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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글로벌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한국 상품의 경쟁력 하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서비스 분야의 미흡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해묵은 지적이 있다. 그러나 정작 서비스 분야의 경

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과 성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 원인의 하나는 서비스 분야의 영역이 분할되고

포획시장이 존재함으로써 이해관계를 가진 각 전문가 그룹이 시장의 해체 또는 규제 완화에 대하여

찬성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종자격사간의 동업(MDP)을 허용, 경쟁을 촉진하면 전문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이 제고

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논리적 추론을 위하여 이종자격사간 동업이 허용될 경우 서비

스의 가격이 낮아지고 서비스의 공급량이 많아진다는 이론적 분석결과를 도출하였고 MDP를 시행중인

주요국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관련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잠정적인 결론으로 우선 문제의

소지가 비교적 작은 조세․법률․회계 분야에서 MDP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다른 분야에까지

MDP를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이 연구에는 여러 한계가 있다. 국제경제학 이외에 세무, 법률, 회계 분야에 대한 소양이 충분치 못

하였고 관련 기업들의 경영 성과 지표 확보도 용이치 않았다. 아울러 실증분석에서 통제변수들을 분별

해 내는 것도 쉽지 않았음을 밝혀 둔다. 그러나 잠정적인 결론이 변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

주제어 : 서비스, 국제경쟁력, 조세·법률·회계, 이종자격사간 동업, M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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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서 우리나라 무역의 국제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중국 등의

추격으로 약화되고 있는 상품분야의 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선진국과의 격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 문제가 우리 경제의 화두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이다. WTO

출범으로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이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상품 중심

의 GATT 체제가 세계 교역의 중심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최근

WTO에서 복수국간 협정으로 서비스무역협정, 즉, TiSA(Trade in Services Agreement)1)을 교섭하

는 등 서비스 분야의 교역 자유화가 적극적으로 논의되는 등 서비스가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서비스는 선진국이 강점을 갖는 분야로서 한 나라의 국제경쟁력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등 활발한 논의와 제도 개선이

진행되고 왔다. 우리나라도 2000년대 후반 이후 서비스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와 논

의 등이 있었으나 전문자격사간의 이해 상충으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된 배경으로 각 전문영역들이 서비스 분야에 대한 논의를 제로섬(zero-sum)의 시각에서 접근

하고 있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연구결과가 없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한국 서비스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조세 ․법률 ․회계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한 이종 자격사간 동업(Multi-disciplinary Professional Practices, 이하 MDP)의 허용에 관한 연구

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변호사법 제34조에 따라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의 다른 전문직과의 동

업은 금지되어 있다. 조세 ․법률 ․회계 서비스 분야는 선진국들이 경쟁력을 갖고 있으므로 향
후 한국이 여기에서 경쟁력을 갖는 것은 명실상부한 선진국 진입을 가늠할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조세 ․법률 ․회계 서비스 분야의 MDP에 관한 논의는 다른 서비스 분야에도

확장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이 연구는 특히 조세 ․법률 ․회계 서비스 분야에서 MDP를 도

입하면 법인이 대형화되어 변호사, 회계사 또는 세무사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든가 또는 법

률, 회계, 세무의 서비스 가격이 높아져 국민들이 이들 분야의 서비스를 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등의 우려에 대한 답변의 역할도 겸하고 있다. 이 연구는 논리적 분석과 통계를 통

한 실증적 분석, 그리고 사례 연구 등의 방법을 취하고 있다.

제2장에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제3장에서 우리나라 조세 ․법률 ․회계 분야의 경쟁력 현황

1) TiSA는 금융, 통신, 사업서비스(법률, 회계 등), 건설, 유통 등 분야의 개방을 주안으로 하는 협정으로서 미국, EU등 23

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으나 Wikileaks에 의한 문건 유출 사건, 2017년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이익 우선주의에 따른

TiSA 협의 보류 등으로 현재 답보 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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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점검한 후 MDP를 추진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MDP의 경제적 효과를 이론과

실증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제5장에서 MDP에 대한 반대논리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한다.

제6장은 결론 부분으로 이 논문의 한계와 후속 연구 방향을 포함한다.

Ⅱ. 선행연구

전문자격사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전문자격사

는 소위 지대추구(rent-seeking) 행위를 하는 집단으로 그 수가 적정하면 경제에 순기능을 하지만

과도하면 오히려 역기능을 하게 된다는 부류이다. 따라서 이 연구들은 적정 수(optimal number)

의 자격사가 국가별로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그 숫자를 구하는 연구 결과를 도출한다. 이러한

부류의 연구로는 Magee and Brock(1983, 1984), Magee(1992), Magee, Brock and Young(1989) 등과

Choi(1993), Choi and Magee(1993) 등이 있으며 국내적으로 최창규(1994), 서울지방변호사회(2015)

등이 있다. Cameron and Thorpe(2004)도 국가별 패널 분석을 통해서 변호사의 숫자가 각국의 경

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종전의 연구 결과들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La Porta et al(2008)은 법률 체계가 각국의 경제성장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며 대륙

법(civil law) 체계보다는 영미법(common law) 체계가 경제성장에 우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Xu(2011)는 다양한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법

률 체계에 관한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유보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로는 MDP에 관한 직접적인 연구를 하는 부류로서 경제학적 접근보다는 법학적 접근

이 훨씬 많다고 할 수 있다. Paul(2010)은 MDP 도입에 관하여 미국, 카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 국가별 논의를 소개하고 있으며 Karmel(2014)은 향후 법률회사들의 규제 완화와 비변호사

들의 법률회사에 대한 지분 참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상수(2012)는 한국

에서 MDP의 허용은 불가피하다고 전제하고 MDP의 도입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MDP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Trebilcock and Csorgo(2001)는 법학적인 분석보다는 경제학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들은 MDP의 경제적 효과를 소비와 생산 측면에서 분석하고 MDP에 대한 반대 논리를 검

토한 다음 MDP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모델들

을 검토,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영선 외(2009)가 경제학적 분석을 통해서 전문자

격사 제도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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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규제 완화 또는 MDP 도입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각 전문직역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협회 등에서 주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변호사법 제34조는 비

변호사와의 동업을 금지하고 있으며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는 대한변협신문

(2010) 등을 통해서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있고, 서울지방변호사회(2015) 또한 변호사 수의 제

한을 주장함으로써 해당 직역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 조세일보(2009)는 관세사 측의 입장

에서 MDP 반대 입장을, 세무사측도 MDP에 대한 반대 입장(한국세정신문, 2009)을 공식화하

고 있다. 김대원(2016)은 우리나라의 FTA 협정에서 법률시장이 대형로펌의 이해가 많이 반영

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국내 법률산업의 보호 측면과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함으로써

사실상 MDP에 대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남석(2013)은 법률서비스의 수출 확대를 위하여 한국 로펌의 전문화 ․조직화 ․대형
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국내 로펌이 해외에 진출할 경우 MDP 형태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

장하였다. 이와 유사한 논리로서 변호사-변리사간 동업 금지가 로펌의 성장을 가로 막는다는

견해가 있다 (한국경제신문, 2014).

MDP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김용섭(2010), 이전오(2010, 2013), 이상수(2012)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이전오(2010)는 미국, 일본, 영국 등의 MDP 동향을 소개하고 변호사와 비변호사

간의 동업 등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최승재(2010)는 한국에서 변호사와 세무

사 ․변리사 ․법무사의 3가지 직종과 제한적 MDP인 법률자격사간 동업(LDP) 도입방안을 제시

하고 있다. 이전오(2012)도 최승재(2010)과 유사한 형태의 LDP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우리나라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연구로는 이재영(2012)과 이호건(2013) 등이

있다. 이 연구들은 서비스는 고부가가치 분야이므로 정부가 정책적 지원을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하며 FTA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적극 강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Ⅲ. 한국의 MDP 추진 필요성

1. 조세 ․ 법률 ․ 회계 분야의 경쟁력

우리나라의 조세 ․법률 ․회계 서비스분야의 국제경쟁력은 어느 수준일까? 상품분야의 국제

경쟁력은 교역재(tradable goods)로서 해당 상품의 해외 판매량이라든가 교역조건 지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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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선호지수(RCA) 등의 척도로 국가 간 비교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그러나 서비스 분야

는 비교역재(non-tradable goods)가 대부분으로 계량화하기가 어려워 국제경쟁력의 비교가 상

품분야에 비하여 쉽지 않다. 그러나 서비스 분야에서의 국제경쟁력도 상품분야와 같이 해외

에서의 해당 비즈니스에 대한 무역량으로 측정하는 것은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서비스분야의 국제수지는 경상수지 중 서비스수지, 그중에서도 기타 사업서비스수지 아래

의 전문경영컨설팅 서비스수지로 기록된다. 우리나라의 기타 사업서비스수지는 2014년 현재

8,163백만 달러 적자, 그중에서도 전문경영컨설팅서비스는 3,576백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2014년 기타 사업서비스수지는 IMF 통계(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에 따르면 각각 33,762 백만 달러, 40,488 백만 달러, 1,631 백만 달러 흑자

를 기록하고 있다.

<표 1> 국별 서비스 수지 현황(2014년) 

(단위 : 백만 달러)

연도 서비스수지 기타사업수지 전문경영컨설팅사업수지

한국 -8,163 -10,593 -3,576

미국 233,137 33,762 21,324

영국 141,833 40,488 n.a.

프랑스 19,710 1,631 n.a.

자료: IMF통계(http://www.imf.org/en/Data)

상품분야에서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이 이와 같이 서비스분야, 특히 조세 ․법률 ․
회계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상품분야는 수출을 통하여 세

계 각국과의 경쟁을 이겨 나가기 위하여 노력했고, 기술, 가격, 마케팅 등 모든 요인들의 경

쟁력 제고를 위해 전력투구하여 왔다. 이러한 과정의 키워드는 바로 개방과 개혁이다. 개방

을 통해서 우리의 경쟁력 현황과 경쟁력 제고의 필요성을 알고 국내 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인 결과 우리 상품이 국제경쟁력을 갖게 된 것이다.

서비스분야는 어떠한가? 서비스 분야는 상품 분야에 비하여 국제적 개방 압력이 작은 분

야로서 서비스 선진국 등을 제외하고는 한국을 비롯하여 많은 나라들이 서비스 분야의 경쟁

력 강화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였다. 그러나 개방과 경쟁은 불가피한 현실로 다가오

고 있다. WTO를 중심으로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분야의 협정 모색은 물론이고

한국과 각국 간에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양자 또는 복수국간 FTA 협상에서도 서비스분야의

개방이 포함되고 있다. 서비스무역협정(TiSA)도 지금은 교착 상태에 있지만 조만간 협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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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 제고

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장차 개방화된 상황에서는 서비스 분야의 경쟁

력 열위와 그로 인한 국제수지의 적자폭 확대가 명약관화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전문서비스 국제수지 현황을 서비스 항목별로 구분하면 살펴보면 <표 2>와 같다.2)

이 표를 보면 법률서비스와 사업 ․경영컨설팅 서비스 분야의 적자폭이 확연하다. 회계 분야

는 흑자라고 하지만 그 폭은 매우 작은 수준이다.

<표 2>우리나라의 서비스수지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법률 서비스 -473.4 -502.1 -631.2 -721.9 -620.5 -574.2 -633.9

회계․감사․부기․

세무 컨설팅 서비스
64.6 63.4 73.9 67.2 95.0 24.4 96.4

사업․경영컨설팅․PR서비스 -623.2 -579.9 -828.4 -576.7 -503.8 -599.2 -456.5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우리나라의 조세 ․법률 ․회계 서비스 분야의 업무 영역을 국가별로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

로 배타적 업무영역(captive market)이 넓게 설정되어 있다. 한국개발연구원(2009)의 ‘전문자격

사제도의 선진화’에 관한 공청회 개최 등 여러 노력들이 있었지만, 각 영역의 전문자격사들

의 반대로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한 결과로 우리나라는 각 전문자격사 1인당

기준으로 볼 때 비교적 많은 수의 잠재적 고객을 가지고 있다.

<표 3> 국가별 변호사 1인당 인구 

국가 2009년 2013년

대한민국 5,178 (9,612) 3,840 (14,242)

일본 4,413 (28,796) 4,178

미국 260 (1,180,386) 265~300(추정)

영국 420 (127.716) 351

프랑스 1,273 (50,314) 1,091(추정)

독일 537 (153,251) 574

주: ( )은 개업변호사 수

자료: 2009년 한국 변호사 백서

2013년, 각국 변호사 협회 홈페이지, 미국: 하바드 로스쿨 홈페이지(http://hls.harvard.edu/)

2) KOSIS, 8.1.3 서비스무역세분류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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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DP의 개념과 각국의 추진 동향

1) MDP의 개념

MDP는 ‘서로 다른 전문 자격사간의 동업 또는 협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3) 이 MDP를 국

내 전문 자격사간의 관계와 직종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유

사직종 간의 동업이다. 이것은 동일 또는 유사 법률 등을 다루는 전문 직종 사이의 동업을

일컫는다. 예컨대,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간의 동업을 들 수 있다. 둘째, 상이한 직종 간의

동업으로 각자의 직역이 비교적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직종 간의 동업을 의미한다. 예컨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간의 동업을 들 수 있다.

유사 직종 또는 상이한 직종 간의 동업도 절대적이라기보다는 상대적인 구분으로 보아야

한다. 세무사의 경우 2017년 현재 변호사에게는 세무사법에 의해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이 되

는 점과 회계사의 경우 회계사법에 의해 세무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이한 직종 간의 동

업 또한 직종 간의 중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MDP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법률자격사간 동업(Legal Disciplinary Practices: LDP)가 있

다. LDP는 법률서비스 또는 유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간의 협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률서비스가 다원화되어 있는 영국 같은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법정변호사

(barrister), 사무변호사(solicitor), 부동산 변호사(licensed conveyancer), 특허변호사(patent agents),

상표변호사(trademark agents) 등 법률서비스가 다양하게 제공되게 되는데 LDP는 바로 이들

변호사간의 동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 주요국의 추진 동향과 도입 연도

조세 ․법률 ․회계 분야의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MDP와 관련하여 이 분야의 경쟁력을 갖

추고 있는 영국, 호주, 프랑스, 독일 등은 이미 MDP를 허용하였으며 미국도 이 제도의 도입

을 위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MDP 도입이 해당 분야들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 실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3) 미국변호사회의 1999년 리포트에서는 MDP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MDP is defined as a partnership, professional cooperation, or other association or entity that includes lawyers and non-lawyers

and has as one, but not all, of its purposes the delivery of legal services to a client(s) other than the MDP itself or that

holds itself out to the public as providing nonlegal, as well as legal, services . It includes an arrangement by which a law

firm joins with one or more other professional firms to provide services, including legal services, and there is a direct or

indirect sharing of profits as part of the arrangement.(American Bar Association Commission on Multidisciplinary Practice

Report to the House of Delegates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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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주요국의 MDP 도입 현황

국가명 도입 연도 논의중

영국 2008년

호주 1994년

독일 1999년

프랑스 1982년

일본 논의중

한국 논의중

미국 논의중

자료: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https://www.koreanbar.or.kr/)

3. MDP 추진 필요성

1) 소비 측면

Trebilcock과 Csorgo(2001)는 MDP의 허용시 소비자 후생이 증진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

은 기업조직론의 시각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면서 GM이 모든 부품을 자체 생산하는 경우와

모든 부품을 아웃 소싱할 경우의 장단점을 각각 비교하였다. 이들은 이 논리를 서비스분야에

적용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법률, 회계, 컨설팅 등 서비스 문제를 처리하는 부서나

인원을 충분한 수요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 내부에 두지 않게 된다고 하였다.

그렇다고 하여 모든 수요를 아웃 소싱으로 처리할 경우 발생하는 조정문제(coordination

problem) 때문에 수요 빈도가 많은 서비스는 부분적으로 회사에 두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즉, 서비스 조달 비용과 혜택을 비교하여 회사 내부 조직으로 둘지 아니면 아웃소싱할지 결

정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러한 결정은 고객인 MS사의 관점과 서비스 제공자의 형태에 따

라 좌우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법무 ․회계 ․컨설팅 회사들이 대형화와 국제화의 추이를 보임과 동시에 소규모이면
서 전문화된(부티크) 회사의 숫자도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한다.

결국 MDP는 독점자본주의의 예고편이 아니라 오히려 소비자의 후생을 제고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이 제시하는 소비자 관점의 주요한 비용절감 효과는 1) 탐색비용 감축, 2) 계

약비용 감축, 3) 조정비용 감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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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탐색비용 감축

전문 서비스의 소비자(의뢰인; 기업일 수 있음)가 지리적으로 분산된 시장(geographically

segmented market)에 영향을 미치는 경쟁사와의 합병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자.

이러한 거래에서 의뢰인은 다양한 업무분야인 법률, 재무, 세금, 회계 등에 대해 전문가에

게 자문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의뢰인은 각 서비스 분야에서 그리고 지리적으로 분산된 지

역들에서 전문가들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탐색비용이 발생한다.

의뢰인이 각지의 분야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전문기업과 거래한 경험이 없다면, 탐색

비용은 증가될 것이다. 그리고 의뢰인은 여러 분야의 기업들의 업무 품질에 관한 정보를 얻

는 추가적인 비용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결국, 검색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합병이

지연되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비용과 위험요인 등을 감안하여, 의뢰인은 각

지역에서 모든 서비스들 제공할 수 있는 MDP에 의뢰함으로써 탐색 비용을 줄이려고 시도할

것이다.

(2) 계약비용 감축

분산된 기존 서비스시장에서는 의뢰인이 합병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각 전문서비스 회사

와 계약을 해야 된다. 이로 인해 여러 계약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으로 인해 비용이 증가

할 뿐만 아니라, 업무가 중복 혹은 누락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각 회사가 수행해야 하는 업

무를 배분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된다.

또한 거래가 독특하거나 복잡할 경우 계약 비용은 더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MDP

를 사용할 수 있다면, 의뢰인은 다수 회사와의 계약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한꺼번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조정비용 감축

의뢰인이 MDP를 사용할 수 있다면, 의뢰인은 분산된 서비스 시장을 통한 합병 절차를 수

행하기보다 MDP를 통해 여러 거래 중에 공통된 사항을 처리함으로써 조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여러 서비스 회사에서 각각 수행할 경우 비용이 누적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MDP를 통

해서 업무를 수행할 경우 공통 사항에 대한 조정이 용이하고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소비자 관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그래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는

기존 시장에서 법률과 회계서비스를 각각 공급하고 소비하지만 MDP에서는 통합적으로 처리

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법률과 회계서비스는 각각 다른 서비스로서 완전한 의미에서 수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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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통합으로 볼 수 없고 또 수직적인 결합으로도 볼 수 없다. 그러나 유사한 서비스로서 시

너지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

[그림 1]은 법률서비스와 회계서비스가 개별적으로 수요, 공급될 경우와 MDP에 의하여 공

급될 경우의 시장 균형을 나타낸다. 법률과 회계서비스를 개별로 하다가 MDP에 의하여 공

동으로 하게 되면 여러 공급비용이 감소하게 되어 공급곡선이 단순한 합계(S)보다 하향(S→ 

S‘)하게 된다. 그 결과 가격은 내려가고(P → P*) 서비스 생산량은 증가한다(Q→Q*).

[그림 1] MDP 도입에 따른 공급 측면 효과

한편 소비측면에서 각종 비용이 줄어들면 같은 가격에 수요는 증가하여 수요곡선이 오른쪽

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 결과 균형 가격은 올라가지만 서비스 생산량은 역시 증가한다([그림 2]

참조). 공급 곡선의 이동과 수요 곡선의 이동을 결합하면 균형점에서의 서비스 가격은 내려가

고 서비스 공급량은 늘어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새로운 시장 창출로서 중요한 MDP의 경제

적 효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 참조). 이러한 논리적 추론에 대한 자의성 지적이 제기될 수

있으나 MDP 도입에 따른 수요, 공급의 변화로서 무리한 추론은 아니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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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MDP 도입에 따른 수요 측면 효과

[그림 3] MDP 도입에 따른 수요 ․ 공급 측면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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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산 측면

생산자 측면의 주요 효과는 1) 범위의 경제 2) 규모의 경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범위의 경제 효과를 보면 MDP를 하더라도 소규모 법률 회사는 크게 피해를 입지 않는다.

특별한 전문지식 분야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자산평가 및 특별소송 등은 MDP가

수행하기 어려운 분야이다. 오히려 MDP로 인하여 새로운 협력이 가능하고 새로운 소송 등

을 창출할 수 있다. 둘째, 규모의 경제이다. MDP의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공동관리 등 비

용 절감 여지도 많고 MDP에 의하여 공급 비용이 감소함으로써 오히려 서비스 창출이 가능

해 질 수 있다.

다음 셋째로 MDP 도입으로 인하여 서비스의 질과 비용 감소 노력 등 MDP 법인들 간의

경쟁촉진으로 인한 혜택 등이 있다. MDP는 전문서비스 기업을 줄이지 않고 오히려 서비스

제공(product offering)을 확대할 수 있다. 넷째로 MDP 이외 별로 대안이 없는 경우가 현실적

으로 발생하고 있다. 개별 계약으로는 한계가 있고 합작으로도 여러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 산출물과 투입물 측정이 어려움 점 등이 주된 원인이다.

Ⅳ. MDP 도입의 경제적 효과 

1. MDP의 서비스 수출 경쟁력 제고 효과 

MDP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실증분석하기 위하여 MDP를 도입한 국가(호주,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들의 MDP 도입 이전과 이후의 서비스 수출 통계를 수집하여 더미변수(MDP

도입)를 사용하여 패널회귀분석(고정효과모형)을 하였다.

종속변수에 미치는 독립변수 이외의 효과는 상수항에 반영되며, 이 때 각 국가의 이질성을

고려하기 위해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패널분석은 고정효과모형과 임의효과모형으로 분석할

수 있다. 임의효과모형의 경우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독립변수의 효과를 살펴볼 수 있

다는 장점이 있으나, 독립변수와 오차 항 사이의 내생성이 존재하는 경우 임의효과모형을 쓸

수 없으며 보다 안전한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독립변수가 없고, 내생성을 고려하여 보다 안전한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한다.

데이터는 통계 확보가 가능한 위 4개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호주는 1991~2016년(MDP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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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1994년), 프랑스는 1996~2016년(MDP 도입 1999년), 독일은 1991~2015년(MDP 도입 1994

년), 네덜란드는 1999~2016년(MDP 도입 2002년)이 각각 데이터 수집 기간이다.

각 회귀분석 모형은 다음과 같다. [모형1]과 달리 [모형2]에서는 자기상관을 제거하기 위해

서 1시차 수준 변수를 추가하였다.

ln        --------------------------- [모형1]

ln        ２ ln     　------------------ [모형2]

   : 국의 년도 수출,  : 도입더미. 도입이전 0, 도입이후 1

[모형 1]과 [모형 2]를 사용한 패널분석 결과는 [표 5] 와 같다. MDP를 도입한 이후 분석

대상 국가들에서는 서비스 수출이 11.2%~23.6%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형1]에서는

23.6% 증가. [모형 2]에서는 11.2% 증가)

<표 5> MDP 도입에 따른 서비스 수출 증가 효과(고정효과 모형: Fixed Effect Model)

변 수 모형1 모형2


10.659***
(332.993)

1.308
(0.567)


0.236***
(5.208)

0.112**
(2.351)

ln    
0.878***
(4.053)

 　24 20

  0.979 0.988

 1.291 2.126

  264.919***　 306.269***

주: ( )는 t통계량, *,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2. 유사 MDP의 경제적 효과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국은 아직 MDP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내 회계법인과

해외 조세컨설팅 그룹 간 국제 업무협약을 맺은 후에 나타난 영업적 결과는 사실상 MDP로

서 향후 MDP 도입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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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간 협업 및 동업(유사 MDP) 사례 및 현황

우리나라의 회계법인 중 S회계법인의 경우는 해외 P사와 협업계약을 맺고, A회계법인은 D

사와 협업을, J회계법인은 K사와 협업을, H회계법인은 E사와 협업을 맺고 있고, 2016년엔 E

회계법인이 B컨설팅그룹과 합병계약을 하는 등 국내 대형 회계 법인들은 외국계 대형 회계

법인 또는 조세분야 컨설팅그룹 법인 등과 사실상의 협업 또는 동업을 하고 있다. 이미

MDP는 한국시장에서 부분적이나마 사실상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2) 매출액 대비 컨설팅 매출액의 성장

금융감독원 공시자료를 토대로 2003 사업연도~2012 사업연도 매출액 추이를 분석하면, 10

년 동안 4개 법인의 매출액이 240%(누적) 증가하였고, 매출액 중 컨설팅매출액 또한 10년 전

에 비해 236%(누적) 증가하고 있고 수익성 또한 크게 향상되고 있다.

사실상의 MDP라고 할 수 있는 국제간 협업으로 인하여 매출액 증가와 수익성 개선은 물

론이고 부가가치도 증가하고 있다.

<표 6> 국제 협업에 따른 매출액과 컨설팅 매출액 

(단위: 백만 달러)

구분

S-P A-D

매출액
누적

증가율

컨설팅

매출액

누적

증가율
매출액

누적

증가율

컨설팅매

출액

누적

증가율

2015 475,729 170% 174,856 134% 300,610 479% 117,594 461%

2014 459,899 164% 168,972 129% 292,105 465% 119,296 468%

2013 477,406 170% 188,402 144% 281,221 448% 106,530 417%

2012 456,776 163% 191,129 146% 268,256 427% 96,669 379%

2011 458,759 164% 192,730 148% 250,554 399% 93,304 366%

2010 465,087 166% 223,036 171% 242,646 387% 98,350 385%

2009 428,934 153% 215,603 165% 237,683 379% 103,615 406%

2008 393,549 141% 171,286 131% 208,923 333% 73,620 289%

2007 359,549 128% 146,707 112% 187,300 298% 67,078 263%

2006 331,855 119% 136,536 105% 171,011 272% 66,199 259%

2005 311,345 111% 129,795 99% 147,717 235% 61,245 240%

2004 296,265 106% 125,482 96% 85,862 137% 35,684 140%

2003 280,014 130,589 62,768 2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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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J-K E-H

매출액
누적

증가율

컨설팅

매출액

누적

증가율
매출액

누적

증가율

컨설팅

매출액

누적

증가율

2015 300,447 455% 136,855 727% 186,337 325% 61,429 422%

2014 275,919 418% 121,753 647% 166,760 291% 54,364 374%

2013 266,957 405% 116,256 618% 148,157 258% 48,073 330%

2012 257,285 390% 115,145 612% 135,339 236% 44,864 308%

2011 178,426 270% 47,112 250% 131,041 228% 41,861 288%

2010 185,398 281% 66,773 355% 135,641 236% 37,497 258%

2009 174,366 264% 65,873 350% 117,642 205% 40,635 279%

2008 163,074 247% 57,005 303% 120,294 210% 41,020 282%

2007 134,208 203% 40,233 214% 117,762 205% 33,829 232%

2006 119,314 181% 30,608 163% 110,715 193% 35,098 241%

2005 106,620 162% 32,809 174% 100,250 175% 32,287 222%

2004 81,751 124% 23,922 127% 60,691 106% 15,532 107%

2003 65,965 18,821 57,363 14,552

주: 2012년 4곳 매출액 합계 1,117,656(2003년 466,110), 컨설팅매출액 합계 447,807(2003년 189,479)

자료: 금융감독원 공시자료(http://www.fss.or.kr/fss/kr/main.html)

Ⅴ. MDP 도입에 대한 반대논리 검토 

MDP에 대한 반대 의견들은 대부분 소비자 관점보다는 생산자 후생, 즉 업역 보호주의에 입각하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규제주의자들이 내세우는 시장실패 즉 정보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

과 외부성(externality)을 살펴보면 이들의 MDP 반대 주장이 다소간 과장되거나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조세 ․법률 ․회계 서비스는 경험재(experience goods) 또는 신뢰재(credence goods)이

며 기술적 복잡성과 소비자의 고급화가 중요하므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캐나다 법률업계 MDP 작업반4)을 참고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아울러, K. Roach and E. Jacobucci(2000)는 반대논리를 유형화하고 있는데 크게 구분하면

1) 거버넌스 측면의 우려 2) 독립성 우려 3) 비밀성 우려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한국에서의

반대논리도 크게 보아 이러한 해외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다음은 한국의 직역단체

들이 주장하는 MDP에 대한 반대논리이다.

4) Working Group on Multi-Discipline Oartnerships of the Law Society of Upper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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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대측 의견

1) 대한변호사협회

(1) 변호사의 독립성

변호사단체들은 기본적으로 변호사법 제34조5)에 따라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의 다른 전문

직과의 동업은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MDP 형태의 허용에 따라 동업과 보

수배분이 가능하게 된다면 변호사법 제2조에 규정된 변호사의 직무상 독립성6)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이윤추구라는 동기가 변호사의 법률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고 우려하고 있다.

(2) 비밀유지의무

MDP의 허용으로 비변호사가 의뢰인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변호사법 제26조7)에

규정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회계사는

회계업무에서 부실회계나 부정행위를 발견하면 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원

칙적으로 동업할 수 없다는 것이다.

(3) 이익충돌회피의무

MDP의 허용으로 변호사법 제31조8)에 규정된 이익충돌회피 의무가 훼손될 수 있다고 주

장하고 있다. 특히, 대형 회계법인과 변호사들이 동업하는 경우에 이익충돌을 회피하여 사건

을 선별하여 수임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MDP 법인에서 변호사 업

5) 변호사법 제34조 (변호사 아닌 자와의 동업금지등) ③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은 제109조제1호·제111조 또는 제112조

제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 수임의 알선을 받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

서는 아니된다.

④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얻은 보수 기타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된다.

6) 변호사법 제2조(변호사의 지위)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

7) 변호사법 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

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제31조 (수임제한) ①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사건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相議)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2.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3.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이 아니면서도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

임·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 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는 하나의 변호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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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충실의무와 자신이 속한 조직에 대한 충실의무 간의

충돌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2) 세무사회9), 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는 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서(2009)가 전문 자격사 제도에 관한 법령 등을 규

제 완화적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이는 자격사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자세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김홍규, 2010). 또 ‘규제완화’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것이 기본

취지인데, 자격사 제도에 대한 규제 완화적 접근은 역사적으로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

고 유지되어 온 세무서비스에 대하여 ‘불필요’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제기

하고 있다. 이종자격사와의 동업문제 등도 서비스의 공공성이 강조되는 세무사와 그렇지 않

은 자격사 간의 특성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인회계사회는 “전문

성은 보호되어야 하며 이종 자격사 간의 동업은 전문적인 영역의 통합에 대한 현실적인 방

법이 없기 때문에 반대”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10)

2. 검토 의견

1) 변호사의 독립성 훼손 우려

이윤추구라는 동기가 변호사의 법률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MDP가

도입되지 않은 현재도 사실상 변호사들은 자신들의 이윤추구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무리는 아닐 것이다. 따라서 이윤추구에 따라 변호사의 독립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논리는

MDP의 반대논리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MDP는 오히려, 다양하고 전문화된 서

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변호사 양자의 이익이 증가하게 되지만 변

호사의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비밀유지의무의 훼손 우려

변호사는 변호사법(제26조)과 변호사윤리장전(제18조)11)에서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

9) 김홍규, ‘세무사제도의 선진화방안에 대한 검정’, 2010, 한국세무사회

10) 세무·회계업계, 자격사 선진화방안 “국력낭비다”, 2009.11.13. 세정신문

11) 변호사권리장전 제18조 (비밀유지 및 의뢰인의 권익보호) ①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아니한다.

② 변호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의뢰인과 의사교환을 한 내용이나 의뢰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문서 또는 물건을 외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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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신뢰를 형성하여 의뢰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까지도 변

호사와 상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MDP 신중론자들은 MDP를 허용하면 변호사가 비(非)변호사와 의뢰인에 관한 정보를 공유

하게 되기 때문에 비밀유지 의무가 지켜지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회계사는 부실

회계나 회계 부정행위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비밀원칙과 충돌한다

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변호사법 제26조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비밀유지 의무가 문제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회계사와 세무사의 경우

에도 공인회계사법(제20조)12)과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제140조), 세무사법(제11조)13)에 비밀유

지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MDP 허용이 비밀유지의무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이익충돌회피 의무의 상충

변호사는 사건 의뢰인과 이해 관계가 충돌되는 다른 사건을 수임하여서는 안 되며, 업무

처리 과정에서도 마찬가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변호사법 제31조와 변호사 윤리장전 제22

조에서는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수임을 승낙하였거나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이해충돌 의무는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충실

의무와 더불어 소송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공익적 의무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MDP 허용에 대하여 반대하는 견해들은 MDP를 허용할 경우 이익충돌회피 의무가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대형 회계법인과 변호사들이 동업, 처리하여야 하는 대형 사건에

는 이익충돌 요소가 혼재할 가능성이 많아 이해가 충돌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변호사

의 이익충돌회피 의무는 MDP에서도 준수될 수 있다. 즉, MDP를 하나의 로펌으로 간주하여

이익충돌회피 의무를 지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MDP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위험부담은 MDP와 의뢰인이 부담해야 함을 사전에 의뢰인에게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변호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작성한 서류, 메모, 기타 유사한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거나, 의뢰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변호사 자신의 권

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공개 또는 이용할 수 있다.

12) 공인회계사법 제20조(비밀엄수) 공인회계사와 그 사무직원 또는 공인회계사이었거나 그 사무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

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제11조 (비밀 엄수) 세무사와 세무사였던 자 또는 그 사무직원과 사무직원이었던 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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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세 ․ 법률 ․ 회계 분야의 MDP

위와 같이 MDP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는 주요 제기사항들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조세 ․법률 ․회계 분야의 MDP는 국세 징수 등 공익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이

루어 지기 때문에 독립성, 비밀유지, 이해충돌의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서비

스 분야에서 전면적으로 MDP를 도입하기에 앞서 조세 ․법률 ․회계 분야에서 MDP를 시행하

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Ⅵ. 결 론

이 연구는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서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시점

에서, 서비스 분야의 국제경쟁력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종자격사간 동업(MDP)을 허용하

여 조세 ․법룰 ․회계 분야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제기하였다.

먼저 이론적으로 소비자 측면에서 그리고 생산자 측면에서 MDP 도입이 가격을 인하시키

고 서비스 공급량을 늘림으로써 경제적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

다. 또한 MDP를 도입한 호주,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의 서비스 수출 금액을 MDP 도입 전 ․
후로 구분하여 패널분석(고정효과 모형)을 한 결과, MDP 도입에 따라 수출이 11.2% ~ 23.6%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아직 한국에서는 MDP가 공식적으로 허용되고 있지 않지만 한국 회계법인들이 사실

상의 MDP라고 할 수 있는 국제적인 협업을 통해서 매출을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MDP 도입에 대한 반대논리를 검토한 결과 조세 ․법률 ․회계 분야에서는 우려
할 만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MDP를 도입하여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이 연구가 그 동안 전문자격사 간의 이해상충으로 진전되지 않고 있는

MDP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된다면 보람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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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nhancing of the Global Competitiveness 

of the Services of Tax, Law, and Accounting 

- Focusing on Multi-Disciplinary Practices(MDP) -

Son Yun*․Hak-loh Lee**

14)

There have been growing concerns that Korea's products keep losing their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t is necessary to restore strong muscles of manufacturing sectors. Together, efforts must be made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service sector.

While wide consensus has been reached on the necessity that Korea's service sector needs overhaul for

stronger global competitiveness, it is rather difficult to witness any remarkable improvements. Insufficient

performances might result from the protection of the captive markets by the interested parties.

The research starts from the proposition that the introduction of MDP will bring down the barriers

between the segmented services and promote competition. We provide theoretical analyses and report better

performances of major countries which introduced MDP in their soils. Considering the reality, we propose

that in the foreseeable future, a MDP in the areas of tax, law and accounting be introduced in Korea

because these areas seem to create least conflicts of disciplinary duties due to public purposes. Broader

MDPs in other areas may take some more time.

There exist, however, some limitations. As MDP has not been officially introduced in Korea, it is almost

impossible to directly compare the performances between the pre- and post-MDP in Korea. Data scarcity

of business performances of companies also limits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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