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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는 최근의 대표적 기업정보화 정책인 B2B 전자상거래 정책과 중소기업 정보화 정책이 산업정책
적인 관점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며, 그 개선방안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
과 같다. (ⅰ) B2B 정책의 중심인 e-marketplace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은 참여 경제주체들 간의
이해관계와 유인체계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고, 한국 특유의 수직적 산업구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사전적으로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정책이었다, (ⅱ)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에서 중점 보급 애플리케이션이었던 ERP가 신일순 (2004a)의 실증연구 결과 오히려 생산성 증가에 유
의미한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SCM과 같이 다른 기업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정책 비중을 옮길 필요가 있으며, 최근의 경제현실을 고려할 때
ASP 보급도 주 대상을 중기업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ⅲ) 불가분성(indivisibility) 등 정
보기술재화의 특성에 기인하는 기업의 정보기술 투자행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기업의 정보기술 투자
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혜택은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자원배분을 왜곡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모든 기업에 대해 일률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보다 투자자금이 부족한 기업에게 융자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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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00년 이후 산업자원부는 한국의 산업구조를 혁신주도형 산업구조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각 산업 및 기업 활동에 있어 정보기술 활용을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기업정보화 정책은
정보통신 인프라의 활용도 제고, 정보기술을 통한 전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선별적
인 산업정책이 아닌 경제 전반의 적응력과 효율성 제고라는 정보통신 분야와 경제․산업분야
의 당면과제들과 어우러져 산업정책의 중심적인 위치로 부상했다. 정책 대상이 된 기업정보
화 사업으로서 e-비즈니스의 확산을 통한 생산성과 투명성 제고라는 목표 하에 B2B

전자

상거래 시범사업이 대대적으로 추진되었고, 세계화, 정보화 시대의 중소기업의 적응력과 효
율성 제고라는 목표 하에 다양한 중소기업 정보화 사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B2B 전자상거래 사업은 초기 예상과는 달리 사업 추진 4년 만에 급속도로 위
축되고 있다. 중소기업 정보화사업은 그 동안 사내 정보화 기반을 마련해 왔다는 점에서 긍
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정책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으며 세제혜택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B2B 전자상거래 사업에 관해서 김기홍 외 (2002)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 인프라
구축에 한정되어 있고, 물류, 결제, 무역 등의 공통지원 기능이 부족하며, 기업의 참여도가
낮고, 업종 간 협력 및 협업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중
소기업 정보화사업에 관해서 김민수, 오성탁 (2003)은 관계부처 간 종합적 정책조정 기능이
미약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정보화 교육기회가 부족하며, 정부 주도의 일률적인 지원책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 문헌들의 문제점 분석은 현상적인 수준에 머
물고 있어, 경제적 관점에서,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지는 않았다고
본다.
오늘날의 산업정책은 과거 60, 70년대의 계획경제 시대에 정부가 강력한 정책수단을
통해 기업으로 하여금 정부 계획을 따라오도록 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는 시장경제를 정
책목표로 유인하도록 설계된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들이 이윤동기에 의해 자발적으로
행동한 결과로 정책목표를 달성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정책입안자는 현 시장상황과 산업
조직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책에 따라 시장기능이 어떻게 작동하여 자원배분이 어느 방향으
로 이루어지며, 그 과정에서 기업들은 정책에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하는가에 대하여 정확
히 예측할 수 있어야 성공적인 산업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현대적인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최근 한국의 기업정보화 정책이 어
떠한 문제가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향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필자들은 다음과 같
은 결론을 도출했다.
정부의 B2B 전자상거래 정책의 중심인 e-marketplace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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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책당국이 참여 경제주체들 간의 이해관계와 유인체계에 대하여 충분히 분석하지 않았
고, 한국 특유의 수직적 산업구조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
했기 때문이다. 사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사업은 사전적으로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신일순 (2004a)의 실증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 동안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서 중
점 보급 애플리케이션이었던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가 오히려 기업의 생산성
증가에 유의미한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는

정책의

중점을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의

경제현실을

고려할

때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서비스의 보급도 주 대상을 중기업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가분성(indivisibility) 등 정보기술재화의 특성에 기인하는 기업의 정보기술 투자 행
위특성을 고려할 때, 기업의 정보기술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세제혜택은 실질적으로 그 효
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자원배분을 왜곡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모든 기업에 대해 일률적
인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보다 투자자금이 부족한 기업에게 융자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본 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절은 최근의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정부의 산
업정책 전환에 대해서 소개하고 산업정책으로서 기업정보화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논한다.
제3절은 기업정보화 관련 주요 정책들을 경제이론 및 산업정책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여 문
제점을 제시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제4절은 본 고의 결론이다.

2. 산업정책 차원의 기업정보화 정책

가. 산업정책의 방향전환

60년대 이후 한국 경제의 기본 발전전략은 ‘정부 주도의 투자와 수출 지향의 산업정책 및
성장전략’이었는바, 최근 들어와서 이러한 정책과 전략에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다.(이 근,
김창욱, 2001) 고도성장기에 이러한 전략이 잘 들어맞았던 것은 우리 경제가 추격 단계에
있었고, 이 단계에서는 목표와 경로가 비교적 명확했기 때문에 필요한 곳을 선택하고 그곳
에 자원을 집중하여 쏟아 부으면 되는 단계적 특수성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우
리 경제는 추격기가 마감을 고하고 스스로 창조하고 개척해 나가야 하는 성숙 단계에 접어
들었다. 외적으로도 ‘글로벌화’와 ‘정보화’라는 요인에 의해서 한국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비약적으로 증대되어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이 근, 김창욱, 2001) 냉전
의 종식, WTO 체제의 출범, 시장경제 체제의 보편화 등으로 국가 간의 각종 장벽과 차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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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고 있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화와 정보화의 흐름은 시스템적 차원에서 보면 연결성(connectiveness)
의 증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Tuebal, 2000). 즉 시스템 내외적으로 모든 관계의 범위
가 확대되고 상호작용의 정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한편, 신속한 지식 정보의 흐름과 이들
의 다양한 결합은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낳고 끊임없는 혁신을 일으키고 있으며, 끊임없는
혁신과 급속한 기술 진보는 다시 연결성의 증대를 가져와 다시 혁신을 촉진시키는 강화 피
드백(positive feedback)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아서(Arthur)는 이러한 변화를 수확체감
(decreasing returns)의 세계에서 수확체증(increasing returns)의 세계로의 변화로 설명하
고 있다.(Arthur, 1996) 이와 같은 시스템 간 경계의 모호, 상승적 결합관계의 증대가 가져
온 중요한 결과 중 하나는 우리가 처한 세계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크게 증대되었다는 점
이다.(Lane and Maxfield, 1997)
이러한 상황 변화를 인지하여 참여정부에서는 “우리 산업구조와 기반을 새로이 짜는 산
업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인식 하에 새로운 산업정책 과제가 제시되었
다. 산업자원부 (2003)는 새로운 산업정책의 역할을 ‘반도체 이후 한국경제를 먹여 살릴 새
로운 성장 동력 발굴’, ‘대기업․수도권․제조업 중심의 불균형 발전전략 탈피’, ‘지식․기술․정보
중심의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도약 기반 마련’으로 삼고, 차세대 성장동력의 발굴, 국가균형
발전의 추진, 혁신주도형 산업구조로의 시스템 혁신 등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최근의 산업정책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과거의 ‘특정 산업 지
원 위주의 정책’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둘째, 과거 ‘해외
의 핵심기술에 의존한 기술개발 및 상품화 시스템’에서 ‘핵심기술개발과 산업화 역량 확충
형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강조되고 있다. 셋째, 과거 ‘IT산업의 촉진’에서 ‘IT 활용도의 촉
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나. 산업정책으로서의 기업정보화 정책

산업자원부 (2003)는 특히 산업의 IT 활용도 제고를 주요 산업정책 과제로 삼고, e-비즈니
스의 확산을 통한 생산성과 투명성 제고, IT를 활용한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 강화, 디지털
전자산업의 미래전략산업 육성 등의 세부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초고속 통신
망 등 IT 인프라는 세계 1위 수준이나, 산업의 IT 활용 수준은 낮아 경제전반의 생산성 향
상이 저조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기업정보화의 내용에 대해서는 후술하겠지만, 중소기
업청의 중소기업 정보화 및 정보통신부의 소기업 네트워크화 사업 등도 넓은 의미에서 이러
한 IT활용도 제고의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기업정보화 정책은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특
정산업에 대한 정책이 아닌 전반적인 산업의 구성원인 기업에 대하여 IT의 활용도 제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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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정책으로 기능적인 측면이 강조되었다.
오늘날 한국 정부가 지향해야 할 ‘현대적 의미의 산업정책’은 정부가 시장경제를 정책
목표로 유인하도록 설계된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들이 이윤동기에 의해 자발적으로
행동한 결과로 정책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입안자는 현 시장상황과 산
업조직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책에 따라 시장기능이 어떻게 작동하여 자원배분이 어느 방향
으로 이루어지며, 그 과정에서 기업들은 정책에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하는가에 대하여 정
확히 예측할 수 있어야 성공적인 산업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예컨대, ‘벤처인증제’는 이 제
도에 대한 벤처들의 유인과 전략적 대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기업정보화 정책은 IT 산업과 IT 인프라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그 활용도를 제고하려는
시도, 전통산업의 경쟁력 약화라는 일반적인 현상을 해결하려는 시도, 선별적인 산업정책에
서 탈피하여야 한다는 당위론적인 주장 등이 한데 어우러져 발생한 특수한 형태의 산업정책
이라고 볼 수 있다. 기존에는 기업정보화 정책을 기술적인 관점으로, 혹은 기업정보화 추진
으로 인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산업의 관점으로 판단한 경우가 다수
존재했다. 그러나 기업정보화 정책을 경제적인 산업정책으로 보는 경우, 기업정보화 정책에
대한 판단 역시 경제적인 관점으로 행해져야 한다. 제3절에서는 기업정보화 정책을 2000년
대에 접어들어 한국경제가 선택한 대표적인 산업정책으로 인식하고, 위에서 제시한 현대적
의미의 산업정책의 관점에서 비판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3. 기업정보화 정책이슈와 시사점

가. 기업정보화 정책의 개요

기업정보화는 ‘기업부문의 정보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동종 기업과 시장의 집합인 산업정보
화의 일환으로 간주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기업정보화와 산업정보화를 분리하여 고려하
기로 한다.1) 기업정보화가 개별 조직의 IT 투자, 이용, 그와 관련된 조직변화 및 IT를 이용
한 개별 조직 간의 거래, 정보 등의 교환을 위한 개념이라면, 산업정보화는 산업정보망 구
축, 산업재산권 정보서비스, 무역정보 전산화 등과 같이 IT를 이용한 특정 산업 혹은 일반
적인 산업을 위한 정보화를 의미한다.
이제까지 기업부문 정보화에 정부의 정책적인 수단이 집중되어 온 분야로는 크게 B2B
전자상거래 시범사업과 중소기업 정보화로 대별될 수 있다. B2B 전자상거래 시범사업은

1) 산업자원부의 ‘산업정보화촉진 시행계획’에 따르면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기업정보화가 포함되어 언급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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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간 전자상거래의 확산을 통해 기업과 산업 전체의 가치사슬(value chain)을 혁신하고,
전체 산업구조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추진되어 왔다. 현재는 “산업부
문 기업간(B2B) 네트워크 구축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다.
중소기업 정보화 관련 사업들은 우리 경제의 중소기업을 디지털화 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
고 e-비즈니스의 활성화를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의 초석을 다지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산업
자원부, 중소기업청, 정보통신부 등에서 추진되어 왔다.

<표 1> 부문별 정보화 예산 현황(’98년∼’03년; 6년간)
(단위: 억원)
구분

’98예산

’99예산

’00예산

’01예산

’02예산

’03예산

전자상거래,
전통산업의 IT화 등(①)

25

28

42

534

1,072

1,282

정보화예산(②)

7,151

8,653

12,155

14,692

16,114

16,705

비중(①/②)

0.35%

0.33%

0.35%

3.63%

6.65%

7.67%

출처: 한국전산원, 국가정보화백서 2003

기업정보화 정책의 중요성은 <표 1>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전체 정보화예산 중 전
통산업의 IT화 및 전자상거래 관련 기업정보화를 위한 정보화예산의 비중은 2000년 0.35%
에서 2001년 3.63%, 2002년 6.65%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2003년과 2004년에
대략 연간 30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된 중소기업 정보화사업의 경우, 2005년에는 140억 원
으로 삭감됐고, B2B 네트워크 구축사업도 2004년 200억 원에서 2005년 140억원으로
30% 감소될 예정이다.

나. B2B 전자상거래 사업

1) 정부정책 개요

산업자원부는 B2B 전자상거래 시범사업 1차년도인 2000년에 기간산업형 9개 업종(기계,
조선, 철강, 전력, 자동차, 유통, 전자, 섬유, 생물)을 시작으로 2001년 11개 업종(금형, 물
류, 시계, 파스너, 골판지, 목재가구, 공구, 정밀화학, 농축산, 건설, 석유), 2002년 10개 업
종(자동화 기계, 애니메이션, 뉴세라믹, 제지, 안경/광학, 유틸리티 설비, 비철금속, 완구, 전
자거래지원(신용보증), 환경)에서 사업을 추진했으며, 2003년 9개 업종(전지, 산업원료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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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 주조, 귀금속, 문구, 의료용구, 화훼유통, 항업, 식품)이 신규 4차년도 업종으로 선정
되어 사업이 진행 중이다. 향후에도 산업자원부는 시범사업 대상 업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
고, 기존 업종의 전자상거래 모델 개발 및 검증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
방향을 활용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급망관리(SCM)의 도입,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등을 추
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산업자원부는 B2B 인프라가 우리 산업의 생산성 및 거래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실
질적인 도구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가 표준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업종
간 거래 및 데이터 호환의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 상품분류체계의 구축과 검색 틀의
개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이 동북아 e-비즈니스의 중심지가 되도록
물류기능의 확충 및 e-Trade hub 구축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2) B2B 전자상거래의 현황

B2B 전자상거래는 초기에는 세계적으로 매우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되었지만 실제로는 그렇
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e-marketplace가

500개를

넘지

IDC 사에 의하면 전세계적으로 2000년대 중반까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며,

각

산업별로

대표적

e-marketplace 몇 개만 살아남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critical mass 이상의 거래량을
확보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e-marketplace 간 통합(consolidation)이 일어나고, 거대한
Super e-marketplace가 출현할 것으로도 예측되고 있다.
지난 2000년 다임러크라이슬러, 포드, GM, 르노, 닛산 등이 합작하여 설립한 회사로
자동차 산업 최대의 e-marketplace로 각광받은 Covisint도 2004년 초에 경매사업을 B2B
업체인 FreeMarkets에 매각하고, 남은 자산을 소프트웨어업체인 Compuware에 매각하여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1세대 e-marketplace 업체라고 볼 수 있는 일렉트로피아는 수년간 200억여 원
을 쏟아 부으며 전자관련 e-marketplace 운영에 의욕을 보였으나 지난해 말 사업 규모와
인력을 10분의 1로 크게 축소하고 새로운 e-비즈니스 사업을 모색하고 있다.”2) 2004년
2/4분기 말 현재, e-marketplace 수는 240개로서 전 분기에 비해서는 18개, 전년도 같은
분기에 비해서는 24개가 각각 감소했다.(통계청, 2004)
B2B 전자상거래 관련 정책당국과 사업도 축소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기존 2개의 전
자상거래 관련 부서를 1개로 통합하였고, 내년도 e-비즈니스 관련 예산도 크게 줄이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유일한 B2B 국제협력사업에 대한 지원을 올해로
마감하기로 했다.
2) 전자신문 2004.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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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2B 전자상거래에 대한 경제적 이해 : 기업간 IT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

B2B 전자상거래에 대한 연구는 기업간 IT 네트워크(inter-organizational information
network)가 기업간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연구로부터 그 원류를 찾
을 수 있다. 인터넷이 보급되기 전부터 많은 기업들이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문서를 활용하는 VAN(Value-Added Network) 형태의 기업간 네트워크를 운영하기 시작
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는 인터넷의 등장 이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초기의 연구는 기존의 거래비용(transaction cost) 경제학에서 이루어졌던 연구, 즉 경
제주체간의 거래가 언제 시장(market)을 통해 이루어지고 언제 기업내부 조직(hierarchy)을
통해 이루어지는가를 분석하여 기업의 경계(boundaries of the firm)가 어디에서 결정되는
가에 대한 연구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Malone et al. (1987)은 거래비용의 개념을 이용
하여 정보통신 네트워크 등의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이 기업간의 조정비용(coordination
cost)3)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조정비용의 감소로 인해 기업내부 조직에서 행해
졌던 경제활동이 점차로 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변화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들
은 이렇게 발생하는 시장교환 메커니즘을 기존의 시장(market)에 대비하여 전자적 시장
(electronic market)이라 칭하였으며, 마찬가지로 기존의 위계적 조직(hierarchy)에 대비하
여 정보기술을 통해 발생하는 유사한 조직을 전자적 위계조직(electronic hierarchy)이라
칭했다.
Clemons, Reddi and Row (1993)는 실증분석을 통해 구매기업이 상대하는 판매기업의
수가 정보기술 및 네트워크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감소함을 보여주고 있어 위의 ‘전자적 시
장 가설’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들은 거래비용의 감소 이외에도 IT 투자에 따
른 규모의 경제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공급자 혜택, 학습곡선의 효과 등으로 기업간
관계가 시장과 위계조직의 중간형태인 소수의 장기적인 협력관계로 발전될 것이라는 ‘Move
to the middle Hypothesis’를 주장했다.
그 이후의 연구는 네트워크의 발전에 따른 거래비용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왜 상대기업
의 수가 작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는가에 대해 여러 가지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식으로
전개되었다. Bakos and Brynjolfsson (1997)은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등장에 따라 일반적

3) 조정비용은 다음과 같은 비용들을 포함한다. 첫째, 정보 및 탐색비용(search cost)으로 이는 낮은 가격과 좋은
품질을 발견하기 위해 시장에서 정보를 수집하는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둘째, 계약비용(negotiation cost)으
로 이는 협상 및 계약 체결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말한다. 셋째, 감독비용(administration cost)으로 계약
조건이 제대로 이행되는가를 확인 감독하는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넷째, 적응비용으로 이는 완전한 계약
(complete contract)을 체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초래되는 계약의 불완전성에 따라 장기
계약의 체결 이후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할 경우에 계약 조건의 변경에 따르는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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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거래비용이 하락할지 모르지만, 거래대상 기업과의 정보공유, 혁신에 대한 목표공유 및
그를 위한 투자자산 등이 가지는 관계특이성(relationship specificity)으로 인해 오히려 거
래하는 기업의 수가 감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산의 특이성(asset specificity)으로 인해
그 자산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 없거나, 사용된다 하더라도 같은 정도의 투자수익
을 누릴 수 없으므로, 현재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기회주의적 행동
(opportunistic behavior)이 일어날 여지가 많게 된다. 이에 따라 시장을 통한 거래보다는
위계적인 거래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구매기업이 상대하는 기업의 수가 감소하게 된다.
Kraut et al. (1998)은 기업간 거래에 있어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hip)의 중요성을 강
조했다. 이들은 정보통신기술의 도입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의 사회적
관계가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도입 이후에도 확장되어 기존에 신뢰성을 가지고 있던 소수의
기업들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음을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B2B 전자상거래 시장은 다수의 공급자와 다수의 수요자가 가격을 주요 변
수로 spot market에서 거래하는 e-marketplace 형태로 발전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고,
업종, 제품 및 기업간의 관계, 문화 등의 요인에 따라 이와는 다른 형태, 즉 소수의 공급자
와 수요자가 더욱 밀접하게 거래하는 B2B 시장이 전개되리라는 견해가 설득력이 있다고 본
다. 이 경우 e-marketplace의 구축을 위주로 하는 정부의 정책은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성
공하지

못하고

소수의

일부

시장에서만

성공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MRO(Maintenance, Repair, Operation: 유지, 보수, 운영물품)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물
품들의 경우 기존의 관계, 관계특이성 등의 측면에서 경제적인 영향을 적게 받는 특징이 있
다.

실제로

통계청

(2004)의

‘ 2004년

2/4분기

전자상거래

통계조사

결과’에서도

e-marketplace 거래액을 사업부문별로 보면 MRO가 8,080억원으로 전체의 30.2%를 차지
하여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4) B2B 전자상거래에 대한 경제적 이해 : 한국 특유의 문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B2B 전자상거래는 거래 기업과의 정보공유, 혁신에 대한 목표공유
및 그를 위한 공동 투자 등으로 인해 관계특이성을 가지기 쉬우므로 수요자와 공급자가 장
기적인 관계 및 고착성을 띠게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주요 업종에서 B2B
전자상거래에 구매자로 참여하는 기업들이 복합기업4)의 구성원인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관
계특이성이 매우 높은 특성을 지니는 업종에서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한 경우 구매자(수요
기업)는 복합기업 내부의 타 기업 또는 복합기업과 관계가 매우 밀접한 기업들과 이러한 관
계를 맺기가 쉽고, 일종의 수직적인 통합(vertical integration)의 형태를 띠게 될 가능성이
4) 복합기업은 대기업이 여러 업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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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다. 이러한 상황을 극단적으로 확장할 경우, 모든 복합기업이 e-marketplace를 운영하며,
그 e-marketplace 기업은 복합기업 내의 다른 구성원 또는 복합기업과 관계가 매우 밀접
한 기업들에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의 운영을 상정할 수도 있다. 즉, e-marketplace 시장
이 개별적인 복합기업의 내부 수요자와 공급자의 합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고립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e-marketplace는 거래의 중개를 담당하기 때문에 B2B 전자상거래의 거래
날짜, 품목, 거래 상대방, 가격, 수량 등 거래내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게 되는데,
e-marketplace가 이러한 정보를 상대방과의 계약 이외에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목적
으로 사용하여 결과적으로 구매자에게 해를 입힐 가능성이 존재한다. Clemons and Hitt
(2001)는

이를

‘가로채기’의

가능성(poaching

possibility)이라고

하였으며,

이는

e-marketplace에 존재하는 특수한 형태의 거래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제 ‘가로채기’의 가능성과 복합기업의 문제가 결합하는 경우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하자. 우선 복합기업군  에 속한 기업  이 복합기업군  에 속한 기업  과 동일한 시장
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을 상정해 보자.  은 B2B 전자상거래를 통한 비용절감
및 효율화를 위해 e-marketplace에 참여하려 한다. 이를 위해 시장에서 서비스가 좋고 명
성과 브랜드 이미지가 좋은 기업을 탐색한 결과 복합기업군  에 속한 기업  가 자신의
복합기업군에 속한 기업  에 비해 명성도 뛰어나고 고객도 많은 기업임을 발견했다고 하
자. 그런데  이  와 거래를 하기 위해 B2B 전자상거래를  에서 행할 경우,  은 자신
의 거래 날짜, 품목, 거래 상대방, 가격, 수량 등 거래내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가 가지
게 되고,  는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중요한 사업전략을 알아내거나 유추할 수 있다는 사실
을 알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은 B2B 전자상거래를  에서 행할 경우, 자사의 중요한
정보가 빠져 나가서 궁극적으로 자신과 경쟁하고 있는  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것이다. 이 경우
높지만

 은  와 거래하지 않고, 명성과 생산성이 현저히 낮아 가격은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와 거래하게 된다. 이와 같은 가로채기의 문제가 심각하다

면 이는 B2B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e-marketplace에게 거래를 위임하는 것에 걸림돌로 작
용하게 되고, B2B 시장 발전에 전반적인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5) B2B 전자상거래 정책 평가

초기에는 B2B 전자상거래를 디지털경제의 핵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다수의 견해였다. 김기
홍 외(2002)는 “B2B 전자상거래는 국내외에서 전통산업의 활력제고와 새로운 경쟁력 창출

- 9 -

의 핵심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전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B2B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top-down 산업의 IT화에 힘써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B2B 전자상거래는 90년대 후반에 발생한 ‘인터넷 거품’에 편
승하여 발생한 일종의 “무작정 띄우기”라고도 볼 수 있다. 사실 1990년대 후반과 2000년
초반에 발표된 B2B의 미래, 경제적 효과 및 도입 필요성에 대한 대부분의 주장들은 미국의
컨설팅 회사나 시장조사기관의 낙관적 리포트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B2B
전자상거래 시장의 경제적 이해에 기초할 경우, 적어도 다수의 공급자와 다수의 수요자가
spot market에서 가격을 위주로 경쟁하는 e-marketplace를 상정하고, 이의 성립을 지원하
는 식의 B2B 정책이나 업종별로 협업 관계의 조성을 위주로 하는 정책은 이상적인 정책이
기는 하지만, 민간기업의 유인체계로는 달성될 수 없는 정책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한국과
같이 복합기업에 속한 구성원이 주요 산업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경제의 경우, 업종
별로 e-marketplace를 통한 기업간 거래로 효율화를 도모하는 정책은 구성원의 유인체계
를 감안할 때 사전적으로도 성공가능성이 낮은 정책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B2B 전자상거래
정책이 업종별로 구성원(경쟁기업) 간의 협업을 전제로 업종별 e-marketplace를 만드는 경
우에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한국 특유의 문제로 인한 구성원간의 상충되는 유인 때문에
정책이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B2B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는 김기홍 외 (2002)에 의해
지적되는 것처럼 ‘기반 인프라 미비, e-비즈니스화에 대한 인식부족, 수익에 대한 불확신,
산업별 e-비즈니스화 격차/투자 부족/투자재원의 부족, 비효율적 시스템의 운영’등의 요인
이라기보다는 B2B 거래의 특이한 성격,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특성 등에 따라 자연스럽게
선택된 결과라고 해석될 여지가 존재한다.

6) B2B 전자상거래 시범사업 평가

B2B 전자상거래 정책의 집행 단계에서 주요 정책의 드라이브를 지지한 측은 하드웨어나 소
프트웨어 제공 사업자나 SI 사업자였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해당 업종의 종사자들은 코드
표준화, 프로세스 표준화 등의 측면에서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반응
은 협업 위주의 B2B 시범사업이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업종별 사업자들의 협조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유인구조를 가지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B2B 시범사업이 기술적인 가능성 측면에서 산업별로 효율성의 제고, 경쟁력의 향상 등
정책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실현가능성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룬
것으로 보인다. 사업의 타당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그 타당성이 검토
되어야 한다. ① B2B 전자상거래가 전통산업의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는가? ② 만일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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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B2B 전자상거래가 전통산업의 경쟁력을 가장 크게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인가? ③ 만
일 그렇다면,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즉, B2B 전자상거래에 일종
의 시장실패가 존재하는가? ④ 만일 그렇다면 B2B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어떠한
정책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정책에 민간부문이 의도한 대로 반응할 것인가? 그러나 기
존의 B2B 전자상거래 정책이 ①, ② 측면에서는 당시 유행하였던 B2B 전자상거래의 필요
성으로 논거를 제시하였다면 ③, ④의 측면에서는 검토가 상대적으로 덜 행해졌다고 판단된
다.

다. 중소기업 정보화정책

1) 정책개요 및 사업내용

중소기업을 위한 정보화정책은 초기에는 산업정보화의 관점에서 그 포괄적 목표에 맞추어
중소기업을 위한 정보화시책이 운영되었고, 주로 정보인프라 구축, 정보화마인드 고취 등
주로 환경 조성에 주력했다. 2000년에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이 마련되면서 중소기
업의 정보화가 기반조성에서 한 걸음 나아가 구체적인 사업 추진으로 진전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사업들은 <표2>에 요약되어 있다.

<표 2> 정부의 중소기업 대상 주요 지원사업
부처
정보통신부

주요 사업
소기업네트워크화사업
업종별 ASP 보급확산사업

산업자원부

3만개 중소기업 정보화지원
디지털산업단지 구축사업
중소기업현황 DB구축사업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밀집지역 정보화기반
구축사업
조합 정보화 기반 구축사업

주요 사업 내용
－ 50인 이하 소기업, 자영업자 대상 ASP 방식의 기술 지원
－ 소기업 가입자 대상의 교육 실시지원
－ 제조, 금융 등 업종별 ASP 서비스 실시
－ IT화 사전 컨설팅
－ 기초정보 S/W도입지원
－ ERP 도입지원
－ 생산․협업 IT화 지원
－ 산업단지별로 공동 DB구축 및 B2B 지원
－ 중소기업 관련 실시간 정보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지방소재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인프라 구축 및 밀집지역
포털 사이트 구축
－ 지방소재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인프라 구축 및 밀집지역
포털 사이트 구축
－ 소규모형 커뮤니티형 전자거래기반 구축
－ 특화된 조합의 포탈기능

출처: 오성탁, 김민수(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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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의 평가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은 2003년까지 3만 2천여 개의 중소기업에게 ERP구축 등을 지
원하였고, 소기업네트워크 사업은 ASP방식으로 2004년 7월 현재 25만 5천여 소기업 정보
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 정보화의 초석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전산원 (2003)
에 따르면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60%가 정부지원이 없었다면 정보화
를 추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응답하여, 이 사업이 ERP 등 중소기업 사내정보화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기획예산처 (2004)에 따르면 소기업네트워
크 사업은 카센터 등 39개 업종에 대한 소기업형 비즈니스 솔루션을 개발, 보급하고, 방문
교육을 통해 정보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기업의 정보화 마인드를 제고하는데 기
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3)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경제적 이해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의 필요성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첫째, 여러 대상에
대한 정보화사업 중에서 왜 중소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가의 문제와 둘째, 중소
기업의 여러 기능(function) 중 왜 정보화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해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우선, 첫째 문제에 대한 경제적 논거로는 다음의 네 가지 정도를 고려할
수 있다.
첫째, IT 투자에 있어 일종의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IT
투자가 직접적으로 수반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용과 시스템의 운영․관리 비용
과 함께 IT투자가 수반하는 간접적인 비용, 즉, 시스템을 운영하는 인력에 대한 교육, 정보
화에 걸맞은 프로세스 및 조직의 개선 등이 변동비용보다는 고정비용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
에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그 평균비용이 하락하는 규모의 경제적인 특성을 지닌다. 이 경
우 중소기업은 IT투자에 대한 효과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소요되는
고정비 성격의 투자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정보화를 추진하지 못하게 되고, 이를 보정하
기 위해 중소기업 정보화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식의 논거가 성립할 수 있다. 둘째,
일반적으로 정보화를 위한 투자는 투자 이후에는 陰의 성과를 내다가 일정 기간 후에 서서
히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초기의 어려움을 감당할 만한
충분한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Koch (1996)에 따르면, IT 투자는 단기적으로 비용 초과
(cost overrun)를 초래하는 경향이 있고, 또한 Wah (2000)에 따르면, IT 투자가 단기적으
로 기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는데, 중소기업은 이러한 단기적인 상황을
극복할만한 충분한 자금의 여력이 없으므로, IT 투자를 회피하게 되어, 이를 보정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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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보화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식의 논거가 성립할 수 있다. 셋째, 효율성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중소기업 정보화에 지원하는 것이 비효율적이지만, 대기업에 비해 중소
기업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열위에 있으므로 분배적 공정성의 관점에서 중소기업을 정책의
주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논거가 성립할 수 있다. 넷째, 중소기업의 거래가 속칭 ‘무자료
거래’와 같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으로 정보화를 도입하는 경우 상당 부분의 불
투명성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의 여러 기능(function) 중 왜 정보화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해야 하
는가의 문제에 대한 경제적 논거로는 다음의 두 가지 정도를 고려할 수 있다. 첫째, 판매,
구매, 연구개발, 마케팅 등의 기능에 비해 정보화 투자의 경우는 대기업과의 하청구조 때문
에 원청기업의 요구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중소기업은 기업 내부의 필요성
이 아니라 외부의 압력에 의해 정보화 투자를 하게 되므로,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투자를
하였을 경우와 비교할 때 정보화 투자가 생산성, 수익성 등의 기업성과에 그다지 도움이 안
될 수가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내부의 목적으로 투자를 행하는 것을 정부의 정책으로 지
원할 경우 바람직한 모습의 정보화 과정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금융지원, 유통
활성화를 위한 판로지원, 설비투자를 위한 세제지원, 산업기능요원 등의 인력지원 등 기존
에 행해왔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 이외에 지식정보경제에 적합한 새로운 지원책이 필요
한 시점에서 정보화에 대한 지원이 정책이슈로 등장했다는 것도 논거가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정책은 효율성의 관점에서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분배적 공정성 및 경제 전체의 건전성 등의 측면에서는 필요한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따라서 중소기업 정보화 정책에서 중요한 점은 효율성의 측면에서 가장 효과
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4) 효율성 제고 방안

신일순 (2004a)은 중소기업의 전사적 자원관리(ERP), 고객관계관리(CRM), 공급체인관리
(SCM), 그룹웨어(groupware), 지식관리(KMS) 및 애플리케이션 통합(EAI) 등 비즈니스 애
플리케이션 도입과 재무성과를 결합한 753개의 기업 자료를 이용하여 기업용 애플리케이션
이 중소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계량경제학적인 생산함수 접근방법을 이용하여 분석
했다.5) 그 주요 결과는 <표 3>과 같다
5) 신일순 (2004a)는 다음과 같은 회귀식을 이용하여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의 생산성 효과를 분석
하였다.
logY i = β 0+ β 1 logL i +β 2 logIK i + β 3 logNK i + γ 1BA i +γ 2 ( log IK i⋅BA i ) + ε i

여기서 Y, L, IK, NK, BA는 각각 기업의 부가가치, 노동투입, 정보자본투입, 비정보자본투입 및 개별 기업용
애플리케이션의 도입유무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이다. 따라서 위 회귀식은 전형적인 컵더글라스 생산함수에 애
플리케이션에 대한 두 가지 항목을 추가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여기서 추가된 첫 번째 항은 기업용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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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중소기업에서 기업용 애플리케이션 도입기업의 생산성 효과
기업용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의 직접적 효과
(도입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애플리케이션의 간접적 효과
(도입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ERP

1.80%

1.82%

CRM

-1.60%

0.90%

SCM

47.59%

22.66%

KMS

7.69%

3.02%

Groupware

22.10%

12.26%

EAI

4.76%

2.38%

이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특정한 애플리케이션의 도
입률이 높다고 반드시 기업성과가 좋아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 개의 고려 대
상 애플리케이션 중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도입률이 각각 첫 번째와 세 번째인 ERP와 CRM
의 경우 그 효과가 가장 낮은 편이다. 특히 CRM은 고려 대상 애플리케이션 중 유일하게
생산성에 陰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SCM의 경우처럼 가치체인 상
다른 기업과의 관계가 매우 중시되는 애플리케이션이 상대적으로 기업 자체의 업무개선에만
초점을 두는 애플리케이션에 비해 생산성 향상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국내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최종 소비재 생산기업이라기보다 대기업과 하청관계를 이루
고 있는 기업들로서 업무 프로세스가 상하방의 기업들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효율화하는 것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매우 효과적인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시장에서 소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해하기 어려운 최신의 애플리케이션보다도 그
응용 수준이 비교적 초보적이고 도입의 역사가 비교적 오래된 그룹웨어의 애플리케이션이
생산성 향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중소기업 정보화 정책이 보다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즉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내부 업무의 효율화에 대한 지원보다도 중소기업이 거래관계에 있
는 가치체인 상의 상하방 기업들의 업무 프로세스를 포괄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지원이 필
요하고, IT 벤더들이 주장하는 매우 선진적인 혹은 도입의 역사가 일천한 애플리케이션보다
는 충분히 검증되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애플리케이션의 도입을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현재 ASP 중심의 소기업 네트워크 사업의 경우 참여기업의 해지율이 2001년
33.7%, 2002년에 39.4%, 2003년에 54.5%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과 IT투자의 규모의 경제
리케이션이 다른 요소와 독립적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고, 추가된 두
번째 항은 기업의 애플리케이션이 기 투자된 IT와 보완적으로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표 3>에서 前者를 애플리케이션의 직접적 효과, 後者를 애플리케이션의 간접적 효과로 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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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자금압박에 따른 중소기업의 IT 투자 부진을 함께 고려할 경우, 소기업 네트워크 구축사
업을 “중소기업 ASP 구축 사업”으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대상의 폭을 중기업으로 전환하고,
ERP 도입을 위주로 하는 중소기업 정보화 사업을 이에 포함시켜 함께 진행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라. 정보기술의 특성과 세제지원 효과

1)세제지원 개요 및 문제제기

기업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 지원책으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정보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ERP, SCM, CRM, 전자상거래 설비 등의 투자에 대
하여 투자금액의 3%(중소기업은 7%)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를 인정하고 있다. 또
한 정부는 중소기업이 ASP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빌려 쓰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ASP 요
금의 7%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를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경우 이 정도의 세제혜택은 일년에 몇 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에 불과하여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지금부터는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이와 같은 세제혜택이 기업의 정보기술
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2) 분석모형

기업의 생산함수를      라고 하자. 여기서  은 노동투입,  는 정보기술 자본투입,
그리고

 는 비정보기술 자본투입을 표시한다. 산출물의 가격을  , 임금률을  , 정보기술

재의 가격을  , 그리고 비정보기술 자본재의 가격을  이라고 하고, 편의상 비정보기술 자본
투입은 단기적으로  수준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기업의 극대화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와  를 위 극대화 문제의 해라고 하면, 1계 조건으로부터





          ,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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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립한다.

즉,

극대화

문제의

해는

 ,  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

      라고 표시하기로 한다. 그러면 기업의 이윤은 다음과 같이  와  의 함수로서
표시될 수 있다.

                            

정부가 기업의 정보기술 투자에 대해 현행 세제와 같은 혜택을 부여한다면, 이것은 기업 입
장에서는 정보기술재의 가격  가 하락한 것과 같다. 이제,  의 하락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기 위해 위의 이윤함수를  에 대해 편미분 해보자.

                       

 
 


 

위의 식에서  





 
    
 ⋅
  ⋅





     
는 정보기술재의 가격하락에 따라 정보기술재의 수요
 
 

변화 및 노동투입의 일부가 정보기술재의 투입으로 대체되면서 발생하는 생산성(또는 수입
(revenue))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는 노동투입의 감소로 인한 인건비 절감분


이고,     는 정보기술재의 가격하락에 따른 정보기술 자본비용 절감분이고, 


는


정보기술 자본투입의 증가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에 해당한다.

3) 마찰이 없는(frictionless) 경우

신고전학파 이론처럼 노동과 정보기술재 시장이 완전경쟁적이고, 각각의 요소가격이 한계생
산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자. 그러면 정보자본에 대한 일반적인 수확체감의 법칙에 따라

   가 성립할 것이다. 한편, 홍동표 외 (2003)의 한국의 산업에 대한 실증분석에
따르면 정보기술 자본투입은 노동투입과 대체투입의 관계에 있으므로,  가 하락하면 노동투
입은 감소한다. 즉,    이 성립한다. 또한 위의 식에서 신고전학파 이론에 의해

         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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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조세 감면으로 인해 정보기술재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정보기술재에 대
한 수요가 늘고, 노동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산업구조의 고도화, 경쟁력
의 강화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정책입안자들이 바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6)

4) 마찰이 있는 경우: 경직적 노동시장

여기서 만일 노동시장이 경직적일 경우, 즉 고용의 조정이 제도적인 경직성 때문에 불가능
한 경우를 상정하면,    이 성립한다. 이에 따라  이 내포하고 있는 두 가지
요인, 즉, 정보기술재의 수요변화 및 노동투입의 감소로 인한 대체 수요 중 後者가 존재하
지 않으므로  의 크기가 마찰이 없는 경우에 비해 작아질 수 있다.
요약하면 정책적 지원의 주 대상이 되는 정보화 초기 단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경우
정보기술 투자가 생산성 향상에 별로 기여하지 못하므로 노동시장이 유연하지 않다면 정부
의 세제혜택은 기업의 정보기술 투자를 그다지 촉진하지 못하고, 단지 정보기술 자본비용만
경감시켜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7)

5) 마찰이 있는 경우: 정보기술재의 부정적인 단기 생산성 효과

정보화 수준이 높은 기업들은 업종에 따라 정보기술의 활용이 생산성의 향상 또는 전자상거
래나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등에 의해 매출신장으로 이어져 기업의 정보기술 투자는 수입증
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실제로 최근 홍동표 외 (2003), 신일순 (2004b) 등 국내 연구결
과에 의하면 국내 기업들의 정보기술 투자와 생산성이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러
나 일반적으로 정보기술 투자가 생산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지만, 정보
화 수준이 낮은 기업의 경우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차가 있으
며, 따라서 앞서 ‘정보기술 투자 초기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주장은 여전
히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적어도 정보기술 투자에 별로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투자
초기부터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경우 단기적으로     이 성립하므로    . 즉, 정보기술재의 가격하락
에도 불구하고 정보기술재에 대한 추가적인 수요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 계속 성립하여 조세감면으로 중소기업의 이윤이 증가하기는 하
6) 물론 정책입안자들이 고용감소를 의도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고용감소는 이러한 정책의 역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
7) 홍동표 외 (2004)의 실증분석에 따르면, 기업의 정보화 수준과 고용의 유연성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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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이는 정보기술재에 대한 수요량 변화 없이 정보기술재에 대한 비용만이 감소하는 것
이다. 이 경우 중소기업의 이윤의 증가는 반대로 세금감소를 보정하는 다른 경제주체의 세
금증가를 의미하므로 경제전체적으로 효율성에 대한 영향이 없이 단지 “소득재분배”만으로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6) 마찰이 있는 경우: 정보기술재화의 불가분성

기업이 이용하는 컴퓨터, 서버, 소프트웨어 등의 정보기술재화는 다른 내구재와 같이 불가
분성(indivisibility)을 가지며, 재화 한 단위를 구입할 때, 가격 자체도 대부분 고가이지만
유지보수 및 업데이트 비용이 많이 들고 급속한 기술발전에 따라 내구연한도 짧아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기업은 이러한 정보기술재화를 구입할 때, 실제로 액면가격보다 훨씬 많은 비용
을 치르게 된다. 따라서 기업의 정보기술재화에 대한 수요는 가격하락이나 가용자금 증가에
따라 연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단속적(discrete)으로 증가하는 것이 중요한 특징으
로 지적된다. 따라서 기업의 정보기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경우 소규모
의 지원으로는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기업의 추가적인 정보기술 투자가 이루어지려면, 정보기술재 한 단위의 비용(A)보다 정
보기술재 한 단위의 추가 투자에 따른 생산성 향상(B)과 노동비용 절감효과(C)가 더 커야
된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 규모(G)는 적어도 G>A-(B+C)가 성립하도록 충분히 커야 한다.
이제 앞에서 소개한 기업의 정보화 투자 촉진 및 ASP 서비스 이용촉진을 위한 지원책의 실
효성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여기서 G는 투자금액의 3%(중소기업은 7%)에 해당하는 금액
이며(ASP 서비스 지원의 경우 대부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규모 G는 일년에 수만 원 수준
이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A는 세무당국에 의해 투자금액으로 인정받는 금액보다 매
우 큰 금액이다. 이와 같이 A가 상당히 큰 수인 경우 B+C와의 차이가 A의 3% 미만인 G
보다 적을 가능성은 A가 작은 수인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
으로 기업의 정보기술 투자는 단위 당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소규모의 정부지원을 통해
서 투자에 대한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의 부등호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경우는 드믈 것이고,
많은 기업들은 추가적인 투자를 하지 않고 정부지원을 통해 정보기술 자본비용만 절감하게
될 것이다.

6) 소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정보화를 위한 세제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조
건으로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중요하다. 또한 정보기술재의 불가분성으로 인해 소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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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은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특히 현행 세제지원은 가격체계를 왜곡시켜 자원배분
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일률적인 세제지원을 지양하고 정보
기술 투자에 대한 욕구는 있으나 자금부족으로 인해 효율적인 수준의 정보기술 투자를 하지
못하는 기업에게 효율적인 수준의 투자를 실행할 수 있도록 융자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4. 결

어

기업정보화 정책이 참여정부의 산업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새로운 산
업정책의 위상을 가지고 추진되었으나 결과적으로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최근에는
정책당국이나 관련 사업들이 위축되고 있다. 본 고에서 주요 기업정보화 정책들을 산업정책
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본 결과, 비록 기업정보화 정책이 산업정책의 위상을 가지고 추진되
었지만 그에 걸 맞는 충분한 경제 분석이 선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한 B2B 전자상거래 시범사업의 경우 정부는 기업간 협력이 필
요한 부분에서 시장실패가 존재할 것이라고 보고, 정부가 기업간 협력을 이끌어내어 시장실
패를 보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이것은 아직도 과거 계획경제 시대에 막강
한 정책수단을 이용하여 기업을 이끌어가던 과거의 산업정책적 사고방식이 아직도 정부 안
에 잔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중소기업 정보화정책은 비록 부분적인 성과를 거두
기는 했으나 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런 문제점들은 사전
적으로 충분한 경제 분석을 통해 예측될 수도 있고, 시행 초기에 개선될 수도 있는 것들이
었으나, 정책당국이나 관련 사업주체들이 정책의 효율성 문제를 깊이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과 산업을 정책 대상으로 하는 기업정보화 정책은 향후에도 산업정책의 위상을 가
지고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방법론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
이슈가 주어졌을 때 정책당국은 그 이슈를 어떻게 다루는 것이 오늘날의 산업정책적 시각과
합치하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답을 갖고 있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현대적인 산업정책의
틀에 부합하는 기업정보화 정책의 방법론을 구체적인 모습으로 개발하는 것이 당면과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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