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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거버넌스지수(WGI)를 활용한
우리나라의 제도경쟁력 현황 분석

▶ [WGI 지수의 개요 및 특성] 세계거버넌스지수(WGI)는 세계은행이 다양한 원자료를 활용하여
구축한 메타데이터베이스로 1996년부터 2017년까지의 전 세계 216개국의 제도 수준을 분야
(3개 상위 요소와 6개 하위 요소)별로 파악하여 정량화한 제도지수임.
- WGI를 구성하는 6개 분야(부패 통제, 규제의 질, 정부효율성, 법치주의, 정치적 안정성, 여론 반영)
는 상호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한 국가의 제도 수준을 구성하는 각 분야
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함.
◦ 일반적으로 정부효율성은 규제의 질, 법치주의와 상관관계가 높고, 부패통제는 정부효율성, 법치주의와
상관관계가 높음.
- 제도지수는 국가의 경제수준(GDP)과는 뚜렷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반면, 개방도와는 뚜렷한
관계성을 보이지 않음.

▶ [우리나라의 제도경쟁력 현황] WGI상에 나타나는 우리나라의 제도 수준은 세계 216개국 중
43위(2017년 기준)이며, 다른 국제 제도지수인 GCI와 IHS Markit의 Country Risk에서는 각
각 27위, 55위를 차지함.
- 우리나라의 법치주의(32위), 규제의 질(39위), 정부효율성(39위) 지수 순위는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여론 반영(60위), 부패 통제(69위), 정치안정성(89위) 지수의 순위는 낮음.

▶ [우리나라의 제도경쟁력 변화 추이] 우리나라의 제도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반적으로는
선진국과의 격차가 감소하였으나 하위 분야별로는 개선 정도에 다소 차이가 있음.
- 규제의 질, 정부효율성, 법치주의 지수는 크게 증가한 반면, 정치 안정성, 부패 통제, 여론 반영
지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함.

▶ [FTA를 통한 제도선진화] 한·미, 한·EU FTA 국내이행 과정에 국제규범과의 조화, 서비스 시장
진입 및 사업 규제 완화, 국내 규제 강화(지재권 강화, 유사보험 감독 강화, 투명성 제고)를 골자
로 한 법률의 제·개정이 이루어짐.
- 이러한 FTA 국내이행 사항들은 규제의 질, 법치주의, 정부효율성과 연관성이 높음. 우리나라의 제도
개선이 위 세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무역자유화 정책이 우리나라 제도선진화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임.

▶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다자적 협력과 융복합적 제도 연구 추진] 제도 연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구축의 어려움, 방대한 연구범위로 인해 정략적 분석은 여전히 미진함.
-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지수 데이터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각 연구기관은 정치,
경제, 법 등 다양한 분야간의 공조를 통한 융복합적 제도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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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배경 및 목적
■ 일반적으로 제도는 정치, 경제, 행정, 사법 등 국가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규정하는 규칙을 의미하며, 더욱 큰 범주에서는
교육, 금융, 인프라(교통, 통신) 등 일상적인 부분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임.
- 경제주체는 국가의 제도 시스템하에서 경제행위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결과도 제도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현되기
때문에 제도는 국가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1)
- 제도는 일반적으로 역사적 배경과 국가 정책, 지리적 입지 등 해당 국가의 고유한 역사적 경험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쉽게 변하지 않지만, 다자체제의 성립, 자유무역의 확산과 같은 외부 요인과 민간부문의 경쟁 촉진을 위한 대내적
요구 등 정치·경제적 환경에 따라 변화함.
◦ 1995년 WTO가 창설되면서 많은 국가들이 다자무역체제에 편입되었고, 2000년대 초부터 FTA가급격하게 확산되면서
국가간 규제의 조화 및 합치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제도 개선 및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커짐.

■ 본 연구에서는 정량화된 제도지수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제도경쟁력 현황과 추이를 살펴보고, 우리나라가 체결한 주요
FTA를 중심으로 제도선진화 사례를 살펴보고자 함.
- 세계은행에서 1996년부터 구축해온 216개국에 대한 제도지수 database인 세계거버넌스지수(WGI: World
Governance Index, 이하 WGI)를 활용하여 ① WGI의 특성과 주요 경제변수와의 관계 ② 우리나라의 제도경쟁력
현황과 변화 추이 ③ 주요 선진국과의 제도 수준 비교 ④ 주요 FTA의 제도 개선사례 분석을 수행함.

2. 제도지수의 개요 및 특징
가. WGI 제도지수의 개요
■ 제도는 광범위한 범주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의 수준을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며, 이를 정량화
하여 비교 가능한 지수데이터로 구축하는 것은 더욱 어려움.
- 제도지수를 산정하는 데 있어 가장 근본적인 어려움은 제도의 질(Institutional Quality)의 정의 문제이며, 이에 대한
컨세서스는 존재하지 않음.
◦ World Bank의 2002년 보고서 ‘Building Institutions for Markets’에서는 제도에 대해 광의로는 ‘rules,
enforcement mechanisms, and organizations’로, 협의로는 ‘the manner in which power is exercised in the
management of a country’s economic and social resources for development’로 정의한 바 있음.

1) Robert Barro and Xaier Sala-i-Martin, Economic Growth, 2nd Edition, pp. 51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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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관련 지수(Index)와 순위(Rank)의 본질상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기준이 적용될 수밖에 없고, 상대적 비교만 가능
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비교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제도지수 구축 과정의 기술적인 어려움과 한계점, 지수값의 신뢰성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에서는 국가별 제도
수준을 정기적으로 측정·계량화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오고 있음(표 1 참고).
- 세계경제포럼, 세계은행, 국제경영개발원 등은 국가의 경쟁력을 통합적으로 나타내는 지수를 구축하고, 국제투명성
기구(부패지수), 지식재산권 동맹(지재권 지수)은 특정 분야의 지수를 구축함.

표 1. 주요 국제기구별 제도 관련 지수
국제기구
국제투명성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

부패인식지수
(CPI: Corruption Perception Index)

개요 및 특성
독일의 비정부기구에서 발표하는 국가 청렴도
수준에 대한 지수

세계경제포럼
(The World Economic Forum)

글로벌 경쟁력 지수
(GCI: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하는
경쟁력 지수(104개국 12개 분야)

세계은행
(World Bank)

세계거버넌스지수
(WGI: World Governance Index)
세계지식재산지수
(IIPI: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Index)
세계재산권지수
(IPRI: The International Property
Rights Index)

여러 국제기관에서 발표한 지수를 활용한
메타 데이터베이스로 6개 분야에 대한 제도지수

글로벌 혁신정책 센터
(Global Innovation Policy Center)
지식재산권 동맹
(Property Rights Alliance)

Database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기구가 발표하는 국가별
지재권 지수(50개국)
125개국의 지재권 수준 지수

프리덤 하우스
(Freedom House)

Countries at the Crossroads

정부효율성, 시민권, 법치주의, 반부패, 투명성
노력에 대한 지수(70개국)

IHS Markit

Country Risk

전 세계 54개 분야별 국가 위험도 지수

헤리티지 재단
(The Heritage Foundation )
국제경영개발원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경제자유지수
(Index of Economic Freedom)

국가 경제주체의 경제활동 자율성을 나타
내는 지수
경제성과,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인프라
등 4대 분야에 대한 각국의 경쟁력 종합
순위

World Bank Group

세계경쟁력연감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Business Environment and
Enterprise Performance surveys

기업 활동 환경에 대한 지수(139개 국가
12개 분야)

자료: 저자 작성.

■ 본 자료에서 활용하는 세계거버넌스지수(WGI)2)는 여러 국제기구의 자료를 통합하여 구축한 메타 데이터로, WGI 구축
에는 약 30여 개의 모자료에서 추출한 다양한 변수가 활용됨(표 2 참고).
- WGI가 수집한 변수들을 비관측 요인 모형(UCM: Unobserved Components Model)을 통하여 특징에 따라 3개의
상위 분야(Dimensions)와 6개의 하위분야(Clusters)로 구분하여 최소 –2.5에서 최대 2.5 사이의 값으로 지수화함.
2) 지수 개발 초기에는 개발자인 경제학자 Daniel Kaufman와 Aart Kraay의 이름을 따라 ‘KK지수’라고 칭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WGI로 통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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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GI는 데이터 구축 방법론을 개선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해석을 가능하도록 하고, 오차범위를 기록하여 해석상
의 오류를 최소화한 것이 본 데이터의 강점임.3)
- 따라서 WGI는 국가별 비교가 가능하고 시간에 따른 지수의 변화값이 유의미하며, 경제 성과 변수와 유의미한 상관
관계가 있음.4)
표 2. WGI 자료 구축에 활용되는 원자료
원자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African Development Bank Country Policy and Institutional Assessments
Afrobarometer
Asian Development Bank Country Policy and Institutional Assessments
Business Enterprise Environment Survey
Bertelsmann Transformation Index
Freedom House Countries at the Crossroads
Global Insight Global Risk Service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Transition Report
Economist Intelligence Unit Riskwire & Democracy Index
Freedom House
Transparency International Global Corruption Barometer Survey
World Economic Forum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Global Integrity Index
Gallup World Poll
Heritage Foundation Index of Economic Freedom
Cingranelli Richards Human Rights Database and Political Terror Scale
IFAD Rural Sector Performance Assessments
iJET Country Security Risk Ratings
Institutional Profiles Database
IREEP African Electoral Index
Latinobarometro
International Research and Exchanges Board Media Sustainability Index
International Budget Project Open Budget Index
World Bank Country Policy and Institutional Assessments
Political Economic Risk Consultancy Corruption in Asia Survey
Political Risk Services International Country Risk Guide
Reporters Without Borders Press Freedom Index
US State Department Trafficking in People report
Vanderbilt University Americas Barometer
Institute for Management and Development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Global Insight Business Conditions and Risk Indicators

형식
Expert(GOV)
Survey
Expert(GOV)
Survey
Expert(NGO)
Expert(NGO)
Expert(CBIP)
Expert(GOV)
Expert(CBIP)
Expert(NGO)
Survey
Survey
Expert(NGO)
Survey
Expert(NGO)
Expert(GOV)
Expert(GOV)
Expert(CBIP)
Expert(GOV)
Expert(NGO)
Survey
Expert(NGO)
Expert(NGO)
Expert(GOV)
Survey
Expert(CBIP)
Expert(NGO)
Expert(GOV)
Survey
Survey
Expert(CBIP)

주: 전문가 조사의 유형- CBIP: 기업정보 공급(Commercial Business Information Provider), GOV: 공공 부문 데이터(Public Sector Data Provider), NGO:
비정부기관 데이터 공급(Nongovernmental Organization Data Provider).
자료: World Bank(2010, 재인용).

■ WGI는 ‘한 국가 내 이행되는 전통과 제도(The traditions and institutions by which authority in a country is
exercised)’를 측정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가별 제도를 특성에 따라 3개 상위 분야와 6개의 하위 분야로 구분하여
지수를 구축함.
3) World Bank(2010), p. 2.
4) Ibid.,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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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 3개 분야는 ① 정부를 선택하고 모니터링하는 방식 ② 정부의 정책 결정 및 이행 능력 ③ 국가와 국민 간의
경제·사회적 교류 방식이며, 6개 하위 분야는 ① 여론 반영 ② 정치 안정성 ③ 정부효율성 ④ 규제의 질 ⑤ 법치주의
⑥ 부패 통제(표 3 참고).
표 3. WGI의 구조
제도 영역(3가지)

정부 선택, 모니터링
방식

정부의 정책 결정 및
이행 능력

국가와 국민 간 경제·
사회적 교류 방식

세부 영역(6가지)
여론 반영
(Voice and Accountability)
정치적 안정성
(Political Stability and
Absence of Violence/
Terrorism)
정부효율성
(Government Effectiveness)
규제의 질
(Regulatory Quality)
법치주의
(Rule of Law)
부패 통제
(Control of Corruption)

상세 설명
국민의 정치적 권리, 시민권, 언론 및 표현의 자유 보장

테러나 폭력적 위협 등으로부터의 정치적 안정성
공공서비스의 질, 정치적 압력으로부터의 독립성, 정부의 정책
수립 및 이행 능력
민간부문의 발전을 촉진하는 정부 정책 및 이행 능력
계약의 실질적 집행, 지재권 보장, 경찰권 및 사법권의 질, 범죄
및 폭력의 발생 가능성
사익 추구를 위한 공권력, 일부 계층의 지배력 행사

자료: 저자 작성.

나. WGI 제도지수의 특징
■ WGI에서 추출한 제도지수(1996년부터 2017년까지의 전 세계 216개국 총 3,819개 지수)를 활용하여 분야별 지수간
상관관계와 제도지수와 경제변수(GDP, 개방도)의 연관성을 살펴봄.
- WGI를 구성하는 6개 분야(부패통제, 규제의 질, 정부효율성, 법치주의, 정치적 안정성, 여론 반영)는 상호 상관관계
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한 국가의 제도 수준을 구성하는 각 분야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음
을 의미함(표 4 참고).
◦ 부패 통제 수준은 정부효율성, 법치주의와 높은 상관관계(각각 0.92, 0.93)가 있고, 정부효율성은 규제의 질, 법치주의와
의 상관관계(각각 0.93, 0.92)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법치주의 확립과 정부의 정책 실행 능력 및 효율성, 부패를 관리하
는 역량이 서로 동조적 요소라는 일반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 정치적 안정성, 여론반영은 다른 요소와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연관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됨.
표 4. 규제지수의 하위 요소별 상관관계
구분
부패통제
정부의 효율성
정치적 안정성
규제의 질
법치주의
여론 반영

부패통제
1.00
0.92
0.73
0.86
0.93
0.76

자료: WGI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정부의 효율성

정치적 안정성

규제의 질

법치주의

여론 반영

1.00
0.69
0.93
0.92
0.74

1.00
0.65
0.78
0.67

1.00
0.89
0.77

1.00
0.8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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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지수와 주요 경제변수(경제수준, 개방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시기별(2000년, 2010년, 2017년 기준)로 제도
지수5)와 GDP, 제도지수와 개방도(상품 및 서비스 교역/GDP)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6) 제도지수와 GDP 간에는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반면 개방도와의 상관관계는 뚜렷하지 않음(그림 1, 그림 2 참고).
- [그림 1]에서 파란색은 선진국, 주황색은 신흥국의 GDP와 제도지수를 의미함. 선진국의 제도지수는 모두 0보다 높
으며 제도값은 대체로 0.3~2에 분포하고 있으며, 신흥국의 제도지수 값은 –2~1.5에 분포하며 많은 국가들이 0
이하의 제도지수 값을 가짐.
◦ 제도지수과 GDP 간 양의 상관관계는 경제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제도경쟁력이 높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으며, 제도와
경제성장은 상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함.

- [그림 2]와 같이 선진국과 신흥국의 개방도(교역비중)는 주로 25~150%까지 넓은 범위에 분포하고 있는바, 국가별
개방도는 경제 수준과는 관련성이 적고 제도지수와의 관계성도 뚜렷하지 않아 개방도가 높은 국가의 제도 수준이
반드시 높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됨.
◦ 단, [그림 2]는 시기별 횡단면 자료를 활용한 결과이기 때문에 개방화가 제도개선에 미치는 영향7)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는 못하고 있는바, 개방과 제도개선의 유의미한 관계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함.

그림 1. 제도지수와 GDP(2000~17년)
(단위: 달러)

주: 세로 축은 제도지수, 가로 축은 GDP.
자료: WB의 WGI database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5) WGI 자료에서는 국가별 총제도지수를 report하지 않기 때문에, 본 자료에서는 6가지 분야별 제도지수의 평균을 해당 국가의 총제도지수로 산정함.
6) 자료는 선진국과 신흥국(IMF 분류 기준)의 제도지수와 World Bank의 WDI에서 추출한 GDP, GDP 대비 상품 및 서비스 교역비중 데이터를 활용함.
7) 국가의 제도는 개방화를 통해 선진국 제도 수용, 국제규범 기준과의 조화, 경쟁 환경에 대한 압력 등으로 개선될 수 있으며, 후술하는 우리나라의 FTA
체결을 통한 제도선진화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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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제도지수와 개방도(교역비중)(2000~17년)
(단위: %)

주: 세로 축은 제도지수, 가로 축은 교역비중(상품 및 서비스 교역/GDP).
자료: WB의 WGI database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제도지수를 구성하는 각 분야들은 GDP 및 개방도가 어떠한 관계성을 갖는지 살펴보기 위해 2017년을 기준으로 WGI
하위 분야별 지수와 GDP 및 개방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함.
- 제도 분야 중 정부효율성(GE), 규제의 질(RQ), 법치주의(RL)는 GDP와 뚜렷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반면, 부패
통제(CC), 정치적 안정성(PS), 여론 반영(VA)은 GDP와의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뚜렷하지 않음(그림 3 참고).

그림 3. 분야별 제도지수와 GDP(2017년 기준)
(단위: 달러)

주: 1) 파란색은 선진국, 주황색은 신흥국을 의미함.
2) 세로축은 제도지수, 가로축은 GDP(달러).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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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총 제도지수와 마찬가지로 제도의 하위 분야도 개방도와 뚜렷한 관계성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규제의 질
(RQ), 정치적 안정성(PS), 법치주의(RL)는 개방도와 약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 분야별 제도지수와 개방도(2017년 기준)
(단위: %)

주: 1) 파란색은 선진국, 주황색은 신흥국을 의미함.
2) 세로축은 제도지수, 가로축은 개방도(상품 및 서비스 교역/GDP).
자료: 저자 작성.

3. 우리나라의 제도경쟁력 분석
가. 우리나라의 제도경쟁력 현황
■ WGI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제도경쟁력은 전 세계 216개국 중 43위를 차지하고 있음.
- 분야별로는 법치주의, 규제의 질, 정부효율성이 30위권(규제의 질은 39위, 법치주의는 32위, 정부효율성은 39위)으
로 순위가 높은 편이며, 여론 반영은 60위, 부패 통제는 69위, 정치적 안정성은 89위로 다른 분야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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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경쟁력이 높은 국가는 노르웨이, 핀란드, 스위스 등 유럽 국가들과 뉴질랜드이며, 이들 국가들은 분야별 순위에
서도 상위권을 차지함.
-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가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음. 정부효율성 지수는 1위, 부패 통제 6위, 정치적 안정성
4위, 법치주의 8위를 기록하여 제도경쟁력이 높은 국가임.

표 5. 우리나라의 제도 분야별 순위(WGI 기준)
순위
1
2
3
4
5
6
7
8
9
10
한국

전체
뉴질랜드
(1.86)
노르웨이
(1.82)
핀란드
(1.77)
스위스
(1.77)
스웨덴
(1.71)
네덜란드
(1.68)
캐나다
(1.68)
룩셈부르크
(1.66)
덴마크
(1.64)
리히텐슈타인
(1.63)
43위
(0.81)

부패통제
뉴질랜드
(2.24)
노르웨이
(2.24)
핀란드
(2.22)
덴마크
(2.19)
스웨덴
(2.14)
싱가포르
(2.13)
리히텐슈타인
(2.06)
스위스
(1.99)
룩셈부르크
(1.99)
캐나다
(1.92)
69위
(0.48)

정부효율성
싱가포르
(2.21)
스위스
(2.06)
노르웨이
(1.98)
안도라
(1.94)
핀란드
(1.94)
홍콩
(1.90)
캐나다
(1.85)
네덜란드
(1.85)
스웨덴
(1.84)
덴마크
(1.80)
39위
(1.08)

정치안정성
그린란드
(1.92)
모나코
(1.65)
뉴질랜드
(1.59)
싱가포르
(1.59)
리히텐슈타인
(1.50)
안도라
(1.45)
마카오
(1.44)
아이슬란드
(1.37)
앵퀼라
(1.36)
룩셈부르크
(1.34)
89위
(0.29)

규제의 질
홍콩
(2.16)
싱가포르
(2.12)
뉴질랜드
(2.09)
네덜란드
(2.05)
호주
(1.93)
캐나다
(1.89)
스위스
(1.88)
핀란드
(1.82)
노르웨이
(1.81)
스웨덴
(1.80)
39위
(1.11)

법치주의
핀란드
(2.03)
노르웨이
(2.02)
스웨덴
(1.94)
스위스
(1.93)
뉴질랜드
(1.92)
덴마크
(1.86)
네덜란드
(1.83)
싱가포르
(1.82)
오스트리아
(1.81)
캐나다
(1.80)
32위
(1.16)

여론 반영
노르웨이
(1.69)
스웨덴
(1.58)
네덜란드
(1.57)
뉴질랜드
(1.56)
스위스
(1.56)
핀란드
(1.55)
룩셈부르크
(1.52)
덴마크
(1.52)
캐나다
(1.48)
독일
(1.39)
60위
(0.74)

자료: WGI database 활용하여 저자 작성.

■ WGI 이외에 국가별 제도관련 지수(점수)를 제공하는 Database인 세계경제포럼의 GCI와 IHS Markit의 Country Risk
에서는 우리나라의 제도경쟁력을 각각 27위, 55위로 평가함.
- [그림 5]는 WGI와 GCI, Country Risk 자료를 통해 파악한 우리나라의 분야별 제도 수준을 선진국8)과 비교한 결
과임. WGI와 GCI는 점수가 높을수록, Country Risk는 낮을수록 제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됨.
◦ 각 제도지수의 측정 방법과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분야별 일대일 비교는 어렵지만, WGI 점수가 높은 법치주의, 규제의
질, 정부효율성 부분은 GCI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고 있으며, IHS Country Risk에서도 법적 리스크, 규제 리스크, 정부
불안정성 리스크는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WGI 지수가 낮은 분야인 부패 통제는 GCI에서도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미치며, IHS Markit의 Country Risk에서도
부패 리스크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

8) 선진국 구분은 IMF 기준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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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국제 제도지수별 우리나라 제도경쟁력 현황(2017년 기준)

자료: WGI Database, GCI 4.0 Database, IHS Markit Country Risk Database 활용하여 저자 작성.

나. 우리나라의 제도경쟁력 변화 추이
■ 과거 우리나라는 정부주도형 경제정책을 통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1980년대 이후 정부주도형 경제성장의 문제점이
노정되고 민간부문 경쟁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규제개혁에 대한 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우리
나라는 제도선진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짐.9)
- 1996년의 제도지수는 0.56에 불과하였으나 점차 증가하여 2007년에는 0.84까지 증가하였고, 이후 7.0~8.2 사이
에서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7년에는 0.81을 기록함(그림 6 참고).
- 우리나라의 제도경쟁력은 전 세계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이고, 지속적인 개선 노력으로 선진국과의 격차가 많이 감
소하였으나 여전히 선진국의 제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 그러나 분야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어 규제의 질, 정부효율성, 법치주의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하게 또는 점진
적으로 증가한 반면, 정치적 안정성, 부패 통제, 여론 반영 지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거나 감소하기도 하였음.
◦ 규제의 질(RQ)과 정부효율성(GE)은 1990년대 후반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2000년대에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
다가 최근에 다소 정체됨.
◦ 법치주의(RL)는 당초 높은 수준에서 증감을 반복해왔으며, 규제의 질 및 정부효율성과는 반대로 최근에 급격히 증가함.
◦ 반면 정치적 안정성(PS)지수는 1990년대 말에 이어 2000년대 후반 이후부터 2014년까지 급격하게 감소한바, 정치안정
성에 대한 대외적 평가는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부패 통제(CC) 지수도 낮은 수준에서 증감을 반복할 뿐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15년에는 0.37
까지 감소하였는데 이는 제도 수준이 높으면 부패 통제가 더욱 잘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름. 최병선 외(1996)
는 부정부패의 최대의 원천은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규제라고 밝힌 바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제도의 질이 개선
되는 과정에서 도입된 과다한 규제들이 부정부패의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음.

9) 1993년 ‘행정쇄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약 6,000여 건의 규제개선이 이루어졌고, 1997년 설치된 ‘규제개혁추진회의’를 통해서도 약 100여 건의 규제개선이
이루어졌으며, 1998년에 발족된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존 규제를 심사하고, 신설 및 개선하는 기능을 담당함(규제정보포털, https://www.better.go.kr/
fz/whiteBook/2006.pdf, 검색일: 2019. 6. 4).

2019년 8월 12일
KIEP
기초자료
19-12

세계거버넌스지수(WGI)를 활용한 우리나라의 제도경쟁력 현황 분석

13

◦ 여론 반영(VA) 지수는 우리나라의 평균 제도지수와 유사한 변화추이를 보이며 소폭 증감을 반복할 뿐 1990년대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는 않음.

그림 6. 우리나라의 제도경쟁력 변화 추이

자료: WGI database 활용하여 저자 작성.

■ [그림 7]은 제도 분야별로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제도 수준을 시기별로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음.10)
- 주요 선진국의 분야별 제도지수를 살펴보면, 호주와 독일은 모든 분야에서 고르게 높은 제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분야별로 제도 수준이 상이함. 일본은 미국과 호주, 독일의 제도 수준보다는 낮지만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모든
분야의 제도 수준이 고르게 높음.
◦ 미국은 정부효율성, 법치주의 지수는 높지만, 부패 통제, 정치안정성 지수는 1990년대와 비교할 때 2000년대 중반 이후
크게 악화됨.
◦ 일본은 1990년대 이후 부패 통제, 정부효율성, 규제의 질 분야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왔으며, 특히 최근(2016~17년)의
정부효율성과 정치안정성은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96년 이후 규제의 질과 정부효율성 지수가 크게 증가하여 그간 정부가 추진
한 규제개혁의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법치주의 지수도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세 분야 모두 선진국과의 격차
가 감소함.
- 반면 부패 통제는 1990년대 후반 0.35에서 2000년대 초반 0.52로 증가하면서 다소 개선되었으나 이후에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여론 반영 및 정책 참여는 1990년대 후반 0.65에서 최근에는 0.69로 증가하였으나11) 개선폭이
크지 않아 개선이 더디게 이루어진 분야임.
- 정치적 안정성 지수는 크게 감소하여 1990년대 후반 0.49에서 최근에는 0.23으로 하락하였음. 선진국의 경우에도
다소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감소폭이 더욱 커 선진국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진 상황임.
10) 지수값의 연도별 급격한 변동을 상쇄하고 시기별 안정적인 지수값을 확보하기 위해 5개년 연평균을 활용함.
11) 행정정보 공개범위 확대, 법률안 제정 시 공청회 등의 제도개선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정성태, 신민영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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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GI 지수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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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나라의 무역자유화와 제도선진화
■ 대내적인 제도 개혁 요구와 함께 대외적으로도 우리나라는 1995년 WTO에 가입함으로써 국제무역시스템에 편입되었고,
2000년대 초반 FTA의 확산에 따라 동시다발적인 FTA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개방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제
규범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국내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됨.
- 그 결과 WTO 가입 직후인 1990년대 후반 제도지수는 크게 증가하였고, 2004년 한·칠레 FTA와 2007년 한·아세
안 FTA 발효 시기에도 제도지수가 증가하였으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시에 감소하였다가 한·EU/한·미 FTA 발효
시기를 전후하여 점진적으로 증가함.
◦ 제도 변화는 무역개방이라는 특정요인으로 쉽게 변하는 변수는 아니기 때문에 무역개방화가 제도 개선에 유의미한 영향
을 주었는지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으나 전반적인 추이상 교역확대와 제도개선은 유사한
패턴을 보이며 변화함(그림 8 참고).

그림 8. 우리나라의 무역자유화와 제도지수의 변화 추이
(단위: %)

주: 좌축은 교역비중, 우축은 WGI 지수.
자료: WDI, UN Comtrade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실제로 우리나라는 2000년대에 세계 여러 국가와 동시다발적인 FTA 정책을 추진하면서 FTA 체결에 따른 국내이행
과정에서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였음.
◦ 우리나라는 한·미 FTA를 통해 총 66개, 한·EU FTA를 통해 37건의 국내법령을 수정하였으며,12) FTA 국내이행은 크게
상품무역의 국제규범 조화, 대외적 시장규제 완화(서비스 시장 진입규제 완화, 사업 관련 규제 완화), 국내규제 강화(지
재권 강화, 유사보험 감독 강화, 투명성 제고)로 구분할 수 있음.13)
12)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중 한·미/한·EU FTA는 상품무역 관련법만 개정되었던 이전 FTA와는 달리 서비스 부문 국내법의 개정까지 광범위하게 포함
하고 있는바, 한미 FTA와 한 EU FTA 체결 이후 개정된 법률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제도개선 내용을 파악함.
13) 김양희(2018. 7. 27), 「FTA가 이끄는 제도개혁의 신화와 현실(2),Weconomy(http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5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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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FTA 국내이행은 국내제도의 국제규범과의 조화,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지재권 강화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루며, 이는 WGI 요소 중 규제의 질, 법치주의, 정부효율성과 직결됨.
◦ 우리나라의 제도지수가 WTO 가입 직후와 주요 FTA 체결 이후 증가한 점과 규제의 질, 법치주의, 정부효율성 분야를
중심으로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무역자유화 정책은 우리나라 제도선진화에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임.

표 6. 한·미 FTA와 한·EU FTA의 국내이행을 통한 제도 변화
법령
개별소비세법

주요 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조정
(3년 내 5% 단일관세율)

구분

FTA

사업 규제 완화

한미

공인회계사법

외국 회계법인에 대한 단계적 개방

시장 규제 완화

한미,
한EU

관세법

지재권 보호를 위한 국경조치 적용대상 확대

상품무역 규제 조화

한미,
한EU

대외무역법

섬유·의류 상품에 대한 세관 협력

상품무역 규제 조화

한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동의의결제 도입

국내시장 규제 강화

한미

디자인보호법

디자인권 등의 침해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

지재권 보호수준 강화

한미,
한EU

방송법

일부 업종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 완화

시장 규제 완화

한미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표권, 저작권 침해를 중대 범죄로 규정

지재권 보호수준 강화

한미

보험업법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의 보험 판매와 관련된 지급
능력 사안은 금융위 규제 대상

유사보험 감독 강화

한미,
한EU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

지재권 보호수준 강화

한미,
한EU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
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FTA 체결국에 대한 다자 세이프가드 조치 적용 배제

상품무역 규제 조화

한미

상표법

몰수 대상에 상표권 침해에 사용된 재료 포함, 한·EU
FTA로 보호되는 EU의 지리적 표시 침해 상표의 등록
금지

지재권 보호수준 강화

한미,
한EU

세무사법

외국세무법인에 대한 단계적 개방

시장 규제 완화

한미

실용신안법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 존속기간 연장, 비밀유지명
령제도 도입, 공지예외 적용시기 연장(6월→12월)

지재권 보호수준 강화

한미

약사법

의약품의 시판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통보)

지재권 보호수준 강화

한미

외국법자문사법

외국 로펌에 대한 단계적 개방

시장 규제 완화

한미,
한EU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금융위의 우체국 보험에 대한 감독기능 강화, 신상품 개
발 금지

유사보험 감독 강화

한미,
한EU

우편법

국가가 독점하는 우편사업의 범위 축소

시장 규제 완화

한미,
한EU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법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지재권 보호를 위한 국경조치 적용
대상 확대

지재권 보호수준 강화

한EU

html#csidx58cc8394dd2b5898e5cede81939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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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FTA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근거 마련, 관세환급 제
한 근거, 요건 및 절차 도입

상품무역 규제 조화

한미,
한EU

저작권법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50년→70년, 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 인정, 법적손해배상제도 도입, 저작인접권의 보호
기간 연장(50년→70년)

지재권 보호수준 강화

한미,
한EU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생산·조립·가공과 판매 및 사용에 있어서 안전관리에 관
한 사항을 강화

상품무역 규제 조화

한EU

전기통신사업법

공중통신서비스 재판매 시 차별 금지, 허가조건·허가소
요기간 공개,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

시장 규제 완화

한미,
한EU

전파법

정보통신기기 인증 관련 상호인정 제도 도입(시험기관
지정, 국제적 적합성 평가체계 구축)

상품무역 규제 조화

한미,
한EU

지방세법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세율구간 조정 및 세율인
하: 5단계(80원~220원)→3단계(80원~200원)

사업 규제 완화

한미

특허법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비밀유지명령제
도 도입, 공지예외 적용시기 연장(6월→12월)

지재권 보호수준 강화

한미

행정절차법

법령 입법 예고기간을 20일→40일로 확대

투명성 제고

한미

자료: 산업자원부, 한·미 FTA 관련 법제(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40&ccfNo=1&cciNo=2&cnpClsNo=1),외교부
(2011), 「한·EU FTA 이행법률 개정 현황」, 정민정(2011), 「한·미 FTA 이행법률 정비 현황」, p. 2 참고하여 저자 작성.

4. 결론 및 시사점
■ 1990년대부터 추진된 대내적 규제개혁 요구와 함께, 자유무역의 확산과 글로벌 가치사슬의 심화로 국제규범과의 조화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우리나라는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여왔고, 그 결과 제도경쟁력은 크게 개선되었음.
- WGI 지수와 다른 국제 제도경쟁력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규제의 질, 정부효율성, 법치주의 측면에서의 제도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정치적 안정성, 부패 통제는 순위와 점수 측면에서 취약한 것으로 평가됨.
◦ 지속적인 제도선진화를 통해 선진국 제도 수준과의 격차가 다소 감소하였으나, 부패 통제, 여론 반영, 정치적 안정성 분
야는 여전히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음.
◦ 정치적 안정성과 부패 통제·정치적 안정성 문제는 외부요인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개선성과를 거두기 어렵지
만 부패 통제 분야는 자구적 개선 노력이 필요함.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도는 관행적이고 사회적 컨세서스를 통해 천천히 변화하는 특징이 있으며, 산업에 따라
제도와의 민감성 또한 다르기 때문에 민간·공공, 산업 분야별로 차별화된 제도경쟁력 강화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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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가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중요한 요소임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국가별·산업별 특성에 따라 제도는 기회요인이 되기도
하고 제한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는바, 우리 경제에 최적화된 제도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향후 제도선진화 노력과
함께 관련 연구도 이루어져야 함.
- 특히 무역자유화 관련 연구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정량적 연구가 주를 이루며, 개방화 효과에 대해 제도적 접근을
하는 연구는 미진함.
- 제도 분야의 연구가 어려운 이유는 연구 범위가 광범위하고, 제도 개선 성과가 가시화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되며,
성과를 정량화하기도 힘들뿐 아니라, 경제, 법, 행정 등 여러 분야를 복합적으로 연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분야
간 장벽이 높아 협동연구가 사실상 힘들기 때문임. 따라서 향후 제도 관련 융합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전문
분야별 연구기관 및 업계 간 협력이 필수적임.
- 국제 제도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은 제도 연구에서 매우 중요하며 국가별·산업별로 일관성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은 다자차원의 협력이 필수적인바, 우리나라는 국제기구가 추진하는 데이터 구축 프로젝트와 제도 관련 국제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