템이 정착할 수 있다. 관련하여 지난 2008
년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폐합되어 현재에 이르는 한국 부패방지기구의 독립성
과 위상 강화 논의에 앞서, 최고 정책담당자의 강력한 반부패 의지 천명과 함께
지속가능한 반부패 문화 확산을 위한 투명사회 협약 등 공공, 기업, 시민사회의
협력적 거버넌스 복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216)

4) 내부고발자 보호범위 확대
한편 미국의 부패 방지 법제도는 내부고발자 보호에 특별한 관심을 쏟고 있
다. 내부고발자보호법을 통해 내부고발 사항에 대한 사후조치 및 내부 고발자
에 대한 처우 등을 매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 심사국을 통
해 공적 영역의 내부고발자 보상 및 보호를 보장하고 있다. 내부신고자 보호법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of 1989)에 따르면 모든 연방기관은 매년
의회에 내부고발자 보복과 관련하여 내부고발 사항에 대한 사후조치, 내부신고
자 보복과 관련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항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17) 한편 싱가포르 부패방지법은 제보자가 허위인 것을 알면서 신고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보자의 신원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도록 공익신고자 보
호규정(제36조)을 두고 있다.218)
UN 반부패협약에서는 체약국의 자율성에 의거하여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
216) 김거성(2017), pp. 6~7 내용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217) 나채준(2015), p. 39.
218) 한국형사법학회(2013),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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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장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내부고발이 부패 적발 및 척결에
있어 중요한 수단임을 인식하고 2015년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하여 공
익신고자 보호 범위를 기업으로까지 확대하는 한편, 포상금제도, 양벌규정 등
을 마련하여 내부 신고자 보호 장치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219) 하지만 익
명신고 제도와 함께 공익신고자의 대상에서 제외된 교육기관이나 보호시설의
내부고발과 관련된 공익제보 보호의 확대가 요망되고, 내부고발자의 전직, 승
진, 특별채용, 보상금 증액 등의 보상체계 강화를 위한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
는 주장도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220) 내부고발자 보호정책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미흡한 보호 수준을 강화하고 추가적인 장려책과 지원강화책을 모색
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가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221)

나. 국제공조 확대
국내제도 개선과 더불어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부패 방지 노력은 한국의 무
역비용 절감과 수출입 촉진을 위해서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과제이다. 한국의
국제적인 부패 방지 노력이 국제사회의 부패 방지 기반 조성에 기여한다면 한
국의 부패 척결 의지에 대한 국제적인 시각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
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의 국제적 부패 방지 공조 확대방안은 현
재 국제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패 방지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과 국제경제
협력의 장에서 한국의 발언권과 기득권을 활용한 부패 방지 논의 주도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2장에서 살펴본 내용과 같이 OECD, UN 등의 국제기구와 G20,

219) 국민권익위원회(2016) 내용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220) 장진희, 조은경(2012); 김거성(2017) 내용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221) HM Government(2016) 내용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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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등의 경제협력포럼에서는 부패를 국제거래 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
로 인식하고 국제사회의 부패 방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의 핵심 과제
인 부패와 무역비용 분석구조 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요소는 해외뇌
물 행위이다. 뇌물방지협약 이후 개최된 최초의 각료급회의인 OECD 부패 방
지 각료회의(2016년 3월 16일)에서는 내부고발자 보호, 부패 방지 국제공조
강화, 부패 방지 정책의 준수 등 3가지 안건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각료들
은 회원국의 부패 척결에 대한 정치적 결단을 표명한 ‘반부패 각료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동 선언문에는 법 집행 활동 모니터링, 해외뇌물 사건 적발 및 처
벌 관련 국제적 공조 강화, 부패 방지에 대한 기업의 인식 제고와 부패 척결 노
력에 동참 필요성 강조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준사법
적인 성격을 지닌 OECD 뇌물방지협약의 차질 없는 준수 및 각료선언문 후속
조치 이행과 병행하여 2018년 12월에 예정된 제4단계 평가에 대비하여야 한
다. 비록 한국은 2014년 실시된 제3단계 평가에서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
았지만, 제4단계 평가 결과에서 우수한 판정을 받아서 한국 부패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 무엇보다 법 집행의 효과
성 및 국가별 심층 분석을 실시하는 4단계 평가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한국이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 자진신고 촉진, 행위 적발과 처벌 분야에서 모범관행을
보여주기를 희망한다는 OECD 관계자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체계적인 평가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부처간 협력체계를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222)
둘째, 국제사회에서 국가경쟁력 제고 수단으로서 부패방지의 경제적 기능에
비중을 두고 접근하는 기구는 OECD, G20, APEC 등이다. OECD 34개 회원
국 가운데 유일하게 호주, 캐나다, 일본, 한국, 멕시코, 미국 등 6개국만이 G20
과 APEC의 정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더욱이 2016년 기준 한국은 수출 7
위, 수입 12위 규모를 자랑하는 무역대국으로 세계상품 무역시장의 흐름에 상
222) OECD 부패방지과(Anti corruption division) 담당자 Mr. Patrick Moullet 면담 내용(2017.
4. 11, OECD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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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한 국가이다. 이와 같은 국제적 영
향력과 발언권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한국은 보다 능동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진
행되고 있는 부패 방지 논의를 주도하는 계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
구는 우리나라 부패 방지 수준이 OECD 평균으로 상승하여 무역비용이
11.973% 절감될 경우 실질 GDP가 8.36% 증가하고, 후생 증가 금액은 약
1,583억 달러에 달하는 것이라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한국은 본 연
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국제사회에 부패 인식 수준 향상으로 파생된
무역비용 절감이 매우 효율적인 국제교역 활성화 수단이라는 이론적 근거를 제
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G20 또는 APEC 정상 차원에서 구체적인 무역비
용 절감 목표가 설정되고 동료들의 압박(peer pressure)을 수단으로 하는 평
가 시스템 도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국제사회의 반부패 논의는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맞이할 것이다. 목표 설정에는 국별 부패 방지 수준 격차를 인정
하여 신축성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한국은 단순한 목표치 제안에 그치지 않고
당해 경제협력포럼 공동의 부패 방지 능력배양 사업에 대한 재정적 후원과 함
께 회원국들의 무역비용 절감 노력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
발에 인적, 물적 지원을 공여하는 등 사후관리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은 2017년 현재 15개 교역 파트너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FTA Hub 국가이다. ASEAN과 인도를 제외하고 한국이 맺
은 대부분의 FTA는 협정문에 투명성 제고 준수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주로
공표의무, 통지 및 정보 제공, 접촉선, 재심 및 불법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는 내
용으로, 순수하게 부패 방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협정은 한ㆍ미 FTA 뿐이다.
한ㆍ미 FTA 협정문 제21.6조는 국제무역 및 투자에서 뇌물수수 또는 부
패를 근절할 목적으로 부패 방지를 별도의 조항으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다.223) 합의 내용에는 부패를 FTA의 효과를 왜곡하는 주요 요인으로
223) http://www.fta.go.kr/webmodule/_PSD_FTA/us/doc/kor/64-21Transparency.pdf(검색
일: 2017.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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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고 무역, 투자, 경쟁정책, 환경, 노동 분야에서 발생하는 부패 근절
을 위해 국내적 조치를 취할 것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합의 사항에 대한
준수를 위해서는 국제표준과 합치하는 공정한 교역질서 창달이 요망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한ㆍ중ㆍ일 FTA, 한ㆍ에콰도르
SECA, 한ㆍ이스라엘 FTA를 대상으로 국제거래의 왜곡현상을 최소화하기 위
한 방안의 하나로 부패 방지 조항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한편
한ㆍ미 FTA는 뇌물 방지와 함께 지역적, 다자적 이니셔티브의 중요성과 국제
사회에서의 공조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앞서 제안한 국제사회에서의 국제적
공조 이니셔티브 확산에 미국을 비롯한 한국의 FTA 망을 활용하기 위한 세부
전략 마련이 요망된다.224)

4. 맺음말
마지막으로 최근 IS 관련 테러 및 중동, 아프리카, 동유럽 지역 난민 처리와
관련하여 국경상(on the border), 국경 내(behind the border)에서 연속적
으로 발생하는 부패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스포츠 분야의 부패이슈가 국제사
회에서 부패의 경제왜곡 현상을 악화시키는 새로운 요인으로 부상되고 있다.
또한 방글라데시 Rana Plaza 사태와 같이 다국적기업의 생산단가 절감과 연
계된 수뢰 등의 부패 행위가 공정무역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등장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범주를 확장한 책임경영의 중요성이 어느 시점보다 강조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국제사회에서 이와 같은 부패 행위의 총체적인 특성을 감
안한 효과 분석 연구 추진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패의

224) ｢한ㆍ미 FTA 협정문｣(제21.6조 제5항), “양 당사국은 국제 무역 및 투자에서의 뇌물수수와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지역적 및 다자적 이니셔티브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양 당사국은 관련
국제포럼에서 적절한 이니셔티브를 장려하고 지지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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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화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학계의 대응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부패 수준과 무역비용, 무역의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경제적인 효과를 제시한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청렴하고 공정한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서 국민, 정부, 기
업이 혼연일체가 되어 추진하여야 하는 정책과제와 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활용한 CGE 모델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계량분석에
서 사용한 변수의 구조와 특성에 따라 기술적으로 포착하지 못한 현상의 해석
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보다 현실에 접근한 실증분석 시도를 위해 부패 발
생의 새로운 영역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접근과, 기업의 책임경영 의식 부재와
연계되어 불공정하게 발생하는 부가가치 요소를 감안한 GVC 부패 index 개
발을 추후 과제로 남겨 둔다.
아울러 본 연구는 각 국가의 부패인식지수와 부패통제지수를 이용하여 부패
가 무역과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한 국가의 부패 수준
은 국가의 개발 정도, 제도(institution) 등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가의 발전 정도에 따른 그룹별 차이, 제도와 부패 수준의 상
호작용이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도 추후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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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The Impacts of Anti-Corruption on Trade Cost:
Economic Implications and Policy Suggestions
KIM Sangkyom, PARK Soon Chan, and KANG Minji

The World Bank estimates that US $1.5 trillion, or 2 percent of global
GDP, is paid each year in bribery. Moreover, as globalization advances
and economic integration deepens, this corruption undermines and
distorts fair competition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as it induces
misallocation of resources.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of 1997)
and the UN (Anti-Corruption Convention of 2003) have established legally
binding standards to fight against corruption. Korea is a party to the
OECD (United Nations) Anti-Bribery (Corruption) Convention, and is
actively engaged in anti-corruption activitie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G20 and APEC. However, over the years Korea
has been ceaselessly embroiled in bribery scandals, which has damaged
its global image and reputation. According to the 2016 survey of CPI
(Corruption Perception Index) conducted by Transparency International,
Korea ranked 52nd place out of 176 countries, a rank plunge by 15 steps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examine how
corruption affects trade, economic growth and welfare. Based on these
empirical findings, policy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anti-corruption policy will be drawn. These
evidence-based analyses and policy suggestions can then be used to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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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ublic consensus on the benefits of successfully implementing
anti-corruption policy.
Chapter 2 explores anti-corruption efforts taking plac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members of the OECD concluded the 1997
OECD Anti-Bribery Convention and 2009 Recommendation. In addition
to these measures, the OECD published the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to combat bribery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In
2003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UNCAC) was
concluded at the UN, making it the most comprehensive and universal of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instruments, and currently state members
are undergoing Implementation Review. The G20 is biannually publishing
the G20 Anti-Corruption Action Plan and has been releasing its
High-Level Principles series on several anti-corruption issues. The APEC,
OAS, EU have also been contributing to the enhancement of
anti-corruption policies and capacities in the region. The WTO failed to
conclude anti-corruption norms but some regulations in the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and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have been
designed to improve transparency and tackle corruption. Free trade
agreements initiated by the U.S. such as the KORUS FTA and TPPA
include anti-corruption provisions and the contents of those provisions
have evolved over time.
In Chapter 3, we attempted to examine the inefficient and ineffective
elements embedded in Korean anti-corruption policy and its
implementation. We also utilize the outcome of surveys produced by the
Transparency

International

(TI),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IMD), World Economic Forum (WEF) and
Korea’s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The results of the
analyses are as follows: ① Inefficiency of government anti-corruption
policy, ② Low public awareness of anti-corruption participation, and ③
Lack of ethical awareness of corporations are identified as the key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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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hinder the efficiency of anti-corruption systems.
In Chapter 4, we use the Novy (2013) model to empirically measure the
effect of corruption on trade costs. The correlation between corruption
control and trade costs was estimated using the corruption perception
index of the Transparency International as a proxy variable and the
corruption control index of the World Bank as an alternative index.
According to the estimation outcome, the trade cost decreased by 0.406%
when the corruption perception index increased by 1%. On the other
hand, when we apply the World Bank’s Corruption Control Index as an
alternative index, a one-point increase in the control index is expected to
yield a 21.7% reduction in trade costs.
In Chapter 5, we attempted to measure the economic effects of
corruption on trade and welfare by using a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model. In the first scenario, in which we assume an
improvement in Korea’s level of anti-corruption to the average level of
APEC economies, exports are expected to increase by 3.84% over the
medium to long term. Meanwhile, when Korea’s anti-corruption level
rises to the OECD average, in which scenario trade cost is assumed to be
reduced by 11.973%, real GDP increased by 8.36% and the welfare
increase amounted to about $158.3 billion. Also, taking into account the
additional effects of capital accumulation, real GDP gain could reach up
to 23%.
In Chapter 6, based on the previous analysis, we propose the following
policy suggestions. First, Korean businesses should establish ethical
management principles to correct illicit business behavior. In addition, as
addressed by the OECD Policy Framework for Investment, Korean
companies should be more actively responsive to societal expectations
communicated for instance by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within
the workplace, by local communities and trade unions, or via the press.
Second,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take concrete steps to fight

Executive Summary • 175

corruption, and take the UK Anti-Corruption Plan and US FCPA and
Criminal Code as reference points for establishing “zero tolerance”
practices. Third, the Korean government may consider delegating a
powerful level of authority to corruption prevention organizations in the
manner of Singapore and Hong Kong, and building an effective
anti-corruption system by reinforcing education on the harmful effects of
corruption. Finally, there is a need for policy consideration to provide
stronger protection for so-called “whistleblowers” to facilitate the process
of reporting cases of public and private corruption and foreign bribery.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academia in that it is the first attempt to
estimate the correlation between levels of corruption, trade costs and
trade. However, despite the many advantages of the CGE model, it is
inevitably subject to interpretation of the estimates, which in turn cannot
be technically captured by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variables
used in the quantitative analysis. In order to conduct an empirical
analysis which is more realistic in its approach, we will continue to
develop a GVC corruption index that takes an in-depth approach to new
areas of corruption occurrence and value added factors.
In addition, while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corruption on trade
and trade costs using the corruption perception index and corruption
control index, we cannot rule out the possibility that corruption levels in
a country bear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stage of development or
institutions of the country. The challenge of analyzing the effect that
interactions between the system and level of corruption have on trade
costs remains a task for futur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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