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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발전단계에 따른 정부의 산업정책기조를 지배된 시장 정책(Governed Market
Policy)과 의사 자유시장 정책(Simulated Free Market Policy)으로 구분하여 정부의 특정한 산업
정책의 승자(winners)인 특혜 그룹(Favored Group)과 이에 소외된 非특혜 그룹(Less Favored
Group)의 기술적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시기적으로 뚜렷하게 포착되는 외생적 충격인 1997
년도의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각 산업내의 최소 생산단위인 사업체의 기술적 효율성(technical efficiency)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규명하였다. 즉, 한국 제조업에서의 개별 사업체의 기술적
효율성이 경제성장단계에 따른 산업정책의 변화와 경제 외적 충격의 발생 전후에 어떠한 수준과 분
포를 나타내고 있는가를 분석ㆍ고찰하였다. 이는 시장 기구(market mechanism)를 교란시키는 외
생적 충격(exogenous shock), 즉, 중화학공업 육성정책과 같은 정부의 강력한 시장 지배적 산업정
책이나 체제 일탈적인 외환위기와 같은 충격이 없다면 각 사업체가 시현하는 기술적 효율성의 분포
는 정규분포로 근접할 것이라는 명제(proposition)하에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는“If nothing disturbs the market the distribution of technical efficiency of establishments goes to normal”로 표
현할 수 있다. 가설에 따라 진행된 추정결과는 크게 다음과 같이 압축할 수 있다. 첫째, 설비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끝 무렵인 1978년도와 1996년도에 각 산업그룹의 생산경계가 급상승했다
는 것이다. 둘째, 2000년도에 들어와 세 산업그룹의 생산경계가 동시에 상승ㆍ이동하여 한 점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화학공업과 정보통신 제조업의 생산경계의 위치는 한 점으로 수렴
하고 있다. 셋째, 2000년도에 들어와 섬유ㆍ의류제조업, 중화학공업의 기술적 효율성은 상대적으
로 악화되었으나 정보통신 제조업에서는 효율성 증가를 시현함으로써 생산성 증가를 달성하고 있
다. 넷째, 각 연도별 횡단면 분석결과 주력산업의 기술적 효율성이 非주력산업의 기술적 효율성보
다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경제발전단계별 주력산업 육성정책이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한
다. 끝으로, 시장 기구를 교란시키는 외생적 충격인 중화학공업 육성정책과 외환위기와 같은 충격
이 없다면 각 사업체가 시현하는 기술적 효율성의 분포는 정규분포로 근접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즉,“If nothing disturbs the market the distribution of technical efficiency of establishments
goes to normal”
이 성립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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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 경제성장 단계에 따른 산업
정책 기조의 변화：지배된 시장
(Governed Market) 이론과
의사 자유시장(Simulated Free
Market) 이론
한국의 성공적인 경제개발의 원천을
인식ㆍ해석하려는 여러 논의들은 주로
정부의 역할(role of government)에
대한 해석에 쟁점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주장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자유시장 이론(Free
Market(FM) Theory)”
이고, 두 번째
는 “의사 자유시장 이론(Simulated
Free Market(SM) Theory),”그리고
끝으로 “지배된 시장 이론(Governed
Market(GM)Theory)”이 아시아의
경제개발에 있어서의 성공을 설명하고
있는 세 가지의 주장이라는 것이다.
Balassa(1989)가 대표하는 자유시
장 이론1)은 한국의 성공적인 경제개
발의 원천을 자유시장체제, 외부지향
적인(outward-oriented) 자유방임적
자본주의(laissez-faire capitalism)에
기초한 개발전략에서 찾고 있다. 한
편, 신고전파의 한 사람인 Berger
(1979)는 한국의 경제개발 성공의 핵
심을 의사 자유시장 이론으로 설명한
다. 즉, 정부의 역동적 간섭의 목적이
사실상 자유무역하의 상품과 요소시

장의 상대가격에 근접하게 하는 유인
을 적용함으로써 결국은 자유시장체
제를 모방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에
있 다 는 것 이 다 . 끝 으 로 , Mason
(1980)은 지배된 시장 이론이 강조하
고 있는 보다 강력하고 직접적인 정
부의 역할로 한국의 정부와 기업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즉, 1960년대
초기에 시작된 이후 급속히 촉진되어
온 경제성장은 정부주도의 경제개발
이었으며 여기에서의 주요 동력원은
민간기업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시장(FM)과 의사 자유시장
(SM) 이론은 기본적으로 국내 생산
시장과 국제 시장을 통합하는 자유시
장 체제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성장
의 주요 동력원으로서 효율적 자원배
분(efficient resource allocation)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배된 시
장(GM) 이론은 경제성장의 주요 동
력원으로서 자본 축적(capital accumulation)을 강조하며 아시아의 급속
한 경제개발을“발전적 국가(deveop2)
이론으로 설명하고
mental state)”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배된 시장 정책하의 첫번
째 기간은 1962년부터 1972년까지의
기간으로 수출 진흥정책과 수입 규제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었으며 중립적
인 산업정책이 실행되었던 시기이다.

1) Edward Chen(1979)과 Balassa(1989)가 그들이다.
2) White(198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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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된 시장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
는 두 번째 시기는 1973년부터 1979
년까지로 정부의 강력한 시장개입에
의한 선별적인 중화학공업 육성정책
(Selective Heavy Machinery and
Chemical Industries Promotion
Policy)이 실행에 옮겨지고 있었던 시
기이다. 그러므로, 1960년대의 대기업,
특히 1970년대의 중화학공업(HCI)
육성에 참여하는 대기업이 GM 기조
의 산업정책 하에서 특혜 수혜 그룹
(The Favored)이 되는 반면, 일반적
으로 1960년대의 중소기업과 1970년
대의 非중화학공업(Non-HCI)이 특
혜 수혜 그룹에서 소외되고 있는 非
특혜수혜 그룹(The Less Favored)
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1960년
대와 1970년대에 걸쳐 대기업은 정부
의 만성적인 재벌우대정책, 특히 중화
학공업 육성정책에 의해“승자”
(winners)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특히 강력한 중화학
공업 육성정책(Big-Push HCI Plan)
은 GM 기조의 산업정책인 것이 자명
하다고 본다.
그러나, 1980년대 초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의사 자유시장 정책 하에서는
그러한 차이를 완화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이 보다 가속화되었다. 사실상,
1980년 이후 정부는 자유시장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경제전반에 걸친 구조

조정을 단행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이전의 수입제한과 외국
인 투자제한이 점차 자유화되기 시작
하였으며 특히 1997년 금융위기
(financial crisis)는 외국인 투자가 급
속히 증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외화유
치를 위한 정책적 노력으로 외국인
투자는 급속히 증대되었고 철저한 보
호 속에 있던 국내 산업에 대한 개방
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정부는 시장에 대한 간섭을
축소하여 자유시장체제의 기능을 강
화시키는 한편 대기업으로 편향된 기
업의 규모 분포를 개선시키려는 노력
을 증대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을 지원
하는 일련의 조치들이 시행되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건전한 하청
도급관계(healthy subcontracting)를
촉진시켰다.3) 그러므로 1980년대 이
후의 경제성장은 SM 기조의 산업정
책 이론으로 설명하는 것이 적합하다
고 본다.

3) Lee, K.U.(198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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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마 분포를 가정한 결정적 생산
경계함수(FFPF)의 최우 추정
(MLE)
(1) 감마 분포를 가정한 결정적
생산경계함수의 계량 모델
결정적 생산경계 함수(Determin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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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ntier Production Function)는 이
론적 생산함수를 계량모형화한 것으로
이 계량모형이 결정적(deterministic)
이라는 것은 생산경계인 F(x)가 사전적
으로 임의성(randomness)이 없음을
의미한다.
Y = F(x)u, 0〈 u〈 1, …………… (1)
여기서 y 는 생산액, x 는 투입요소
집합을 나타낸다.
이를 로그함수로 변환하면

적이며 이론상 투입요소 간의 유연성
(flexibility)을 최대한 허용하는 초월
로그생산함수(translog production
function)를 선택한다.
Ln (GO/N)= ln a + βL ln (N) + βK
ln(K/N) + βM ln (M/N)
+ βLL (ln N)2 + βKK (ln K/N)2 + βMM (ln
M/N)2
+ βLK (ln N)(ln (K/N)) + βKM(ln (K/N))(ln
(M/N))
, ε≥ 0,…(3)
+ βML( ln (M/N))( ln N) - ε
여기서, GO= 생산액,
N= 종업원 수,
K= 유형고정자산의 장부가액,
M= 직접 생산비를 의미한다.

log y = log F(x) + log u = log F(x) - ε
,
ε≥ 0
log u = - ε, u = e-ε. ……………… (2)
여기서, ε
에 대한 가정이 감마 분포
인 것이다.
그러므로 u로 표현되는 각 사업체
의 상대적 기술적 효율성(Relative
Technical Efficiency)4)은 u = e-ε이 된
다. 따라서 사후적으로 관측되는 생산
량 y는 항상 생산경계(production
frontier)인 F(x)보다 밑에 위치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
하는 사업체(best practice firm)의
상대적 기술적 효율성인 u 값은 1이
됨을 알 수 있다.
한편, 생산함수의 형태는 가장 일반

위 식에서, ε
은 두 파라미터를 가지
는 감마 분포를 한다고 가정한다.
P-1
exp (-λε
), ε≥
F(ε
) = G (λ, P) =
ε
0, λ〉0, P 〉2, ……………………… (4)

여기서, ε의 평균(mean)과 분산
2
=
(variance)은 각각 μ=
and σ
이 된다.
여기서, 감마 밀도함수(gamma
density function)의 로그 로그우도함
수(log likelihood function)는 다음과
같다.

4) 이하 기술적 효율성은 상대적 기술적 효율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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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 L = TP log λ- T log Γ(P) + (P-1)
+ β、xt - yt).
Σ
log(α+ β、xt - yt) - λΣ(α
t
t
(5)
모든 잔차항은 결정적 생산경계함
수의 계량모형에서 당연히 양수(positive)가 보장됨을 알 수 있다.
감마 분포(gamma distribution)에
서의 두 자유로운 파라미터, P와 λ는
잔차항(ε)과 상관 관계에 있으며,
E(ε
)=P/λ와 V(ε
)=P/λ2 는 당연히
양수이며, P는 거의 모든 경우에 2보
다 크게 된다.5)
또한, 잔차항들이 나타내는 분포의
왜도 계수(skewness coefficient)는
2/ 가 되며, 감마 분포를 가정한 결
정적 생산경계함수에서 양수가 된다.

(2) 추정통계
한국의 경제발전단계에 따른 정부
의 산업정책기조를 지배된 시장 정책
(GM)과 의사 자유시장 정책(SM)으
로 구분할 때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은 시장 지배적 산업정책이
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GM 기조의
산업정책 하에 있던 개별 사업체의 기
술적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1978
년도 광공업 센서스」
를 선택하였다.
한편, 의사 자유시장적 산업정책은
1980년도 이후 진행되어 현재에 이르

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SM
기조의 산업정책 하에 있던 각 사업체
의 기술적 효율성 측정을 위해 1983
년도와 1988년도의「광공업 센서스」
,
1992년도, 1996년도, 1999년도, 그리
고 2000년도의「광공업 통계조사 보
고서」
를 사용하였다. 1983년도와 1988
년도의「광공업 센서스」
를 선택한 것
은 각 연도의 중화학공업 내의 사업체
의 기술적 효율성을 추정함으로써
1970년대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이
과연 동태적 효율성을 달성했는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1992년도는
1990년대 들어 급성장한 정보통신산
업의 성장 초기 단계임과 동시에 외환
위기 발생을 초래한 중화학공업의 과
잉ㆍ중복 투자가 단계적으로 진행되
고 있던 시점이므로 이 시점의 기술적
효율성을 점검해 보는 것도 의의가 있
다고 본다.
한편, 1996년도의 「광공업 통계조
사 보고서」는 1997년도의 외환위기
직전의 산업내 각 사업체의 기술적 효
율성의 수준과 분포를 탐색할 수 있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통계라
고 판단되어 선택하였다. 이후 외환위
기 극복을 위한 제반 산업구조조정 정
책의 성과가 나타나리라고 기대되는
1999년도의 각 산업내 개별 사업체의
기술적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1999

5) Greene(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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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광공업 통계조사 보고서」
를 선
택하였다. 또한 산업구조조정 정책의
성과와 진행 속도를 탐색하기 위해
가장 최근 통계인 2000년도「광공업
통계조사 보고서」
를 사용하였다. 그러
므로 본 논문에 사용된 사업체 관련
미시데이터는 한국의 경제성장 단계
별 전략적 주력산업과 1990년대 들어
급성장하고 있는 정보통신산업 등 13
개 산업에 역점을 두고 편집되었다.
가능한 한 동일 산업 내에서 제조활
동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체 모두를
그 추정대상으로 하기 위하여 산업별
로 5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체에 초점
을 두고 추정 결과를 분석ㆍ비교하였
다.
표본의 총 13개 산업은 기존의 8개
〈표 1〉

전략적 주력산업과 1990년대 들어 급성
장하고 있는 5개 정보통신산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표 1〉
은 총 13개 산
업의 표준산업분류인 KSIC(Korea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코
드를 나타내고 있다.

3. 추정결과의 요약 및 결론
다음의 주요 추정결과와 분석은 가
설검정을 거쳐 통계적으로 유의한 사
실에 기초한 것이며 이에 따라 정책
적 시사점을 도출한 것이다.

(1) 산업그룹별 시계열 분석
〈그림 1〉
과 〈그림 2〉
를 관찰하면

표본의 13개 산업

KSIC

표준 산업 분류

17

섬유제품 제조업(봉제의복 제외)

181

봉제의복 제조업

241

기초화합물 제조업

271

제1차 철강산업

291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43

자동차 부품 제조업

3511

선박 건조업

3001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제조업

30013

컴퓨터 입출력 장치 및 기타 주변기기

321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32202

방송 및 무선 통신기기 제조업

323

방송 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자료：
「광공업 센서스」및「광공업 통계조사 보고서」
,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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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사실을 〈그림 1〉 섬유의류ㆍ중화학ㆍIT제조업의 생산경계 이동
알 수 있다.
첫째, GM 기조의
산업정책 하에 있던
1978년도에는 섬유ㆍ
의류 제조업과 중화학
공업의 생산경계가 동
일하게 상당히 높은
위치를 점하고 있으나
SM 기조의 산업정책
이 진행되고 있던
1983년 도 에 들 어 와
두 산업그룹의 생산경 〈그림 2〉 섬유의류ㆍ중화학ㆍIT제조업의 기술적 효율성
계가 동시에 급락한
다. 이는 중화학공업
육성정책과 같은 정부
의 강력한 시장개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개
별 생산단위의 기술적
효율성 분포는 정규분
포로 접근할 것이라는
중심 극한 정리(central limit theorem)를
논거로 설명할 수 있
투자를 위시하여 산업 전반적으로 투
다. 이렇게 산업의 생산경계가 급상승
자가 이루어지고 있던 시점이었던 것
했던 두 시점인 1978년도와 1996년도
이다.
의 공통점은 설비투자가 집중적으로
그러므로 두 시기 모두 주어진 생
이루어진 끝 무렵이라는 데에 있다.
산 요소의 최적 배합에 의해 생산을
즉, 1978년도는 강력한 중화학 육성
극대화함으로써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정책 하에서 자본축적이 집중적으로
사업체가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하여
이루어졌던 1970년대의 막바지 시기
생산가능 영역은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며 1996년도는 1990년대 초반과 중
Caves와 Barton(1990)이 지적한 바
반을 거쳐 중화학공업의 집중적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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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자본의 과잉투자로 인한 투
자의 효율성 저하로 여타 사업체는
주어진 요소투입으로 생산을 최대화
시키는 데 실패함으로써 산업 전체의
효율성은 급락하게 되었던 것이다.
둘째, SM 기조의 산업정책 하에서
는 1988년도에 근소한 차로 정보통
신 제조업에 선두를 내준 이외에는
섬유ㆍ의류 제조업이 가장 높은 생산
경계를 시현하고 있다. 한편, 1988년
도와 1992년도에는 정보통신 제조업
의 생산경계가 중화학공업의 생산경
계보다 다소 높고 1996년도와 1999
년도에는 중화학공업의 생산경계가
정보통신 제조업의 생산경계보다 다
소 높게 위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
다. 이후 2000년도에 들어와 두 그룹
의 생산경계가 동일 위치로 수렴하는
것은 특기할 만한 현상이다.
셋째, 1988년도와 1992년도에는 섬
유ㆍ의류 제조업의 생산 경계가 상향
이동함과 동시에 효율성 수준이 상승
하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섬
유ㆍ의류 제조업의 생산가능 영역의
확장과 기술적 효율성의 상승이 동시
에 발생한 것으로서 Caves와 Barton
(1990)이 설명하는 생산성 증가가 달
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1999년도를 제외하곤 전 시

계열에 걸쳐 정보통신 제조업의 기술
적 효율성 수준이 가장 높고 중화학
공업의 기술적 효율성 수준이 그 뒤
를 잇고 있으며 섬유ㆍ의류 제조업의
기술적 효율성 수준이 가장 낮다.
다섯째,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해 강
력한 GM정책을 수행했던 1978년도
에는 동일한 생산경계의 위치에도 불
구하고 중화학공업의 기술적 효율성
수준이 섬유ㆍ의류제조업의 기술적
효율성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는 SM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한
1983년도에 이르러 그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진다. 이러한 중화학공업의
효율성 증대는 생산경계의 하락과 안
정에 따른 상대적 효율성 개선에 기
인함과 동시에 한국의 중화학공업이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 동태적 효율
성6)을 달성했다는 Pack과 Westphal
(1986)의 주장을 입증하고 있다.
여섯째, 1988년도의 생산경계의 상
승은 상대적으로 중화학공업과 정보
통신 제조업의 기술적 효율성을 악화
시키는 한 요인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1992년도에 들어와 정부
의 SM 산업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
되고 있는 가운데 중화학공업과 정보
통신제조업의 기술적 효율성은 1988
년도보다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 그

6) 동태적 효율성의 달성이란 명시된 중기 하에 국제경쟁력을 획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
다. 국제경쟁력은 정부의 보조나 간섭 없이 국내 시장이나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능력
을 갖추는 것을 말하며 단순히 수출실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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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정보통신 제조업의 기술적 효율
성은 1983년도의 성장 초기보다 지속
적으로 악화되는 추세이다. 즉, 성장
을 계속하고 있는 산업에서는 영속적
인 생산경계의 상향 이동으로 인해
개별 생산 단위의 상대적 효율성이
불안정해지고 계속 악화될 것이라고
Caves와 Barton(1990)은 설명하고
있다.
일곱째, 1997년도의 외환위기 발생
직전인 1996년도에는 섬유ㆍ의류 제
조업, 중화학공업, 정보통신 제조업 등
모든 산업그룹에서 생산경계의 급상승
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기술적 효율성
이 동시에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
특히 중화학공업 중 제1차 철강산
업을 관찰해 보면 1992년도와 1996년
도의 생산경계의 위치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1996년도의 산업의 평균 기
술적 효율성은 크게 악화되고 있다.
이는 1997년도의 외환위기 직전에 나
타난 현상으로 1996년도와 1997년도
에 걸친 설비투자로 인해 설비능력은
증대되었으나 이에 따른 생산경계의
변동은 없으며 산업의 평균 기술적
효율성도 크게 악화되고 있는 위기
상황을 맞고 있었다는 것이다. 결국
이는 “한보철강의 도산”
이라는 국가
경제의 치명적 위협을 미리 예고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덟째, 1999년도는 1997년도의 외
환위기 극복을 위해 산업 전반에 걸
쳐 이루어진 제반 구조조정의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기대되는 시기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의 효과를 산업그룹
별로 살펴보면 산업구조조정 정책의
실효성을 짐작할 수 있다. 섬유ㆍ의류
제조업의 기술적 효율성 수준은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1992년도의
기술적 효율성 수준에도 훨씬 못 미
치고 있으며 중화학공업 및 정보통신
제조업의 기술적 효율성은 더욱 급격
하게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특
히 1999년도의 자동차산업의 경우 생
산경계가 다시 급락하며 동시에 산업
의 평균 기술적 효율성도 크게 악화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끝으로 2000년도에 들어와 특기할
사실은 세 산업그룹의 생산경계가 동
시에 상승ㆍ이동하여 한 점으로 수렴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화학공업
과 정보통신 제조업의 생산경계의 위
치는 한 점으로 수렴하고 있다. 즉,
산업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인해
생존 전략으로서의 기업의 인수ㆍ합
병과 시장 메커니즘의 작동에 의한
경쟁력 없는 부실기업의 퇴출로 인해
효율적인 기업만이 생존하는 일시 균
형점(equilibrium point)이 생성되면
서 이 균형점으로 수렴되어 가는 현
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와 동시에 섬
유ㆍ의류 제조업, 중화학공업의 기술
적 효율성은 상대적으로 악화되었으
나 정보통신 제조업에서는 효율성 증
가를 시현함으로써 생산성 증가를 달
성하고 있다. 즉, 컴퓨터산업,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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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및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업 등의 정보통신
제조업에서는 생산가능 영역의 확장
과 동시에 효율성 개선을 달성함으로
써 생산성의 증가를 시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빅딜 등 제반 산
업 구조조정 정책이 기존의 주력산업
전반에 걸친 효율성 악화로 아직 그
목적한 바 실효는 못 거뒀으나 정보
통신 제조업에서만은 괄목할 만한 생
산성 증가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연도별 횡단면 분석
우선 1978년도부터 1996년도까지
연도별 주력산업내 사업체의 효율성
분포가 非주력산업내 사업체의 효율
성 분포보다 정규분포에서 더욱 일탈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효율성 분포는 1997년도 외환위기 이
후의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정규분포
로 뚜렷하게 접근하고 있다. 즉, GM
하의 1978년도는 중화학공업 육성정
책이라는 정부의 시장 간섭에 의해
중화학공업내 사업체의 효율성 분포
가 섬유ㆍ의류제조업내 사업체의 효
율성 분포보다 정규분포에서 더욱 벗
어나 있다. 이후 SM 하의 1983년도
부터 1996년도까지의 각 연도에서는
정보통신 제조업, 중화학공업, 그리고
섬유ㆍ의류 제조업의 순서로 사업체
의 기술적 효율성 분포가 확연히 정

규분포에서 일탈하고 있다. 그러나 시
장원리에 의한 구조조정 노력에 의해
1999년도에 들어와 주력산업내 사업
체의 기술적 효율성 분포가 현저하게
정규분포로 접근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2000년도에 들어와서 더욱 가
속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
로 시장 기구(market mechanism)를
교란시키는 외생적 충격, 즉, 중화학
공업 육성정책과 같은 정부의 강력한
시장 지배적 산업정책이나 체제 일탈
적인 외환위기와 같은 충격이 없다면
각 사업체가 시현하는 기술적 효율성
의 분포는 정규분포로 근접할 것이라
는 명제를 확인시켜 준다고 볼 수 있
다. 즉, “If nothing disturbs the
market the distribution of technical
efficiency of establishments goes to
normal”
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각 연도별로 분석한 횡단면
분석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1978년도의 추정결과를 보면
GM 기조의 산업정책 하에서 특혜그
룹에 속하는 선박 건조업과 자동차
제조업의 평균 기술적 효율성 수준이
타 산업의 평균 기술적 효율성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SM 하의 1983년도를 보면
정보통신 제조업의 평균 기술적 효율
성이 가장 크고 중화학공업 효율성이
그 뒤를 이으며 섬유ㆍ의류 제조업의
효율성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성장 초기단계에 있는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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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그 주변기기 제조업, 컴퓨터 입출
력 장치 및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의
평균 기술적 효율성 수준이 높게 나
타나고 있다. 또한 선박 건조업의 경
우를 보면 중화학공업 중에서 평균
기술적 효율성 수준이 가장 높게 나
타나고 있다.
셋째, 1988년도의 추정결과를 보면
1983년도와 마찬가지로 정보통신 제
조업의 평균 기술적 효율성이 가장
높고 중화학공업의 효율성이 그 뒤를
이으며 섬유ㆍ의류제조업의 효율성이
가장 낮은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특
히 선박 건조업의 경우를 보면 중화
학공업 중에서 평균 기술적 효율성
수준이 가장 높으며 왜도 계수가 타
산업에 비해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치
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산업 내의 개
별 사업체의 생산위치가 생산 경계에
근접하여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한편, 정보통신 제조업 중 성장
단계에 있는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제조업에서는 평균 기술적 효율성 수
준이 높으며 분산과 왜도 계수가 타
산업에 비해 거의 2배를 넘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넷째, 1992년도의 추정결과를 보면
평균 기술적 효율성 수준이 정보통신
제조업이 여전히 가장 높고 그 다음
이 중화학공업 그리고 섬유ㆍ의류 제
조업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1988
년도와 비교해 볼 때 정보통신 제조
업의 기술적 효율성이 괄목할 만한

증가를 이룩한 것을 알 수 있다. 1990
년대 들어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
는 정보통신 제조업 중 방송 및 무선
통신기기 제조업의 평균 기술적 효율
성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왜
도 계수가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선박 건조업의 경우를 보면
중화학공업 중에서 평균 기술적 효율
성 수준이 가장 높으며 왜도 계수가
타 산업에 비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화학공업 중 기초 화
합물 제조업과 제1차 철강산업의 평
균 기술적 효율성이 가장 낮게 나타
나고 있다.
다섯째, 1996년도의 추정결과를 보
면 평균 정보통신 제조업의 기술적
효율성 수준이 가장 높고 중화학공업
의 기술적 효율성 수준이 그 두 번째
를 점하고 있으며 섬유ㆍ의류 제조업
의 기술적 효율성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중화학공업 중에
서 선박 건조업의 평균 기술적 효율
성 수준과 왜도 계수가 여전히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박 건조업
의 경우를 보면 중화학공업 중에서
평균 기술적 효율성 수준이 가장 높
으며 왜도 계수가 타 산업에 비해 거
의 2배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내고 있
다. 한편, 정보통신 제조업 중 컴퓨터
입출력장치 및 그 주변기기 제조업의
평균 기술적 효율성 수준이 가장 높
으며 왜도 계수 또한 가장 큰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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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중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
업이 가장 낮은 평균 기술적 효율성
수준과 함께 낮은 왜도 계수를 보이
고 있다.
여섯째, 1999년도의 추정결과를 보
면 평균 기술적 효율성 수준이 중화
학공업, 정보통신 제조업, 그리고 섬
유ㆍ의류 제조업 순서로 나타나고 있
다. 즉, 중화학공업의 평균 기술적 효
율성 수준이 정보통신 제조업의 평균
기술적 효율성 수준을 처음으로 앞서
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전반적
으로 평균 기술적 효율성 수준이
1996년도에 비해 더욱 하락하고 있으
며 특히 중화학공업 중 기초 화합물
제조업과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의 평균 기술적 효율성이 가장 낮으
며 기술적 효율성 분포의 왜도 계수
가 낮다. 또한 정보통신 제조업 중 방
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업의 평균
기술적 효율성이 가장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끝으로 2000년도의 추정결과를 보
면 정보통신 제조업의 평균 기술적
효율성 수준이 다시 중화학공업의 효
율성 수준을 앞지르고 섬유ㆍ의류 제

조업의 효율성 수준은 여전히 가장
낮은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00년도에 들어와 정보통신 제조업
중 컴퓨터산업과 반도체산업, 그리고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업은 괄목
할 만한 생산성 증가를 시현하고 있
다. 따라서 이들 산업에서는 1997년
도 외환위기 이후의 산업구조조정의
성과가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1970년대의 GM 기조
의 산업정책 하에서 집중투자를 실현
한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은 1980년대
를 거쳐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지속
적으로 동태적 효율성을 달성ㆍ유지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선박건조
업은 전 시계열에 걸쳐 높은 기술적
효율성을 시현하고 있는 것이다. 1980
년대와 1990년대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정보통신 제조업에 대한 투
자는 전 시계열에 걸쳐 가장 높은 기
술적 효율성 수준을 가능케 하였으며
2000년도에 이르러서는 생산성 증가
까지 달성함으로써 향후 국제 경쟁력
을 확보한 수출 주력 산업으로서의 위
상을 유지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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