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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및 정책제안

2015 시장경제연구백서

인사말

『2015년
시장경제연구백서』를
발간하며

거

기부정(擧棋不定). 바둑을 둘 때 포석(布石)할 자리를 결정(決定)하지 않고 둔다면 한 집도 이기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곱씹어야 할 말인 듯합니다.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3% 아래로 떨어지고, 저성장의 터널은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 경

제의 미래를 열어가는 기업과 주력 산업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를 넘어 샌드백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들
리는 요즘입니다.

최근 들어 중국경제가 둔화를 넘어 위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 중국 수출의존도가 25%에 달하는 우리 경제에는 두려운 시나리
오가 점차 현실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미국 금리인상도 단계적으로 진행되리라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내 금
융시장 불안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유가가 주력 산업의 매출과 수출에 타격을 입혀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저하까지 우려되는 실
정입니다.

과거에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간헐적이고 주기적으로 나타났다면 이젠 위기가 상시화 된 ‘뉴 노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
다 경제의 체질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에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경제의 대전환을 위한 연구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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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기업 최고경영자(CEO)에게 사업하는 데 어떤 점이 어려운지를 물으면 대부분 강성노조와 경직적인 노동시
장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낙후된 노동시장이 기업환경을 나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전환점을 찾기 위해 한국경제연구원
은 선진국 노동개혁 사례를 연구하는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논리를 개발하고 그 시급성을 설파했습니다. 지난해 5월 한경연은 게르
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총리를 초청해 특별대담을 개최했습니다. 이 대담을 통해 우리의 노동개혁이 왜 필요하고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
지에 대해 정치권에 큰 화두를 던졌습니다. 이어서 10월에는 세르지오 호샤 한국지엠 사장 등 외국기업 CEO, 주한상공회의소 대표 등
을 초청해 우리 노동시장, 노사관계의 현주소를 듣는 대담을 개최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의 눈으로 바라본 한국 후진적 노동시장의 모
습과 그들의 조언은 우리에게 뼈아픈 지적이었고, 언론 등을 통해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근로시간 단축, 임금
피크제 시행을 위한 급여체계 개편, 유연한 해고제도 마련 등 중요한 주제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도 진행했습니다. 이처럼 지난해에는
노동개혁을 중점 사업으로 삼고 차질 없는 추진에 한국경제연구원이 앞장섰습니다.

지금 우리 기업과 산업은 절벽에 서 있는 형국입니다. 경쟁국들은 치고 나가고 있는데 신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적극적인 사업재편의 모
습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앞으로 10년, 20년 뒤 우리 경제의 먹거리가 무엇이 될까 걱정이 큰 상황입니
다. 몇몇 국내 대표기업들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재편에 나서곤 있지만 아직 산업 전반으로 이런 노력이 확산되지 못하고 있습니
다. 낡은 제도, 낡은 인식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들의 사업재편과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원샷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
만, 대기업 특혜라는 오해와 낡은 인식이 법 통과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 등 각종 투자
규제는 여전해 기업투자를 발목잡고 있습니다. 이처럼 겹겹이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규제의 혁파에 지난해 한경연은 대응 논리를 개발
하고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설파했습니다.

회원사를 둔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가 단순히 학술연구에만 그쳐선 안 된다는 경영철학을 갖고 회원사를 위한 연구가 국민들에게 전
파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유력 언론과 공동으로 노동개혁, 규제개혁, 반기업정서 타파, 감세 등 다양한 주제를
심도 깊게 다루고 국민들에 알리는 데 힘썼습니다. 각종 기사·칼럼 등 한경연의 연구 결과가 보다 쉽게 국민들에 다가갈 수 있도록 노
력했습니다. 우리의 연구가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들은 올해도 계속해나갈 것입니다.

병신년 한해 우리 경제에 밝은 미래,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암운(暗雲)이 둘러싸고 있는 요즘입니다. 올
한 해 그 어두운 구름을 걷어내는 데 한국경제연구원이 앞장서겠습니다. 회원사, 나아가 우리 경제에 꼭 필요한 연구를 하고 그 결과가
오피니언 리더나 국민에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쪼록 올 한 해 저희 한국경제연구원을 비롯한 경제계 모
두의 노력으로 승풍파랑(乘風破浪)의 대한민국 경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월 한국경제연구원장

권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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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목적

한국경제와 기업의 장ㆍ단기 발전 과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효율적인 자유시장경제체제 구
축과 건전한 기업성장을 이루어 국민경제와 세계경제의 성장ㆍ발전에 기여한다.
현실 경제에 뿌리를 둔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분석, 현장 중심의 조사사업을 토대로 실천적
정책대안을 개발ㆍ제시함으로써 민간경제계의 정책두뇌집단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한다.
국내외 경제 및 산업 동향에 관한 체계적 정보 수집 및 분석을 통해 기업의 세계적 경영전략 수
립에 실용적 지침을 제공하는 데이터뱅크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조직도

원장

부원장

기획조정본부

기획조정실

기업연구실

홍보팀

산업연구실

연구지원팀

공공연구실

거시연구실

미래전략실

노동시장연구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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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소개

권태신 원장
학

력	英 카스대 경영대학원(MBA), 美 벤더빌트대 대학원(경제학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주요경력


국무총리실장(장관급),
駐 OECD 대표부 대사, 재정경제부 제2차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부위원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 국제업무정책관 등 다수

전문분야

경제정책, 국제금융

배상근 부원장
학

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02-3771-0005 kwontaeshin@keri.org

력

02-3771-0023 skbae@keri.org

미주리주립대학교(Univ. of Missouri) 경제학 박사(1998)

주요경력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상무,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 다수

전문분야

거시경제, 화폐금융, 국제금융, 중앙은행(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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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소개
연구 및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정과 사업실적의 평가를 총괄한다. 또한 대외협력 및 연구 결과

기획조정실

의 홍보와 정책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고 정보서비스를 포함한 각종 회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성명

추광호 실장

홍보팀

직위

전문분야

추광호

실장

강소라

연구원

경쟁정책, 기업지배구조
공공정책, 재정학

김혜련

연구원

거시경제

박보희		

성명
송재형

기획 및 조정 행정 업무

직위
팀장

전문분야
홍보 및 출판 총괄

양주희 		

출판, 정보자료 관리

정다운		

언론홍보

민간경제계의 정책두뇌집단으로 견인하기 위해 연구성과를 극대화하고 창의적인 조직문화

연구지원팀

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반 연구지원을 주관하고 있다.

성명
김정하

직위
팀장

조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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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연구지원 총괄, HRD
회원관리

박현숙		

총무

이은주 		

예산, 감사

문경필		

재무, 회계

김예진		

비서

김소현 		

연구지원

한양선 		

연구지원

강제봉		

전산, 홈페이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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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제도 및 규제를 심층 연구하여 시장원리와 경제자유를 심

기업연구실

화·확대하고 기업경쟁력, 기업가정신을 향상시키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기본과업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정책 연구, 기업관련법 연구, 기업생태계 연구, 혁신기업연구 등 관련
연구 분야를 포괄하며, 이 연구 분야에 대한 단·중·장기 실증 분석은 물론 정책, 법·제도 및 규
제 등을 분석하여 정책대안을 수시로 제시한다.

성명
이병기 실장 / 선임연구위원

직위

전문분야

이병기

실장 / 선임연구위원

황인학

선임연구위원	산업조직론, 신제도경제학, 법경제학, 경쟁정책 및 기업지배구조, 재벌과
경제력집중

기업이론·정책연구, 기업투자·기술정책, 기업구조조정·퇴출제도

김현종

연구위원

기업지배구조, 대규모기업집단 연구, 경쟁정책, 산업조직

김윤경

부연구위원

현금보유, 기업집단, 다각화

김미애

부연구위원

응용미시

시장경제, 국제규범, 기업의 창의적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이론과 실증

산업연구실

분석을 통해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의 방향을 제시한다. 아울러, 국
내 주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 및 정책 개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주요
연구 분야는 진입 및 가격규제, 산업입지 규제, 서비스산업 규제 등 경제적 규제와 한국의 국
제통상 및 투자환경 분석 등 산업통상정책을 포함한다.

성명
양금승 실장 / 선임연구위원

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직위

전문분야

양금승

실장 / 선임연구위원

규제개혁, 토지 및 산업입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김영신

연구위원

규제, 공공선택, 재정, 응용미시

정회상

부연구위원

산업조직론

김수연

책임연구원

상법(회사법), 자본시장법

송용주

연구원

국제통상, 국제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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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소개
공공의 문제(public affairs)에 대해 시장경제원리를 바탕으로 한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공

공공연구실

공정책의 효율성과 사회적 후생을 높이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며, 주요 연구범위는 재정, 조
세, 복지, 환경, 공공선택, 금융 관련 정책 등이다.

성명

조경엽 실장 / 선임연구위원

직위

전문분야

조경엽

실장 / 선임연구위원 	재정학, 응용 거시경제학

윤상호

연구위원

시제간선택, 공공선택, 종교경제학, 응용미시

황상현

연구위원

재정학, 환경경제학

허원제

연구위원

비교경제, 경제체제 전환, 응용미시/미시계량

산업·기술, 노동·인적자본,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바람직한 미래상을 설

미래전략실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연구한다. 또한 각 분야의 전략적 선택들이 국가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도록 분야 간 정책적 연계를 강화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현안이 되는 국
가적 어젠다에 대해서도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성명

이태규 실장 /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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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전문분야

이태규

실장 / 연구위원

금융경제, 응용계량경제, 거시경제

권소야

연구원

국제경제학, 통계학

장성렬

연구원

금융경제

1. 연구 및 정책제안
2. 현안정책 대응

3. 세미나·포럼

4. 연구회·도서발간·칼럼·온라인 지식정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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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분석과 전망 및 거시정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여기에는 실물경제와 관련된 성

거시연구실

장, 투자, 소비, 고용, 소득분배 및 국제무역 등의 이슈가 포함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효
율적인 자유시장경제원리의 정착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현안과 관련된 정확한 분석과 중장
기 전망 및 정책 제언을 정부 및 기업에 제공하는 것이 거시정책연구실의 주요 목표이다.

성명

변양규 실장 / 연구위원

직위

전문분야

변양규

실장 / 연구위원 	거시경제, 노동경제

김창배

연구위원

거시경제 전망 및 모형개발

김성훈

부연구위원

거시경제(경기변동), 국제경제(오픈 매크로)

김윤진

연구원

금융경제학, 가치론, 금융공학

노동시장연구 TF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대한 경제적·법률적 분석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노동시장연구 TF

노동시장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관

변양규 실장 / 연구위원

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명확한 분석을 통해 정부와 기업에 정책적 시사점과 합리적 대응책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성명

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직위

전문분야

변양규

실장 / 연구위원 	거시경제, 노동경제

유진성

연구위원

노동경제, 응용미시/미시계량

이진영

부연구위원

노동경제

우광호

부연구위원

노동경제학, 응용미시, 노사관계

김선우

연구원

노동법

이수정

연구원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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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81년 4월 1일 정부산하 연구기관에 상응하는 민간경제 연구기능의 확충ㆍ강화를 위해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경제기술조사센터」
(1967년)를 확대ㆍ개편해 사단법인 「한국경제연구원」을 설립

1980

1990

2000

2010

1981. 04

「(사단법인)한국경제연구원」 설립
(초대 회장 정주영, 초대 원장 신태환 취임)

1982. 02

제2대 원장 송인상 취임
부원장 김진현 취임(상근부원장제 실시)

1984. 11

부원장 구석모 취임

1987. 02

제2대 회장 구자경, 제3대 원장 최종현 취임

1980

부원장 조규하 취임

1988. 02

부원장 구석모 취임

1989. 02

제3대 회장 유창순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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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010

1990. 02

이사회 개편(사외이사제도 도입)

1993. 02

제4대 회장 최종현, 제4대 원장 조석래 취임

1995. 02

부원장 손병두 취임

1995. 05

 원의 장기발전계획 「KERI Vision 21」 		
본
수립 및 CI 제작

1997. 04

부회장 조석래, 제5대 원장 좌승희 취임
(상근원장제 실시)

1998. 09

본원의 「자유기업센터」 → 「(재단법인)자유기업원」
으로 분리 독립

「민간경제기관연구협의회」 발족(회장: 유창순)

1987. 10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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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2000. 01

1990

2000

2010

제5대 회장 김우중 취임

1980
2010. 12

1990

2000

2010

법경제연구실과 기업연구실을 기업연구실로 통합
외교안보연구실 신설

「한국경제연구원 동우회(원우회)」 창립총회 개최

2000. 02

제6대 회장 김각중 취임

2011. 02

제10대 회장 허창수 취임

2001. 04

부원장 이규황 취임

2011. 12

제9대 원장 최병일, 부원장 박대식 취임

「회원서비스센터」 신설

2012. 01

연구조정실을 기획조정실로 변경, 기획조정실 내
대외협력팀 신설, 기존 7실 연구조직을 「기획조정실」,
「기업정책연구실」, 「공공정책연구실」, 「거시정책연구
실」, 「연구지원실」, 「홍보팀」, 「대외협력팀」 등의 5실
2팀으로 조직 개편

2012. 07

‘한경연 사회통합센터’ 출범

2003. 02

제7대 회장 손길승 취임

2003. 03

「국제경제연구센터」 신설

2004. 02

제8대 회장 강신호 취임

2004. 10

「규제연구센터」 신설

2005. 04

제6대 원장 노성태 취임

2005. 07

기존 8센터 3개 실의 연구조직을 「경제연구본부」
「기업연구본부」 등 2개 본부 및 「연구조정실」
「연구지원실」 등의 2개 실로 개편

2006. 03

「경제교육본부」 신설

2007. 03

제9대 회장 조석래 취임

2007. 04

제7대 원장 김종석 취임

2007. 06

「규제개혁추진단」 발족 운영

2007. 12

『규제개혁 종합연구』 발간

2008. 03

경제교육본부 폐지, 연구조정실 내 경제교육팀 신설

2008. 12

사무실 이전(전경련회관 12층 → 하나대투증권 8층)

2009. 05

제8대 원장 김영용 취임

2009. 06


연구지원실
폐지, 연구조정실 내 3팀 체제로 개편
(연구지원팀, 홍보팀, 재무회계팀)

2009. 10

기존 3본부 1실의 연구조직을 「법경제연구실」,
「기업연구실」, 「금융재정연구실」, 「거시경제연구실」,
「경제교육실」, 「연구조정실」, 「정책기획실」 등의
7실 체제로 개편

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기획조정실 내 대외협력팀 폐지, 한경연 사회통합센
터 출범으로 5실 1센터로 조직 개편

2013. 12

사무실 이전 (하나대투증권 8층 → 전경련회관 45층)

2014. 03

제10대 원장 권태신 취임

2014. 05

부원장 배상근 취임
 래전략연구실 신설, 사회통합센터 폐지, 연구지원
미
실을 연구지원팀으로 개편
 존 5실 1센터를 「기획조정본부」, 「기획조정실」,
기
「기업정책연구실」, 「공공정책연구실」, 		
「거시정책연구실」, 「미래전략연구실」, 「홍보팀」,
「연구지원팀」 등 1본부 5실 2팀으로 조직 개편

2015. 02

기존 1본부 5실 2팀 → 1본부 6실 2팀: 기회조정본부,
기획조정실, 기업연구실, 거시연구실, 공공연구실, 산
업연구실, 미래전략실, 홍보팀, 연구지원팀
산업연구실 신설
연구부서 실 명칭 변경

2015. 08

기획조정실 內 노사연구 T/F 신설		
(노동시장연구 T/F로 명칭 변경, 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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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을 딛고 더 힘차게, 한국경제 도약의 디딤돌이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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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연구 및 정책제안

성장동력의 페달을 가속화시킬
혁신의 길을 제안하다

Part. 2
현안정책 대응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세부 방안을 강구하다

Part. 3
세미나·포럼

전방위로 소통하여
바른 길을 찾아가다

Part. 4
연구회·도서발간·칼럼·온라인 지식정보 서비스

지속 가능한
변화의 토대를 마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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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정책제안

성장동력의 페달을
가속화시킬
혁신의 길을 제안하다
거시경제환경, 기업활동, 노동문제, 공공정책에
이르기까지 우리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모든 크고 작은 동력들의 초점을 ‘성장’에 맞추었다.
저성장과 내수 부진을 털어내고
성장률의 곡선을 위로 끌어올리기 위해
현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성장 중심의 정책을 제안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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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거시 및
노동시장 환경을
고찰하다
저성장이 이어진 지 수년째,
산업정책의 현황을 돌아보고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짚어보았다.

2015 ANNUAL REPORT

1

1. 연구 및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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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 경기 변동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 자산시장과 자본유출입을 중심으로

김성훈 | 부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국제 금융산업의 빠른 통합과 함께

금융시장을 매개로 국가 간 상호의존도가 더욱 깊어짐에 다양한 형태의 충격들이 금융

다양한 형태의 충격들이 금융시장을

시장을 통해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전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이 같은

통해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전이

변화 속에 주요 금융변수들의 부침에 따라 여러 나라들이 동시에 부침을 겪게 되는 일종
의 경기변동—최근 학계에서 이른바 글로벌 금융 경기 변동(global financial cycles)이라
고 불리는—현상에 주목하고 이러한 금융 경기 변동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GVAR 모형을 이용해 국제유가상
승, 미국 금리인상, 국제금융시장 불
확실성 가중 등 세 종류의 충격에 한
국의 주식시장과 자본흐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분석하였다.

연구내용
본 연구는 점증하는 나라 간 상호의존도와 작은 개방 경제인 우리나라가 세계의 주요국
과 연결되어 있는 구조적 특징들을 반영하기 위해 최근 개발된 GVAR(global VAR) 방법
론을 채택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G20과 아세안 국가들을 중심으로 22개국, 1993년 1
분기~2013년 1분기까지의 대내외 변수들(GDP, 인플레이션, 주식가격, 단기금리, 주식자
본의 흐름, 채권자본의 흐름)과 글로벌 변수들(국제유가, VIX)의 분기별 데이터를 이용한
다. 국가 간 가중치는 2009~2011년 사이의 국가 간 교역비중을, 국가별 가중치는
2009~2011년 구매력 기준(PPP) GDP를 이용한다. 분석 결과 드러난 4가지 사실은 다음
과 같다. 첫째, 해외 자본의 유입·유출이 우리나라 단기금리의 오르내림을 이끄는 경향
이 있다. 둘째, 예기치 못한 국제유가의 상승에 대해 경제성장이 한층 속도를 내고 유가
하락에 오히려 경제성장이 더뎌지는 나라들은 유럽 대륙의 주요국, 일본, 한국 등을 포함
하는 자원 부존국가들이다. 셋째, 미국 단기금리의 상승충격과 국제유가의 상승충격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주식가격의 반응, 단기금리와 자본의 흐름, GDP의 반응 등
전반적으로 유사했다. 넷째, 불확실성(VIX)의 증가는 본 연구의 대상이 된 거의 모든 국가
들의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고 경제성장 속도도 더디게 만들었다.

평가
본 연구는 다양한 대외 충격들이 동시에 발생해 어지럽게 널려 있는 현실에서 여러 변수
의 총합적 영향력을 가늠함으로써 올바른 정책 수단을 선택하고 정책의 타이밍 및 강도
를 결정하는 데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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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동력정책의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이태규 | 연구위원, 미래전략실장

연구배경 및 목적

과거 정부를 거치면서 추진하였던 성

중화학, 기계, 조선 등 기존 주력 산업만으로는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의 도약이 어렵다

장동력산업 중 산업화가 상당히 이

는 인식하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들이 각 정부마다 추진되었다. 세계

루어진 산업들의 세계 시장에서의 위

각국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산업분야들도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산업과 크게 다
르지 않아 글로벌 차원의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성장동력산업 정책의 성과에 대
한 평가가 필요하다.

상을 분석한 결과 시장의 판도를 바
꿀 만큼의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
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는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
정책의 연속성, R&D 투자의 성과 확

연구내용

보 등을 중요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이전 정부에서 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되었던 모든 부문 중 산업화 단계에 있는 상품을

있다.

대상으로 세계시장의 위치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성장동력산업의 경쟁력을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지난 10여 년간 성장동력으로 지정하여 육성하였던 산업들 중 현재 세계시장
에서 Top level의 경쟁력을 가진 상품들의 경우 성장동력으로 지정할 당시 이미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한 상품들이었다. 반면 성장동력으로 지정될 당시 경쟁력이 낮았던 제품들
은 현재에도 세계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낮아 아직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성장동력으로 일컬어지는 대부분의 분야는 세계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투자
하는 분야이므로 글로벌 경쟁력 없이는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에 너무 많은 분야에서 성
장동력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하되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한 부문에 우선적
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공공 R&D의 투자 효율성은 낮은 것으로 알
려져 있고 사업화율도 낮으므로 성장동력산업에 대한 R&D 투자의 성과를 내는 것이 정
책 성공의 요체이다. 또한 성장동력 육성에 있어서는 중소기업 육성논리는 배제하여야
한다. 성장동력 분야에서는 글로벌 차원의 경쟁이 이루어지는 만큼 수월성에 기초하여
R&D 자금 등의 자원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평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성장동력 육성을 중요 정책과제로 삼았지만 이에 대한 평가는 상대
적으로 드물다. 또한 성장동력산업으로 지목된 다수는 10년 이상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
산업들이므로 이들 산업에 대한 성과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그와 같은 필요
성을 충족해주면서 향후 성장동력정책에 대한 시의적절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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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성공·실패 사례의 시사점과 정책제언
정진섭 | 충북대학교 국제경영학과 교수

연구배경 및 목적

다이아몬드 모델을 활용하여 한국의

2014년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Inward FDI) 도착금액은 100억 불로 2000년대 이후 최고

외국인직접투자의 성공 및 실패 사

치를 기록했지만, 이는 경제규모(GDP)가 절반 정도인 네덜란드의 FDI 유치액 303억 불

례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직접투자

에 비하면 한국의 FDI는 경제규모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산업구조의 고도화, 창
조경제 실현 등 FDI의 긍정적 효과를 위해서는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
다. 이에 우리나라의 FDI 유치와 관련된 성공 및 실패 사례를 통해 그 핵심 요인을 파악
하고, FDI 유치 확대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연구내용
레고랜드, 이케아 코리아의 투자유치 성공사례와 유니버셜스튜디오, 글락소스미스클라인
(GSK)의 투자유치 실패사례 등 한국의 FDI 유치 성공 및 실패 요인의 분석틀로 하버드
대학 포터 교수의 다이아몬드 모델을 활용하여 분석했다. 요소조건(인력, 토지가격, 기술,
자본조달 등), 수요조건(기초수요와 세련된 시장수요), 관련 및 지원분야(인프라, 클러스터
를 통한 시너지, 투자 프로세스 지원), 경영여건(국민의 태도, 교육 및 거주환경), 정부분
야(규제, 인센티브, 정책적 일관성) 등 다섯 부문이다.
성공사례 분석 결과, FDI 유치 성공에는 ▲규제완화 ▲투자 프로세스의 원활한 지원 ▲
정부의 인센티브 ▲일관된 투자유치정책 등 중앙·지방 정부의 적극적 협력과 지원이 중
요하다고 지적했다. 실패사례의 경우, ▲법적·제도적 여건 미비 ▲정부의 입장과 정책만
고수 ▲FDI의 중요성 간과 ▲기본적 토지대금 합의의 실패 ▲투자 프로세스 및 커뮤니케
이션 문제 등이 핵심 요소로 작용했다.
FDI 유치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중앙·지방) 중심으로 관련 규제 축소와 제도 개선, 투
자유치 타이밍, One-stop 행정서비스 제공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
을 강조했다.

평가
다이아몬드 모델을 사용하여 한국에 진출하려고 하는 유수한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유치
성공 또는 실패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한국으로의 외국인직접투자 촉진을 위해 필
요한 제도적·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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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중앙·지
방) 중심으로 관련 규제 축소 및 제
도개선, 투자유치 타이밍, Onestop 행정서비스의 제공 등 적극적
인 투자유치 전략이 필요하다.

1. 연구 및 정책제안

2015 시장경제연구백서

한국 정보통신기기산업의
한·중·일 국제경쟁력 비교 및 정책제언
최남석 | 전북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연구배경 및 목적

이 연구는 중국의 자국 기술보유 정

우리나라가 주력 수출품목인 휴대폰, LCD 패널의 대일본 수출경쟁에서 6년 만에 중국에

책지원으로 인해 우리나라 통신·정

추월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의 경쟁력 추월 양상은 휴대폰과 LCD 패널에서 두

보기기 산업이 중국에 추월당하고,

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에 이 연구는 금융위기 이후 2014년까지 한국 정보통신기기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동북아시장을 중심으로 중국 및 일본과 비교하고 아울러 세계시장에서 한·
중·일의 수출경쟁력에 대해 비교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시스템반도체 등 부품산업은 일본과
간격이 좁혀지지 않고 있음을 분석
했다. 우리나라 기업이 고부가가치
생산공정에 특화하기 위해서는 글로
벌 생산체계 및 네트워크 업그레이

연구내용
2010년 이후 통신기기, 방송기기, 정보기기산업에서 한국이 일본을 추격하는 속도보다
중국이 한국을 더욱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 그 원인은 중국이 자국 기술보유를 정책적으
로 지원함으로써 기술수준을 높여가면서 한·중·일 간 가공무역 중심의 수직적 분업구
조가 중국에게 유리한 수평적 경쟁구조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동북아 생
산분업 구조 재편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고부가가치 생산공정에 특화하기 위해 글로벌
생산체계 및 네트워크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국을 글로벌 생산
기지로 사용하는 기존 분업구조에서 중간재 협력파트너로 한 단계 격상시켜 글로벌 밸류
체인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한, 국내 정보통신기기 산업의 수출
구조가 완제품에서 부품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핵심 기술개발 강화를 통해 고부가가
치 핵심부품의 수출을 촉진해야 한다며 유망 수출상품 개발을 통한 자발적인 사업재편
촉진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평가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에 대한 비교열위를 지적하고, 중국의 발전전략 전환에 따른 수
입대체정책에 대체하는 글로벌 생산체계 개혁과 자발적 사업재편을 위한 규제개선이 필
요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기여도가 있는 연구라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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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전산업의
한·중·일 국제경쟁력 비교 및 정책제언
권세훈 |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한국 가전산업은 급속도로 기

2010년 이후 중국 제조업의 급속한 성장과 더불어 일본 제조업의 구조개혁 속에서 한국

술이 발전하고 있는 중국과 엔저 및

제조업 위상의 위협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내 10대 주력업종 가운데 가전사업의

첨단기술로 무장한 일본 사이에서 위

경쟁력을 중국과 일본의 해당산업과 비교진단하여 가전산업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업
종별 가이드라인 및 정책적 시사점을 발굴하였다.

기에 직면해 있다. 향후 지속적인 국
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물
인터넷 시대에 부합하는 첨단 프리미
엄 제품의 개발 및 생산을 주도할 수

연구내용

있어야 한다. 이에 조속히 민관, 그리

한국의 대일본 전자제품 무역은 적자 및 규모 유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대중국 전

고 산학연 공동 협의체를 통해 첨단

자제품 무역은 흑자 및 규모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중·일 가전산업의

기술을 확보하고, 원-위안화 결제 확

기술격차는 빠른 속도로 그 차별성이 낮아지고 있으며, 글로벌 가전시장에서 삼국 간 치

대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최근 한·중 FTA와 중국·호주 FTA가 정식 서명되고, TPP 협상이
진행 중이며, 엔저 현상 등으로 경제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나, 한·중·일 가전산업의
은 생산과 가치사슬 국제화로 인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경쟁력 측면에서 큰 변화를 유
발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가전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신흥시장 등 니치마켓에 대한 효율적 진출 및 선진시장을 겨냥한 프
리미엄 제품과 사물인터넷 등 융복합제품 및 센서제품 등 첨단기술시장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특히 신기술 연구개발에 있어 후발주자로서 정부 주도나 산학연 공동
협업체를 통해 비용 및 위험을 분담하고, 향후 수익도 분배하는 연구개발-투자 연계방안
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평가
최근 중국의 급속한 기술발전과 엔저 및 첨단기술로 무장한 일본 사이에서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한국 가전산업의 상황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경쟁력 확보 방안을 제시한 의미
있는 연구라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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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산업의
한·중·일 국제경쟁력 비교 분석과 정책제언
양금승 | 선임연구위원, 산업연구실장
송용주 | 연구원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섬유산업은 일본과의 기술

한·중·일 3개국은 2013년 세계 섬유시장 점유율 40%로 영향력이 매우 높다. 1990년대

격차를 좁히지 못한 채 중국과의 기

까지는 3국의 대다수 품목이 보완관계에 있었으나 현재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경쟁관계에

술 및 품질 격차가 축소되고 있다.

있다. 이에, 한·중·일 간 품목별 국제경쟁력을 비교분석하고 한국 섬유산업의 경쟁력 강
화 전략과 한·중 FTA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향후 섬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
해 고기능성·차별화 섬유소재 및 패
션의류 중심의 산업구조로 재편, 첨
단 산업용 섬유 육성을 통한 차세대

연구내용

성장동력 산업화, 글로벌 마케팅력

한국은 업스트림-미들스트림-다운스트림의 가치사슬이 균형있게 발전한 반면, 중국은

강화 등이 필요하다.

다운스트림과 방적사가 강하고 미들스트림의 생산기반이 취약하며, 일본은 산업용 섬유
소재 및 제품이 강하고 의류 생산기반이 취약하다. 따라서 한국은 스트림 간 연계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직물과 화학섬유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진 일본을 따라잡는 한편
중국의 추격에 대비해야 한다. 교역구조에서는 한·일 간에는 대부분의 제품이 보완관계
에 있지만 한국이 고기능성·고성능 섬유소재에 주력하면서 경쟁관계에 있는 품목이 늘어
나고 있다. 한·중 간에는 대부분의 분야가 경쟁관계에 있어, 한국의 수출유망분야에 대한
지원과 경쟁력 약화분야에 대한 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전략이 필요하다. 국제경쟁력 측
면에서는, 중국이 생산설비 확충, 기술·품질 수준 향상과 수출 확대를 꾀하면서 중저가
품을 중심으로 세계시장을 잠식함에 따라 한국의 점유율이 지속 하락하는 추세이다. 일
본과의 기술격차 축소보다 중국의 기술추격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
해야 한다. 또한,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구조조정, 첨단 산업용섬유 산업화 등 중국의
산업구조고도화 정책은 한국에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은 중국의 추격을
극복하고 일본 등이 점유하고 있는 고기능성·차별화 섬유소재 및 패션의류 중심의 산업
구조로 재편해야 하며, 첨단 산업용 섬유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 특
히, 미국, EU, 중국과의 FTA를 활용한 수출마케팅을 강화하고 세계시장에서 경쟁우위에
있는 유망제품들에 대한 수출확대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평가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끈 주력산업인 섬유의류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시점
에서 향후 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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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수도권규제 완화조치’ 이후
공장입지 투자계획 변동 분석:
2009년 이후 수도권 공장 신·증설 투자계획(118社)를 중심으로

양금승 | 선임연구위원, 산업연구실장

연구배경 및 목적

수도권규제 완화가 지방경제의 위

수도권규제 완화 반대 논리는 수도권규제를 유지·강화하게 되면 수도권기업들이 지방으

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오히

로 공장을 이전하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에 바

려 규제지속으로, 수도권 기업들은

탕을 두고 있다. 이에 2008년 10월, 이명박정부의 ‘10.30 수도권규제 완화조치’ 이후 6년
이 경과된 2015년 3월 현재, 수도권 공장입지 투자계획의 변화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규제완화 및 규제지속이 어떠한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수도권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적절한 투자타이밍을 놓쳐 투자계
획을 철회하거나, 해외로 공장이전
을 선호하는 등 국가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수도
권규제에 묶여 기업들이 적절한 투
자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수도권

연구내용
‘10.30 수도권규제 완화조치’가 기업투자 실현에 어느 정도 효과〔당초 투자계획인 15조
1,838억 원의 35.9%(5조 4,473억 원)〕가 있으나, 그 정도는 제한적이고, 자연보전권역의
완화조치 미시행, 토지/환경 등 중복규제는 여전히 상당한 투자가 미실현되는 영향을 미
치고 있다. 반면, 수도권규제의 지속은 기업공장의 지방이전보다 적절한 투자타이밍을 놓
쳐 투자를 포기/철회하거나, 불가피하게 해외로 공장이전을 선호하는 등 ‘규제의 풍선효
과’가 미미하다. 즉, 제한적인 규제 완화와 수도권규제 지속으로 투자시기를 놓쳐 투자계
획을 철회하거나, 해외 공장이전(28社, 9,603억 원)이 지방이전(9社, 4,826억 원)보다 2배
가량 많다. 또한 2009년 이후, 62개 기업은 수도권규제 등으로 투자適期를 놓쳐 발생한
미투자금액, 금융비용 등 경제적 손실규모는 3조 3,329억 원이며, 1만 2,059명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 기회가 사라졌다. 따라서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는 추진하
되, 지방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기업유치를 활성화하는 등 지방 인프라와 기업
유인체계를 동시에 정비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국토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가
‘10.30 수도권규제 완화조치’ 이후 지난 5년간 수도권에서 공장 신·증설 투자계획을 갖고
있다고 파악된 기업을 대상으로 수도권규제 완화 또는 규제지속이 이들의 투자행태에 어
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도권규제 완화의 당위성을 입증했다는 점
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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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준비를 위한 북한 개발협력:
거점지역 및 인프라 개발을 중심으로
최남석 | 전북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최수영 | 초빙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이 연구는 남북 개발협력 프로젝트

남북 경제공동체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북한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로 인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증가할

선별하여 북한 인프라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보고서는 북한의 적

수 있음을 분석했다. 남북 경제공동

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통일의 경제적 이득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북한 인프라
개발협력 프로젝트 실행 방안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체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북한
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
을 선별하여 북한 인프라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연구내용
최근 우리 정부는 광복 및 분단 70년이 되는 2015년에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민생·
환경·문화 통로 개척, 나진-하산사업 등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
을 추진 중이다. 이 연구는 북한 경제개발 6개 거점지역 선정과 개발협력 4개 프로젝트
추진을 바탕으로 개성공업지구 확장 및 국제화로 인한 북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로
북측 근로자 고용은 2020년 12.5만 명, 2025년 22.5만 명으로 증가하고, 개성공단 생산
이 북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5%, 22.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평양·남
포 지역을 연계해 광역 평양권 산업 벨트에 소규모 한국 전용 공단을 평양과 남포에 동
시 조성도 추진할 수 있고, 설악-금강-원산을 아우르는 동해안 국제관광벨트가 조성되
면 남북 연계관광의 시너지 효과로 연간 관광객 수 및 관광수입은 2020년 117만 명/3.3
억 달러, 2025년 154만 명/4.5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동해안 국제관광벨트는
관광 인프라가 부족한 원산 인근 지역 개발에 우선 착수하고 장기적으로 남측 설악산 지
역과 연계해 설악-금강-원산을 연계하는 국제관광루트로 개발한다. 나선지역은 북한이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개발이 상당히 진행 중이거나 개발이 합의된 상태임을 고려하여
개발에 참여했다. 개성공업지구는 현재의 폐쇄형 경제특구에서 벗어나 개방형으로 발전
시켜야 함을 지적했다.

평가
현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존 남북한 합의 사항뿐 아니라 북한 입장에서의 특구 및 인프라
개발 수요와 우리 기업의 대북진출 관련 수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북한 경제 및 인프
라 개발을 위한 거점지역 개발 중심의 프로젝트 선정이 필요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
미 있는 연구라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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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조치’ 해제 이후
전략적 남북경협 추진방안
최수영 | 초빙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전략적 남북경협 추진방안으로 (1)

2010년 천안함 사건으로 촉발된 정부의 ‘5·24 조치’로 인해 개성공단 가동을 제외한 남

안정성·지속성 강화, 남북연결 경협

북경협이 모두 중단된 현 상황에서, ‘5·24 조치’ 해제 이후의 남북경협에 대한 전략적 방

루트 확충 등 기업의 대북 진출 요구

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연구내용

반영 (2)노동집약적 수출산업 육성,
지하자원 공동개발 등 북한경제의
성장잠재력 활용 (3)남북 접경지역
기존 경협사업 확장 등 북한경제의

천안함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조치를 담은 2010년 ‘5·24 조치’는 대북한 경제제재효

대중국 경제의존 심화에 대응 등을

과를 발휘했지만 한편으로는 북·중 간 무역이 급팽창하면서 북한의 중국에 대한 경제의

제안한다.

존이 심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 확대는 우리 입장에서
는 전략적으로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므로 향후 남북경협 재개 시에는 이를 극복할 수 있
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010년대, 특히 김정은 체제에서 북한의 대내외 경제동
향은 남북경협의 여건을 상당한 수준에서 바꾸어놓을 것으로 예측된다. 북한에서 시장
화·사경제의 확산,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개혁 실험,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 정책을 통
한 대외개방 확대, 접경지역에서의 북·중 경제협력 강화 및 최근 북·러 경제협력 움직임
등은 남북경협의 여건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것은 남북경협이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
로운 경협 환경에 적응해야 함을 내포한다. 이런 시사와 함의는 향후 남북경협이 전략적
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남북경협의 전략적 추진방안은 남북경협 또는 우
리 기업의 대북사업에서의 SWOT을 잘 분석해 원용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다. 남북경
협은 강점(Strengths)인 북한의 노동력과 지하자원, 그리고 새롭게 성장 동인으로 부상한
시장화·사경제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약점(Weaknesses)인 안정성 문제, 북한의 인프
라 부족, 제조업의 대북 진출 공간 미비 등은 보완이 필요하다. 기회(Opportunites)요인인
북한의 경제개발 수요에 부응하고 남·북·러 3국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한편 위협(Threats)
으로 작용하는 중국과의 경쟁을 동북아 다자협력 차원에서 협력관계로 발전시키는 전략
을 구사해야 한다.

평가
남북경협 재개를 대비하여 남북경협 환경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전략적 남북경협 방안
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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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및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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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지하자원 수출실태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최수영 | 초빙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북한의 중국 의존 및 지하자원 편중

최근 북한경제의 성장을 북한의 대중 수출 확대가 견인해 왔다는 점에서 대중 지하자원

수출 구조는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수출의 감소는 북한경제의 전망을 어둡게 한다. 본 보고서는 북한의 지하자원 수출 실태

와 정책 변화로 인해 한계에 도달하

와 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내용
2010년대 북한경제의 플러스 성장은 주로 북한과 중국 간 무역이 확대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북한의 대외무역은 양적으로 팽창하였으나 질적 구조면에서는 오히려 악
화되었다. 대중 수출의존도가 급격히 상승하였고, 동시에 무연탄과 철광석 위주의 수출이
라는 한계에 직면한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성장 둔화 및 원자재 가격이 하락할 경우 북
한의 지하자원 중심의 대중 수출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그러나 단시일에 중국이라는 특정국가와 무연탄, 철광석의 특정 품목에 과도하게 의존하
는 수출구조에서의 탈피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북한 당국은 한국이 수출 다각화
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경제파트너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북한은 대중 무연탄 수출의
일부를 한국으로 수출함으로써 무연탄 수요처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대체할 수 있다. 동
시에 한국 정부는 남북경협 활성화 및 남북경제 연계 차원에서 북한산 무연탄의 반입 재
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 철강산업의 원료 확보 차원에서 북한 철광산의 공
동개발을 통해 북한산 철광석의 반입도 예상할 수 있다. 북한의 철광산 개발과 연계해 남
북협력으로 북한의 주요 제철소 개건·현대화 추진을 통해 국내 철강업계의 경쟁력을 제
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평가
본 보고서는 북한의 지하자원 수출 실태를 파악하고 북한의 자원 수출에 있어서의 중국
경제와 정책의 영향을 검토하였다. 최근 북한의 지하자원 수출 감소 동향과 원인을 알아
보고 북한당국과 한국정부에 구체적 정책방향을 제시한 데 의의가 있다.

2015 ANNUAL REPORT

였다. 북한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한
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북한
산 지하자원 반입과 남북 경협 확대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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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과잉교육에 따른
노동시장 양극화에 관한 연구
안준기 |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고학력자들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높은 대학 진학률로 대변되는 한국의 과잉 교육 현실에서, 학교 유형에 따른 노동시장

구직자의 능력을 가늠하는 대리변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많은 고학력 구직자가 배출되면서 4년제 대학의 학력은 더

인 학력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

이상 신호기재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소위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학생들과 기타 대
학교 학생들의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이 관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실증데
이터를 이용해 앞서 야기되고 있는 주장들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그 정도는 어떠한지
분석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향후 대학 및 교육정책 전반에 걸쳐 변화를 유도하고자
했다.

연구내용
이를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OMS)와 중앙일보의 대학평가
자료를 이용하여 학교를 유형화하였고, 이러한 유형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를 시계열(2008
년, 2010년, 2012년)로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학교 유형에 따른 취업(정규직 취업, 대기업
취업) 프리미엄 및 임금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최근 시점으로 올수록 학
교 유형 간 격차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4년제 기타 유형의 경우 노동시
장의 신호기재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고학력자들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학력으로 구직자의 능력을 가늠하는 대리변수인 학
력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호기재 역할이 소수의 대학에 오히려
집중되는 점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올바른 교육시장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향후 대학
구조조정 과정에서 내실화 및 전문성 함양을 위한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다. 본 연구에서는 신호기재 역할이
소수의 대학에 오히려 집중되는 점
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올바른 교육
시장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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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의 소비패턴 변화와 시사점:
연령 및 산업별 분석을 중심으로
이진영 | 부연구위원
우광호 | 부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고용률

우리나라의 GDP 대비 민간최종소비액 비중이 2002년 이후 감소하거나 정체하고 있는

70% 달성’을 위한 정책 시행으로 고

것으로 나타나 내수침체 장기화 우려가 가시화되고 있다. 내수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방

용을 양적으로 증가시킴과 동시에

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고용의 양적 증가 정책이 소비 증가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침체된 내수를 진작시키려면 임금피
크제 등 고용안정 정책과 자영업자
내실화 정책, 비자발적 자영자를 위
한 임금근로자 전환 정책 등이 필요

연구내용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고용률 70% 달성’은 고용의 양적 증가를 위한 정책이다. 신
규고용의 증가는 소득 증가와 그에 따른 소비 증가 등의 연쇄적 효과를 유발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고용 정책이 소비 진작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고용시장 및 부채, 소득, 소비구조에 대
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최근 13년 간 50대 이상 취업자 수의 증가가 두드러졌고, 취업
자의 소비지출과 평균소비성향이 꾸준히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내수 진작을 위한 고용정책 방향을 요약해보면, (1) 임금피크제와 점진적 퇴직 정착의 노
력 등 50대 임금근로자를 위한 고용안정 정책, (2) 30·40대를 위한 구직기간 및 실업기
간을 줄이는 고용률 안정 정책, (3) 자영업자를 위한 선별적 자금지원과 경영 컨설팅 등
자영업자 내실화 정책, (4) 비자발적으로 영세자영업을 선택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등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을 도울 수 있는 정책을 꼽을 수 있다.

평가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고용의 양적 증가를 위한 정책을 내수진작과 연결시켜 정책적 시사
점을 제시하였고,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연령 및 산업별 소비패턴 변화에 대한 최신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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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미래와 노동시장 유연성
오호영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가치창출의 원천이 생산에서 혁신으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의 노동 관련 법과 제도가 그러한 변화에 대응

로 이동하고 경영환경의 예측이 거

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고 있느냐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의 노동

의 불가능해짐에 따라 기업은 동태

유연성과 관련된 법과 제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는가를
국제비교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노동유연성을 평가하고 미래지
향적 관점에서 변화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적 유연성(dynamic flexibility)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게 되고 이에 따
라 노동의 형태도 보다 유연하게 바
뀌고 있다. 본 연구는 세계 각국의
노동유연성 변화를 추적하고 이를

연구내용

바탕으로 우리나라 노동유연성 제고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세계경제포럼(WEF)의 「세계경쟁력 보고서」의 국가별 자료

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를 활용하여 2006~2013년의 세계 107개국의 국가별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노동시장 유
연성을 평가하였다. 지난 2006년과 2013년의 노동시장 경직성 지수를 비교한 결과, 대부
분 국가에서 노동시장 유연성이 높아진 반면, 우리나라는 경직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
났다. OECD 국가의 노동시장 경직성 지수는 2006년 29.5에서 2013년 28.3으로 1.2 포
인트 떨어졌다. 반대로 한국은 해당 지수가 2006년 28.3에서 2013년 35.8으로 7.5 포인
트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을 살펴보면 2006년 조사대상 107
개국 중 37위에서 2013년에는 33계단 하락한 70위를 기록했다.
정년연장, 근로시간단축,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 등 최근의 정책 추세가 불가피한 상황
이라면 여타 영역에서 노동유연성을 확대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기업의 대응력을 유지하
는 총량적 접근이 필요하다. 총량적인 수준에서 노동시장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
로는 계약직 고용기간 무제한 확대, 파견직 근로자 금지업종 외 업종 파견 허용(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비정규직 보호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을 들 수 있다.

평가
산업화시대 공장제 근로방식을 규율하던 현재의 노동규제는 변화된 노동환경 현실을 반
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 명확히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많은 국가들이
노동유연성 제고를 통해 변화된 경제환경에 적응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 같은 추세에
서 벗어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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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에 관한 연구
김희성 | 초빙연구위원,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홍기 | 고려대학교 노동·사회보장법
연구센터 연구원

연구배경 및 목적

갱신기대권은 원칙적으로 기간제법

최근 노동위원회의 결정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들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 사례가 잇따르

의 시행 이후 체결된 근로계약에 대

고 있다. 이와 같은 결정들은 현행 기간제법의 입법취지 및 규율체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해서 그 실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

못한 채 갱신기대권의 법리를 원용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이로 인해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한 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현재 노동법학에 주어진
연구과제라고 할 수 있다.

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만약 기간제
법이 불충분한 규율 상태라면 합리
적 개선방안을 통해 노사관계 당사
자들의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노력
이 필요하다.

연구내용
기간제법이 시행된 이후, 기간제법에서 정하는 사용기간(2년)의 적용을 받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된 사례, 기간제법에서 기간상한의 예
외로 인정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된 사례 등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면
서 기간제법의 입법취지 및 규율체계를 혼란스럽게 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기간제법은 계
약기간에 대한 논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용기간을 2년으로 도입한 것이다. 특히 기간
제법의 시행 이후에 신규로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은 2년의 기간 내에 종료될 것이 예정
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재계약이 체결될 수 있으리라
는 기대권은 인정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해석상 타당하다. 왜냐하면 그동안 구체적인 사
실관계를 검토하여 인정해왔던 갱신기대권을 기간제법의 시행 이후부터는 기간제법 제4
조의 총 사용기간 2년 규정과 그 이후 정규직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통해 규율하겠다는
것이 본래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기 때문이다. 물론 구체적인 사안별로 기간제 근
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갱신기대권 이론의 순기능이 사라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으
나 이러한 부작용은 특수한 사정 하에 인정되는 사실상 무기계약 이론으로 충분히 보완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현재와 같이 기간제법의 규율체계를 고려하지 아니한 법
원의 판단은 기간제 근로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기회까지 박탈할 가
능성이 존재하며, 노동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평가
기간제 근로자들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 사례들 중 현행 기간제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
지 않은 사례들에 대해 법률적으로 재해석 및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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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특구의 성과분석 및
투자활성화 과제
양금승 | 선임연구위원, 산업연구실장

연구배경 및 목적

한국 경제특구가 외국인투자 유치의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한 한국의 경제특구가 10여 년 이상 지났지만, 외국인투자의 유치허

지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

브(hub)로서의 역할이 미흡하다. 이에 한국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균형 발전적 시각에서 벗어나 경제

기업도시 등 4대 경제특구로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이들 지역에 대한 투자유치 부
진요인을 실수요자의 측면에서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했다.

특구의 입지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
로 통합하거나 연계·운영하며, 주변
경쟁국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입지경쟁력

연구내용
지난 12년간(2004~2014년) 3개 경제특구(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의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성과(외투기업 749社, 외투금액 203억 불)는 각각 국가 전체의
6.9%, 21.2%로 각종 지원과 인센티브에 비해 미흡한 규모이다. 특히, 2003~2014년까지
8개 경제자유구역에 실제 투입된 사업비는 42조 1,408억 원(산업통상자원부 추산)이나,
동 기간에 이들 지역으로 유입된 FDI 누계액(도착기준)은 51억 5,230만 불(약 6조 874억
원)로 14.4%에 불과하다. 이에 4개 경제특구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과 사업시행자(274
社 中 128社 응답) 등 실수요기업 10곳 중 3곳(32.1%)만이 한국 경제특구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성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이들 기업들은 한국 경제자유구역의 기업
경영환경 수준이 중국 상하이,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 9개 주요 경제특구 중 6위(5점
중 3.22점) 정도로 평가했다. 한국 경제특구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과 사업시행자는 유
사지역의 중복·과잉지정 및 특구 간 차별성 미약(29.6%), 과도한 행정규제와 행정지원서
비스 제공 미흡(17.4%) 順으로 한국 경제특구의 외투유치 부진으로 꼽았다. 한국 경제특
구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경쟁력 있는 지역 중심으로 유사·중복적인 경제특
구의 통합 및 연계 운영, 경제특구별 특성에 부합한 차별적 지역제도 운영, 생산요소의
경쟁력 제고 및 조세 인센티브 확대, 경제특구를 규제 프리존으로 설정하고, 네거티브 규
제시스템 적용, 관리운영체계의 일원화 및 실질적인 One-Stop 행정서비스 제공을 제안
했다.

평가
외국인투자유치 부진 요인을 다각적으로 진단하여 실제 정책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
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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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도전과 융합,
혁신을 유도하는
정책 과제를 제안하다

기업경영의 창조와 혁신,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현황을 조사하고
변화와 성장을 이끌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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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진입규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이병기 | 선임연구위원, 기업연구실장

연구배경 및 목적

서비스산업을 일자리 창출율이 높

본 연구는 2000~2012년 기간의 사업체 및 기업 기초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서비스부문

은 산업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에서의 진입규제가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서비스부문의 일자리는 기

진입규제가 서비스부문의 일자리 창

업의 진입 및 퇴출, 기존 기업의 사업 확장 및 축소에 의해 이루어진다. 진입 및 사업 확
장의 제약은 일자리 창출의 제약을 초래한다. 따라서 서비스산업의 법적 진입규제의 현
황을 파악하여 진입규제가 서비스부분의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차별적인 영향의 정도를
추계하였다.

출률에 미치는 순효과를 분석한다.
본고는 서비스산업에서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경우 대기업의 일자리 창
출 순효과가 매우 크다는 정책적 시
사점을 제시하고 서비스업부문의 진
입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제언하고

연구내용
우선 분석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서비스업부문은 높은 진입규제
를 받고 있다. 상당히 많은 서비스업은 강한 법적인 진입규제를 받고 있어 이들 산업부문
으로 생산성이 높은 새로운 기업이 진입하는 데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둘째 새로운
방식으로 진입률과 퇴출률을 계산해보면 2002~2011년 기간 중 사업체의 진입률이 뚜렷
이 저하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났다. 셋째로 서비스업의 순일자리창출률이 전 산업 평균
또는 제조업에 비해서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넷째로 진입규제가 없는 산업의 일자리창
출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05년 이후 뚜렷하게 진입규제가 없는 산업의 일자리창출
률이 높았다. 다섯째로 순고용창출률 측면에서 기업규모가 클수록 순고용창출률은 증가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2002~2011년 기간 중 전 산업 중 대기업의 순일자리창출률은
3.4%, 중소기업의 순일자리창출률은 3.2%로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할 때
중소기업은 3.5%, 대기업은 4.0%로 나타났다. 여섯째로 대기업의 경우 진입규제가 존재
하는 산업에서 순일자리창출률은 약 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진입규제
가 없는 산업에서 활동하는 대기업의 일자리창출률은 약 8.7%로 나타났다.

평가
본 연구는 서비스산업에서 진입규제가 순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결과를 얻
고 있다. 따라서 제조업에 비해 많은 진입규제를 받고 있는 서비스업의 진입규제 해소를
통해 일자리창출을 더욱 높일 수 있으며 대기업부문에서 진입규제 완화가 일자리 창출
에 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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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경제성장:
우리나라 제도 경쟁력의 현황과 개선과제
황인학 | 선임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신고전학파의 주류 경제학에서는 노

동식물은 자연환경에 적응적으로 진화하지만 인간과 기업은 제도환경에 더 민감하다. 제

동과 자본, 기술의 선행적 축적이 경

도는 속성상 개인과 기업을 포함한 모든 경제 주체의 생산, 투자, 교환 의사결정에 영향

제성장을 결정한다고 하는 반면, 신

을 주며, 이에 신제도경제학에서는 제도를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결정인자(primary and
fundamental determinant)이자, 세계 각국의 빈부 격차를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주창한다.
제도중시이론의 요지를 소개하고 국제 횡단면 실증분석을 통해 제도의 성장률 기여효과
를 추정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경제의 활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도학파 경제학에서는 제도야말로
경제성장의 근본적 결정요인임을 강
조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전통적 성장
모형에 제도변수를 추가한 실증분석
을 통해 제도의 성장률 기여효과를
추정한 결과를 담고 있다.

연구내용
본 연구는 2006~2013년 기간에 포브스(Forbes) 선정 2000대 기업이 소속된 나라 67
개국을 대상으로 노동과 자본의 기술적 전환함수로 정의되는 전통적인 성장함수에 제도
변수를 추가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여기에서 사용된 제도 변수는 세계경제포럼에서 조사
하는 글로벌경쟁력지수(GCI)의 첫 번째 항목인 제도 지수이며, 모두 21개의 세부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분석 결과 제도 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일관되게 경제성장을 견
인하는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난다. 제도 지수 1%가 개선될 때 성장률이 몇 % 더 올라가
는지를 나타내는 성장률 탄력성은 모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약 1.5 내외인 것으로 추정
되며, 이는 투자의 성장 기여효과에 비해 약 50% 높은 수준이다. GCI 공적 제도 16개 부
문 각각에 대한 회귀분석에서는 정부지출 낭비, 법체계 효율성, 정부규제 부담의 순으로
성장률에 미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평가
WEF-GCI의 16개 제도요소 각각에 대해 성장률 기여효과를 분석한 첫 번째 연구이자,
한국경제의 회생을 위해서는 민간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기업가정신을 뒷받침할 수 있
도록 경제제도 전반을 혁신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참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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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기업집단 소유지배 괴리지표
동향 및 경제분석
김현종 | 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총수 있는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외환위기 이후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됐으며, 특히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2001~2014년 동안 연도별 10대 그

에 대해 논의 초점이 모아졌다. 본 연구는 기업집단의 소유출자구조의 변화과정을 살펴

룹의 소유지배 괴리지표의 추이를 검

보기 위해 소유지배 괴리지표 추이를 산정하고 괴리지표에 대한 영향 요인을 경제학적으
로 분석하고자 했다.

토한 결과, 2001년 이후 지속적으
로 감소했다는 사실이 나타났다. 한
편, 동일한 기간 동안 에너지 공기업
집단에 대한 정부의 소유지배 괴리

연구내용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대상 민간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2001~2014년 동안 연도별 10
대 기업집단의 소유지배 괴리지표 변화 동향을 분석한 결과, 점진적 감소 현상이 나타났
다. 분석기간 동안 10대 순위에서 탈락한 기업집단의 경우 수익성 악화, 계열사·영위업종
감소 및 괴리지표의 감소가 나타난 반면, 10대 진입그룹의 경우 수익성 향상, 계열사·영
위업종 증가 및 괴리지표의 증가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경영악화로 계열사 매각과 구조
조정을 경험한 기업집단이 10대 순위에서 탈락하는 반면, 성공적 경영전략으로 수익률
제고, 영위사업의 확장을 통해 10대 그룹으로 진입하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는 에너지
공기업집단을 대상으로 2002~2014년 정부의 소유지배 괴리지표의 변화를 산정한 결과,
점진적으로 증가돼 왔음을 보였다. 원인은 사업영역 확대와 이에 따른 계열사 수 증가 및
주요 계열사들의 상장에 있다. 사익편취의 의지가 없는 정부가 출자한 에너지공기업집단
의 경우에서도 정부의 소유지배 괴리지표가 증가한다는 사실은 곧 소유지배 괴리지표가
사익편취와는 무관하며 사업영역 확장·계열사 수의 증가 및 기업의 상장과 관련되어 있
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에너지공기업만이 대상으로 계산됐지만, 모든 공기업
에 대한 정부출자구조를 종합하여 지표를 산정한다면 계열사·영위사업 수가 더욱 증대
되고 출자구조가 복잡해져 산정된 수치보다 현저하게 높아짐을 지적하였다.

평가
본 연구는 민간기업집단 대주주의 소유지배 괴리지표에 대해 비판적으로 문제시하는 관
점은 기업집단의 성과를 비판하는 것이므로 적절한 시각으로 보기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
다. 또한 괴리지표를 기준으로 경제력 억제 정책을 추진한다면 이는 기업집단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로 이어질 우려를 제시한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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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관련 중복규제의
현황분석과 정책과제
양금승 | 선임연구위원, 산업연구실장

연구배경 및 목적

동일 사안에 다수 부처가 관여하는

지역균형발전, 환경안전 강화 등 정책 이슈와 신산업 대응과정에서 동일 사안에 다수부

중복규제는 정책의 효율성과 기업경

처가 관여하면서 발생한 중복규제로 인해 기업투자가 저해되고, 국가적인 낭비 요인이 되

쟁력을 떨어뜨리고 시간·인력·비용

고 있다. 이에 주요기업과 경제단체 등 산업 현장에서 제기된 중복규제의 개선과제를 토
대로 중복규제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고, 시사점과 개혁 방안을 도출하여 중복규제 개혁
의 필요성에 대해 문제 제기하여 정부 차원에서 중복규제의 개혁모멘텀을 제공했다.

을 추가로 부담시켜 기업의 국제경쟁
력을 약화시키므로 기능을 조정하거
나 유사한 법령을 통·폐합해야 하며,
범정부적으로 정책조정기구를 신설
하여 부처 간 협의조정절차 등 관리

연구내용
주요 경제단체 및 300대 기업(2014년 매출기준)들이 제기한 169건의 중복규제를 분석한
결과, 12개 기업활동 분야 중 환경분야 중복규제가 가장 많고, 산업안전까지 포함할 경우,
총 분석대상의 30%가량이다. 3개 부처 이상과 3개 법 이상 중복되는 규제도 각각 13.6%(23
건), 17.8%(30건)에 이른다. 역대 정부의 중복규제 개선 노력에도 정부기능 조정 또는 부
처 간 업무조정 등 근본적 처방 측면보다 개별기업 애로해소 차원에서 추진하여, 정부의
개혁성과 평가는 낮다(주요기업의 10곳 중 8곳 이상(84.6%)이 역대 정부의 중복규제 개
혁성과를 ‘보통 이하’로 응답). 중복규제 해소의 제약 요인은 정부기능의 중복과 불분명한
업무 범위, 중복규제 조정기구 부재 및 권한 미흡, 부처이기주의, 聖域化된 정책규제, 新산
업 출현 시 부처 간 업무조정 부족으로 분석했다. 중복규제로 인해 정책효율성이 떨어지
고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다수 부처 간 상이한 인허
가 기준은 일원화하고, 법 적용의 우선순위를 명시하며, 유사한 중복규제는 통폐합해야
한다. 산업별 특성과 규제의 성격상 중복규제가 불가피한 경우, 이를 범정부적으로 조정
할 수 있는 ‘중복규제의 통합조정기구’를 설치하고, 부처 간 협의·조정절차 등 관리시스
템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가
최근 5년간(2011~2015) 전경련을 비롯한 주요 경제단체의 건의과제와 300대 기업(2014
년 매출기준)의 개선과제 등 169건의 중복규제를 분석하여 이들 중복규제의 특징을 밝혀
내고, 중복규제 해소의 제약 요인, 유형별 부작용 및 애로사례 분석을 통해 중복규제의
해소 또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의미 있는 연구라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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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
이병기 | 선임연구위원, 기업연구실장

연구배경 및 목적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중소기업

최근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고유업종과 유사한 정책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

고유업종 제도와 유사하며, 이중차

도의 법제화를 추진 중에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적용 대상을 서비스업으로 확대하고

분법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

있고 정치권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입법화를 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보고서는
과거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의 경제적 성과를 최근의 계량경제학적 분석방법을 사용하
여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고유업종 제도가 법제화되어 정부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는 경제적인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의 소기업 보호정책 폐지와 마
찬가지로 우리나라 중소기업 적합업

가 고유업종을 법적으로 지정하고 오랜 기간 중소기업을 보호하였던 고유업종 제도의 효

종 제도도 즉시 폐지의 수순을 밟는

과를 보다 엄밀한 계량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적합업종 제도의 법제화로 인해 어

것이 바람직하다.

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를 살펴보고 또 적합업종 법제화가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연구내용
본 연구는 정책효과 분석에서 최근 널리 이용되고 있는 계량경제학적 분석방법인 이중
차분법을 사용하여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과 해제 이후의 생산액, 고용, 유형고정자산,
생산성 등의 변화추이를 분석함으로써 중소기업 고유업종이 궁극적으로 추구하였던 정
책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한다. 우리나라의 고유업종 또는 적합업종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법제화 과정을 통해 운영한 바 있는 인도의 사례를 간단히 정리한
다. 인도는 거의 50년간 소기업 보호정책(Small-Scale Reservation Policy)을 시행해 오
다가 최근에 와서야 그 폐해를 인식하고 폐지해 오고 있는 상태이다. 이 사례를 간단히
정리하여 그 함축성을 정리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법제화가 어떤 문제점이 있
는지를 경제적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제시하고 또 최근 국제통상규범에 의해서 문
제된다는 점을 지금까지 나온 문헌을 토대로 분석한다.

평가
본 연구는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의 효과를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고, 최
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법제화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
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인도의 소기업 보호정
책 폐지와 같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도 즉시 폐지의 수순을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 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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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목표강제 판례의 경제분석
홍동표 | 법무법인 광장, 경제학 박사

연구배경 및 목적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계

공정거래법에서는 거래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이

약을 해지하거나 지급할 수수료를

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판매목표강제’로 금지하고 있다. 판매목표강제가 효율성

감액하는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공정거래 저해효과보다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나 판
매목표강제의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지만 제한적
으로 해석하고 있다. 본 연구는 판매목표강제, 즉 판매목표 할당과 계약 해지의 효율성
효과를 분석하여 판매목표강제의 위법성 판단기준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거래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거나 불이익을 강요할 수 있
다. 위법성 판단기준은 대리인의 기
회주의적 행위마저도 자유로운 의사
결정으로 판단하여 보호하는 것으
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

연구내용
판매목표강제로 보다 포괄적으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기회주의적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판매목표강제에 대한 법적인 판단은 경제 이론과 차이
가 있다. 주인과 대리인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주인의 입장에서 대리인이
주인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했는지 아니면 대리인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했는지 감시하
고, 평가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 대리인 문제가 발생한다. 주인과 약속한 행위를 하지 않았
을 때 대리인의 보상을 줄이는 수직적 제한도 대리인의 기회주의적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
지할 수 있다. 판매목표 할당은 유통업자의 마케팅 노력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유통업자가
자신의 이윤극대화를 위해 소비자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평가
판매목표 할당과 계약해지 조건을 거의 당연위법 행위인 것처럼 규제하는 현재 위법성
판단기준은 경제적 효율성 제고나 사회적 후생의 극대화보다는 상대적으로 열등한 지위
에 있다고 판단하는 거래의 한쪽 당사자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지급할 수수료를 감액하는 불이익을 주
는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거나 불이익을 강요함으로써 공
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는 위법성 판단기준은 대리인의
기회주의적 행위마저도 자유로운 의사결정으로 판단하여 보호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
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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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유통업규제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한종길 | 성결대학교 유통물류학부 교수

연구배경 및 목적

유럽에서 가장 엄격한 출점규제를

프랑스는 선진국에서 대규모 유통업체에 대하여 가장 엄격한 규제를 실시하는 국가로 알

실시하는 프랑스조차도 최근 출점허

려져 있지만 대형소매업체의 억제라는 정책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기준을 완화하고 일요일 영업을 허

소비자의 생활양식 변화 및 점포 선택행동의 변화, 소매업태의 진화 등에 올바르게 대응
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리나라도 대형소매점 출점규제나 영업시간 규제 등의 정
책을 실시할 때 소비자의 소매업태 선택행동의 변화를 고려한 소비자 편익 향상, 국제기
구와의 통상마찰까지도 검토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연구내용
유럽에서 가장 엄격한 출점규제를 실시하는 프랑스조차도 최근 출점허가기준을 완화하
고 일요일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소매업 출점 제한규제를 도입하였음에도 소
규모 점포 매출이 줄어든 반면 대형점포에 속하는 하이퍼마켓과 기업형 슈퍼마켓의 매출
액은 크게 늘면서 프랑스의 대형점포 출점규제는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유통
규제는 점차 완화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프랑스는 소매업 출점규제가 소매유통업의
위축을 초래하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편의성을 제한하고 있다는 평가를 함께 제시하면서
이러한 부작용들이 프랑스 정부가 유통업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목표를
수정하였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프랑스 사례를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도 무조건적인
대규모 유통업체규제보다 소비자와 소매유통업자를 보호하는 대책으로 전환해야 할 필
요성을 주장하였다. 무조건적인 출점규제보다는 규제가 소비자 후생을 훼손시키지 않고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평가
프랑스의 유통규제가 우리나라에 알려진 바와는 달리 대형소매업체의 억제라는 정책 목
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했음을 실증적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유통업규제 재
검토의 필요성을 제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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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였다. 이와 같은 프랑스 사례를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도 무조건적인
대규모 유통기업 영업규제보다 소비
자와 소매유통업자를 모두 보호할
수 있는 대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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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법적장애 개선방안
권헌영 |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연구배경 및 목적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물인터넷은 사람과 사물, 공간 등의 모든 것들이 인터넷으로 서로 연결되어 모든 것들에

사물인터넷 분야에서 서비스 및 상

대한 정보가 수집·생성되고 활용되는 것으로 제3차 생산혁명 또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일

품의 개발과 확산을 저해하는 법·제

컬어질 정도로 새로운 정보통신 환경의 변화를 의미한다. 하지만 새로운 사물인터넷 서비
스를 기존 법·제도가 충분히 뒷받침해주지 못해 사물인터넷 활성화에 장애요소로 작용하
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이 같은 장애를 극복하는 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도적 장애요소가 다수 존재해 활성
화에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물인터넷의 법적 장애요소
를 극복하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
한 수단으로 단일법 내지는 특별법

연구내용

의 제정을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

사물인터넷 활성화에 대한 법적 장애요소는 ① 신산업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의

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고 있다.

도입에 대응하는 법률 규정의 미비, ② 사물인터넷 활용 서비스를 기존의 법령이 금지하
는 경우, ③ 사물인터넷 관련 신규 기술과 서비스의 이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
는 법·제도적 장치 미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현재 사물인터넷의 관련 법령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등
으로 개별 서비스마다 해당 분야 법령의 적용을 받고 있다.
현행 법령상의 분야별 규제체계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개인정
보보호법 등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로 인한 서비스 개발 등의 어려움이 존재하고, 융합서
비스의 특성상 여러 분야의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게 되어 규제의 중첩이 발생하기도 한
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해당 분야별 문제가 되는 사항을 모두 검토하고 개
선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지만 개별법상의 문제되는 사항을 모두 검토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단일법 내지는 특별법의 제정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평가
사물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서비스는 기존 여러 분야의 규제체계와 충돌하고 있으므로 이
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하지만 사물인터넷과 관련되는 다양한 분야의 많은 규제들을 일
일이 수정하기도 어렵고 새로운 사물인터넷 서비스가 시장에 나올 때마다 기존 규제체계
와의 부합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것도 사실이다. 그런 관점에서 본 연구가 제
안한 법적 개선방안은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검토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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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규제의 경제적 효과 분석
이덕주 | 경희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

연구배경 및 목적

셧다운제 실시 이후 국내 게임시장

셧다운제 도입 당시 성장 일로에 있는 게임 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에도 2012년

규모가 약 1조 1,600억 원가량 위축

제도가 시행되었다. 본 보고서는 셧다운제로 인한 내수와 수출 시장 규모를 분석하고 일

됐다는 분석과 함께 강제적 규제 방

률 셧다운제와 선택적 셧다운제의 게임과몰입 위험 계층에 대한 구제효과를 비교하여 올
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내용
지난 2000년 이후 높은 성장세를 보이던 게임 내수시장 규모가 내수시장이 약 1조 1,600
억 원 규모의 감소를 보였으며, 이는 지난해 총 내수시장 규모의 약 10.7%에 해당한다. 특
히 국내 온라인 게임시장 규모가 2012년에 6조 7,839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5조 2,887억 원 규모로 급감했다. 한편 수출시장도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시장의 수출 규모는 2003년 1억 7,300만 달러에서 2012년 26억 3,900만 달러로 성
장했으나, 2013년 이후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 지난해(추정)의 경우 2013년 대
비 1.5% 증가한 27억 5,500만 달러를 수출하는 데 그쳤다. 보고서는 또한 제도가 목표로
삼고 있는 게임과몰입 위험 계층에 대한 구제효과에 대하여 강제적 셧다운제와 선택적
셧다운제를 비교하였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며 부모 등이 요청할
경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제도다. 반면 강제적 셧다운제는 여
성가족부 소관의 제도로 16세 미만 이용자에 대해 심야시간대 게임 이용을 원천 금지하
고 있다. 어린이·청소년의 게임과몰입으로 인해 유발되는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를 기회
비용 관점에서 환산한 결과, 선택적 셧다운제의 비용절감효과가 연간 1,886억 원으로 연
간 379억 원 수준의 강제적 셧다운제보다 크다(약 4.97배)고 밝혔다.

평가
셧다운제 자체의 경제적 손실이 클 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청소년이 게임에 과잉몰입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일률적인 사전 규제보단 가정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나
음을 제시한 데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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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보다 청소년의 게임과잉몰입 구제
효과가 더 큰 선택적 셧다운제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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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정책 관련 연기금의 역할과 과제
신정순 |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연구배경 및 목적

정부는 내수 진작 목적의 기업환류

기업의 소득을 환류시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기업의 이익을 투자, 임금 증가, 배당 확

세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또 한편으

대로 유대하고 이익의 미활용액에 대해서는 과세를 고려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배당확

로는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통해

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기금이 배당과 관련한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업의 배당 확대의 원천적인 여력인 항구적이고 지
속적인 이익을 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기업들의 배당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의 방침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고는 배당 확대를 위한 연기금의
의결권 확대가 정부의 기업에 대한
관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

연구내용
국내기업의 배당성향은 당기순이익 대비 20% 수준으로 여타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이
다. 이러한 배당성향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
의 저배당의 요인은 다음과 같다. 기업은 재무안정성을 위해 이익을 채무를 갚는 데 사
용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한국의 투자성향은 여타 비교국가들에 비해 높은 편으로 투자
성향이 높을수록 배당성향이 낮은 점을 감안할 때, 국내 기업은 배당 증가보다는 투자
확대 정책을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한국의 산업구조는 배당 수준을 높이기 어
려운 IT, 산업재, 경기민감소비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업현금 흐름에서 설비투자를
제외한 잉여현금 흐름이 나머지 회사들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이다. 다음으로
연기금의 영향력 확대 및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공공기관으로 독립성이 확보되지 못하
고 적극적 의결권을 행사할 만한 능력과 유인책이 없는 연기금의 상황에서 적극적인 의
결권 행사는 기업 의사결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다. 일본의 연기금을 보면,
소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고, 이마저도 외부 자산운용회사에 일임하고 있는 실정이
다.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주식시장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으며 독립성과 전문
성 면에서 문제가 존재함을 고려할 때, 의결권 행사 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평가
본 연구는 정부가 기업의 배당을 높이기 위해 연기금의 의결권을 사용하려는 시도에 대
한 정책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일본의 연기금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보다
는 소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고, 이마저도 외부 자산운용회사에 일임하고 있는 것
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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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경쟁당국의 권한 및
경쟁법 적용제외에 관한 비교연구
신영수 | 경북대학교 법학과 교수

연구배경 및 목적

주요국의 경쟁당국의 권한과 내용 비

한국의 공정거래사건은 정치 환경에 노출되며 그로부터 직간접적 영향을 많이 받아온 특

교를 통해 공정거래법의 복합적인 역

징을 보이며 법원에서의 패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추측

할과 권한 비대화 및 이질화를 야기

된다. 경쟁당국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했다.

연구내용
한국의 공정거래법은 경제발전 및 성장의 과정에서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행위
들이 법 속에 포함되었으며 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복합적인 역할을 부여하여 경쟁당
국의 권한 비대화 및 이질화를 야기한 요인이 되었다. 특히 경제력 집중(일반 집중)의 억
제 기능이나 내부거래규제 및 최근의 이익제공에 대한 규제는 경쟁법의 본령으로부터 매
우 떨어져 있음을 주요국 사례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우리의 경우 카르텔에
대한 경쟁법 집행 기조가 매우 경직적이라는 점이 확인된다. 카르텔에 대한 집행 완화가
아니라 엄정한 집행 기조와 위법성 판단 기준을 적용하되, 경제적 합리화 및 효율성 창출
효과 등이 가시적일 경우 법 집행의 예외를 인정하는 유연한 태도가 주요국에서 확인되
는 흐름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행 공정거래법상 제58조부터 제60조
까지 규정되어 있는 적용제외 규정은 대상이 협소하고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주요국
경쟁법에서 가장 흔히 발견되는 적용제외에 관한 일반 규정의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
다. 한편 우리 공정위의 인가제도(제19조 제2항) 운용 실태를 보면, 산업합리화, 불황극복,
연구기술개발 등 인가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보다는 공동행위(카르텔)의 유형이 어떤
것인지를 기준으로 하여 살피되 가격 관련 공동행위에 관해서는 사유를 불문하고 사실상
인가를 해주지 않고 있다. 이 제도의 본질은 사후로도 위법이 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사
전적으로 법 집행을 유보하는 것이다. 현행 공동행위 인가제도는 제도의 실효성을 살리고
있지 못하므로 제도의 취지와 본질에 부합하게 운용할 것이 요구된다.

평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비대화 및 이질화를 야기한 요인들을 주요국 사례와 비교하
여 제시한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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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주식대량보유 보고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김병태 | 영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구배경 및 목적

현행 “주식 등 대량보유상황 보고”

우리나라의 주식대량보유 보고제도는 자본시장의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도입이후 25

제도는 적대적 M&A로 인한 불공정

여 년 동안 동일한 보고기준이 사용되면서 제도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악용되는 사건이

한 경영권 침탈, 증권시장의 교란, 일

발생하였다. 본 보고서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

연구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은 주식 등 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에
대한 원칙규정으로서 주권상장법인의 의결권과 관련된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한 자에
게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5%
Rule” 또는 “5% 보고제도”). 본 보고서는 세계 각국에서 운영되는 유사한 제도들에 비추
어 현행 제도의 개선안을 제시한다. 첫째, 주식 등의 보유비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 보고
의무에서 요구되는 보유비율 기준을 제도 도입 시부터 5% 이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이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많은 나라들은 그 비율을 낮추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보고
기간을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5일 이내의 보고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
나 외국에서는 주식대량 보유의 보고기간을 단축시켜 나가고 있는 경향이 크며, 예컨대
호주는 주식대량보유 보고를 “2일” 이내에, 영국은 “2일” 이내에, 독일은 “즉시” 보고하거
나 적어도 “4일” 이내에, 홍콩은 “3일” 이내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셋째, 주식 등
보유목적의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냉각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만일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분을 소유하더라도 “단순투자 목적”일 경우에는 냉각기간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이를 악용할 소지가 크다. 마지막으로, 보고내용에 최소한의 필수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작성예시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평가
주식대량보유 보고제도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기업지배권 경쟁의 공정성 확보, 증권시
장의 투명성 제고 및 투자자의 보호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
시한 데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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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세수와
효율적 재정지출을
생각하다

투자와 기부가 활발히 이루어져
성장의 효과가 사회 전반으로 퍼질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세수·재정지출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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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복지의 소요비용과 증세의
사회적 비용
조경엽 | 선임연구위원, 공공연구실장
유진성 | 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5대 복지정책의 3년간 소요비용은

복지지출의 급격한 증가와 세수 부족으로 ‘증세 없는 복지ʼ에 대한 비판이 가열되면서 ‘복

약 84조 원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지와 증세ʼ 논쟁이 재부상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조세저항이 큰 우리나라의 경우 증세

선별적 복지로 전환하는 경우 최대

는 가장 마지막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선적으로 복지정책의 구조조정을 통한
비용 절감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복지 구조조정을 통해 예
상되는 복지비용의 감축액과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고, 증세가 불가피할 경우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증세의 우선순위를 검토하였다.

36조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무상복지 재원 조달의
사회적 비용은 법인세가 74조 원,
소득세가 28조 원, 부가가치세가 15
조 원으로 나타나 부가가치세의 사
회적 비용이 가장 적은 것으로 분석

연구내용
분석 결과 무상보육, 무상급식, 고교무상교육, 반값등록금, 기초연금 등 5대 복지정책에
소요되는 총 비용은 3년간(2015~2017년) 84조 3,86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하지만 현재의 5대 복지정책을 소득 하위 70%의 선별적 복지로 전환하면 현재보다 3년
간 17조 3,220억 원의 비용이, 소득 하위 50%로 전환하면 35조 9,850억 원의 비용이 절
감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소득재분배 측면에서도 소득 하위 70% 지원정책으로만 전환하
여도 전체 소요비용은 줄이면서 현재의 정책보다 소득재분배 효과가 더 높아지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한편, 5대 복지정책의 재원을 법인세로 조달할 경우, 향후 3년간 74조 1,057
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소득세는 27조 7,545억
원, 부가가치세 15조 3,239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증세에 따
른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손실도 법인세 2.79%, 소득세 1.57%, 부가가치세 1.24% 순
으로 나타났다. 일차적으로는 복지의 재구조화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정치 상황, 국내 여
론 등으로 증세가 불가피할 경우 사회적 비용과 GDP 손실 측면에서 재원 조달은 소득세
나 법인세보다는 부가가치세가 바람직한 수단인 것으로 평가된다.

평가
본 연구는 5대 복지정책의 소요비용 및 선별적 복지로의 전환 시 비용 절감액을 추정하
고, 재원 조달을 위해 증세가 불가피할 경우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증세의 우
선순위(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의 순)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 평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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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 053

재정지출의 효율성 평가와 시사점
조경엽 | 선임연구위원, 공공연구실장

연구배경 및 목적

재정의 효율성을 OECD 국가들과 비

고령화로 복지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불

교하여 평가할 때, 재정지출의 약 52

안이 커지고 있다. 증세를 통한 재원 마련은 경기 둔화를 심화시키고 세입 기반을 약화

조 원이 비효율적으로 지출되고 있

시키기 때문에 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재정의 효율성을 향
상시키는 것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면서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으
로 평가받고 있는 바, 본 연구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효율성 지표를 추정하고 지출
축소와 재정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내용
본 연구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성과대비 재정투입 최소화(투입 기준)와 재정투입 대
비 성과 극대화(산출 기준)의 관점에서 각 국가의 효율성 점수를 추정했다. 총지출의 경
우 우리나라는 투입 기준 0.860점, 산출 기준 0.913점을 받아 OECD 34개국 중에서 4~5
위를 차지했다. 2015년 예산 375.4조 원을 기준으로는 14%에 해당하는 약 52.6조 원이
비효율적으로 지출되고 있다는 의미다. 분야별로는 공공행정의 비효율성이 가장 높게 나
타났는데, 산출 기준 추정 점수는 0.527점으로 국방을 제외한 공공행정 관련 2015년 예
산 79.4조 원 중 약 19조 원(약 24%)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 분야는 투입
기준 효율 점수 0.716점으로 OECD 국가 중 7위를 차지했으며, 산출 기준은 0.915점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2015년 교육예산 52.9조 원을 기준으로 28.4%에 해당하는 약 15조 원
의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복지예산의 경우 우리나라
는 투입 기준의 점수가 0.843점으로 7위를 기록했으며, 산출 기준의 점수는 0.955점으
로 14위로 평가됐다. 따라서 복지지출을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은 현행 대비 15.7%(18.2조
원)에 달하며 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은 4.5%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평가
재정적자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재정준칙을 확립해 작은 정부
를 지향하고 재정성과를 극대화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어느 때보
다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보고서라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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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공공행정·교육·복지 분야
의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공공행정은 약 19조 원, 교육
은 약 15조 원, 복지는 18.2조 원을
줄일 여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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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사가 디즈니월드에 투자한 이유:
공공정책과 제도의 차이를 중심으로
윤상호 | 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디즈니사의 디즈니랜드와 디즈니월

Anaheim, CA의 디즈니랜드와 Bay Lake, FL의 디즈니월드는 디즈니사가 운영하고 있는

드의 차이를 유발한 제도적 배경을

대표적 테마파크다. 하지만 두 테마파크는 규모, 구성, 그리고 투자 규모에서 모두 큰 차

사례 분석을 통해 설명하고 시장 진

이가 관찰된다. 동일한 회사가 투자하고 운영하는 테마파크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차
이가 발생했을까? 또한 디즈니랜드를 이미 설립해 운영하고 있던 디즈니사는 왜 디즈니
월드에 대규모 투자를 통한 설립을 시도했을까? 본 연구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연구내용
본 연구는 디즈니사가 제2의 테마파크인 디즈니월드를 신규 설립한 배경이 거래비용의
최소화와 외부효과의 내부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었다고 설
명한다. 디즈니랜드와 같은 테마파크를 설립·운영할 경우 관광객의 방문으로 인해 연관
업종인 호텔, 음식점, 소매점 등이 이윤을 얻는 긍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테
마파크의 주체는 업종 간 거래비용의 최소화를 통해 긍정적 외부효과를 내부화시킬 수
있는 연관 업종으로 사업 영역의 확대를 시도하게 되고, 대규모 투자에 대한 동기를 부
여 받는다. 본 연구는 디즈니월드의 사례 분석에 근거해 업종 간 자율적인 사업 영역의
확대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공정거래법,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면세점 인허가 제도 등
시장 진입규제로 인해 발생되는 경제적 부작용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한다. 기업의
특정 업종에 대한 투자는 그 업종의 수익성만이 아닌 연관 업종으로부터의 수익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사업 영역의 확장이 불가능하다면 긍정적 외부효과의 내부
화도 불가능해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는 유인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연관 업종을 망라
한 산업의 공동화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 현존하는 각종 진입규제의 철폐가 기업의 투
자를 활성화하는 근본적 해결책 중 하나임을 디즈니월드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평가
업종 간 진입을 금하는 시장 진입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부작용을 거래비용의 최
소화와 외부효과의 내부화라는 두 가지의 기업이론에 근거해 설명하고 기업의 투자를 활
성화할 수 있는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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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규제의 경제적 폐해를 제시했다.
업종 간의 자율적인 사업 영역 확장
을 불허하는 각종 반시장적 정책과
제도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방해
하는 근본적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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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 055

온실가스 배출 BAU 설정의
체계와 방식에 대한 검토
김영덕 | 부산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BAU

우리나라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BAU 대비 30%를 감축한다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전망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전망

를 설정하고 부문별 업종별 감축목표에 따라 감축량 수준을 확정한 후 이를 효과적으로

체계에서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

달성하기 위해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BAU에
대한 개념과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BAU 배출량 전망의 정책수립과정에서의 역할 및 문
제점에 대해 서술하고 정리했다.

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BAU 배출량이 내포하고 있는 불확
실성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
며 가능하다면 BAU 대비 비율로서
감축목표를 정하는 것을 피하는 방

연구내용
온실가스 감축 달성을 위한 정책 시행 기준은 국가의 감축목표이며, 이는 2020년의 BAU
배출량 수준에 의해 좌우된다. BAU란 평상시 주어진 상황 하에서 미래의 어떤 변수 값
을 전망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다. 본 연구는 BAU 배출량 전망에서의 문제점과 이러한 문
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며 BAU 배출량이 내포하고 있는 불확실
성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BAU 대비 비율을 감축목표로 정
하는 것을 피하는 방안은 불확실성은 제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또한 감축목표를
BAU 대비 비율로 설정하는 경우, 불확실성에 대한 보완책으로 비율의 수준을 정하기보
다는 비율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경제 상황이나 자료가 업데이트
되어 전망치와 차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BAU를 재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감
축목표가 BAU 대비 비율이므로 BAU가 변하게 되면 감축목표가 변동하는 문제가 발생
하며 정책 이행 강도의 변화를 가져와 정책의 신뢰성을 감소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BAU 전망을 바탕으로 한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차후의 정책 목
표에 반영하여 차후의 감축목표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온실가스 감축정책에는 다
양한 이해당사자가 존재하므로 다양한 방향의 논의를 통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틀을 마
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평가
다양한 경제주체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온실가스 정책의 기준이 되는 BAU 배출량 전
망방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BAU 배출량 전망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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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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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이상신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연구배경 및 목적

기부는 국가재정이 담당하는 복지서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 빈곤, 복지재정 수요의 증가 등에 대해 증세(增稅)를 통한 대

비스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면서 급

응은 현재의 저성장 추세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기부활성화는 여기에

증하는 복지수요를 충족하는 데 있

대한 부분적 대안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현행 기부제도를 법학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평가한 후 정책적 제언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어 부분적인 대안될 수 있다. 본 연
구는 기부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으
로 세제 공제방식의 전환, 기부금 개
념의 확대, 공익단체의 투명성 제고,

연구내용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의 제한 개

기부금에 대한 세제 공제방식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인상하거나 공제방식을 일본과

선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같이 선택권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액공제율 인상 시 인상 폭은
종전의 소득공제와 비슷한 수준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납세자의 사업에 직접 관련되고 정당한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에도 별도로 배척하
는 규정이 없는 한 손금으로 인정하는 등 기부금 개념의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법인세
법상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으로 정의
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의 기부활동도 이미지 개선을 통해 기업의 ‘장기적 영리’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사업과 직접 관계없다고는 할 수 없다. 공익법인에 대한 불신은 기부를
장려하는 데 있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공익법인에 대한 회계투명성을 강화하여
야 한다. 현재 사회복지법인의 공시수준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공시
의 질적 측면에서는 회계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사회복지법인 간 비교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통일된 회계기준의 제시, 외부감사의 강화 및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필요하
며, 특히 공익법인 대표자에 대한 제재를 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공익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 받지 못하며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성
실공익법인의 경우 10%까지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주식출연 규
제에 대해 폐지를 포함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

평가
과거에 비해 기부문화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아직 미국 등 기부선진국에 비해 부족
한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부 관련 여러 제도적 측면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기여점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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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수 변화의 원인과 정책적 시사점
황상현 | 연구위원
유진성 | 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외환위기 이후 기간 동안(1998~

진보진영 정치권에서는 법인세율의 감소가 법인세수 감소의 주요 원인이며, 재원 마련을

2012년)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실증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법인세

분석한 결과, 최근 법인세수 감소는

수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최근 법인세수의 감소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이로부터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법인세율 인하보다 경기상황 악화에
기인한다. 따라서 법인세율 인상을
지양하고 최저한세율을 인하할 필요
가 있다.

연구내용
분석 결과 법인세율은 법인세수에 유의적인 음(-)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정 최고 법인세율 1% 포인트 감소는 기업의 법인세액을 평균 4.2~4.9% 증가시키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의 활동을 증진시키고 생산을 증대시켜 결국 법
인세액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대기업의 경
우 법인세율 1% 포인트 감소는 법인세액을 5.0~5.9%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
소기업의 경우는 2.9% 증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대기업에서 법인세율의 변화에 따
른 법인세액의 변화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인세율의 인하는 오히려 기업평
균 법인세액을 약 7.0%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상황의 악
화(성장률 5.5%에서 0.7% 하락)는 동 기간 법인세수를 17.6%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법인세수의 감소는 법인세율의 인하가 아니라 대부분이 경제 상황의 악화에 기
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단기적인 상황에 국한하여 법인세율 인상에
의한 재원 마련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투자 활성화 및 경제성장 촉진 → 세입기반 확대
→ 세수 증가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무엇보
다도 법인세율 인상을 지양하고 이에 맞추어 최저한세율을 인하하여 기업의 법인세 부담
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평가
보고서가 일부에서는 법인세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법인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
지만 법인세율의 인상은 오히려 기업 활동을 악화시키고 생산을 저하시켜 결과적으로 기
업의 법인세액을 더욱 낮추게 된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줘 바람직한 법인세제 정책
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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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세목별 정상 세부담 추정과 개편방향
황상현 | 연구위원
유진성 | 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2003년부터 2012년까지 OECD

복지지출의 증가, 세수결손액 증가 등으로 인해 증세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33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주요 세목들에 대한 세부담의 정

의 법인세, 소득세, 소비세 등 주요

상수준을 추정하고 향후 바람직한 조세구조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연구내용

세목별 세부담의 정상수준을 분석했
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2012년
법인세 부담률(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정상수준보다 높고 소비세

2012년 기준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률의 정상수준은 3.34%인 것으로 분석되어 2012년 현

부담률은 정상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재 법인세 부담률 3.69%보다 0.35%p 낮았다. 반대로 소비세 부담률의 정상수준은 2012

나타나, 법인세 부담을 낮추는 동시

년 기준으로 4.56%인 것으로 나타나 2012년 현재 우리나라의 소비세 부담률 4.26%보다

에 소비세 부담은 높일 필요가 있다.

0.30%p 높았다. 한편 소득세 부담률의 경우 정상수준(3.76%)은 현재수준(3.72%)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GDP(1,377조 원) 기준으로 법인세 부담률을 정상수준으
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부담액은 4.79조 원, 소득세 부담액은 0.61조 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고 소비세 부담액은 4.11조 원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소득세, 소비세 등 3개의 세목에 대해서 세부담을 현재수준에서 정상수준으로 조정하는
경우 세목 간 세부담의 변화는 수반되지만 전체 조세부담액 측면에서는 변화가 거의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주요 세목별 세부담의 현재수준을 정상수준
까지 조정하기 위해서 법인세 부담 완화와 동시에 소비세 부담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다. 법인세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법인세 정책방향
에서 선회하여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세율체계 단순화가 중요하다. 한편 법인세 부담
완화와 동시에 소비세 부담 강화를 위해서는 부가가치세율 인상 등 부가가치세의 역할
확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평가
본 보고서는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주요 세목별 세부담 수준을 해당 국가가 처한 경
제·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실증분석하고 국제비교한 데 의의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실
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주요 세목별 세부담 수준이 정상수준에서 벗어나 세
수중립적인 세입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함의는 향후 바람직한 조세구조 방향에 시사하
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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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상속세제 개편방향
조경엽 | 선임연구위원, 공공연구실장

연구배경 및 목적

상속세를 자본이득과세로 전환하면

상속과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여 부의 이전에 차별을 없애는 세계적 추세와 달리 우

GDP는 연평균 0.28% 상승하고, 일

리나라는 부의 이전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정서에 기대 상속과세를 강화해왔다. 우리도 상

자리는 연간 11만 개가 창출될 수 있

속세를 개편해야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러한 개편이 GDP·일자리 등 국민경제에 긍정
적인 효과를 가져 온다는 점을 제시함으로써 부의 이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
킬 필요성이 높다.

다. 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은
나라는 한국, 일본, 헝가리 3개국뿐
이다. 한국은 상속세와 소득세율의
격차가 27%p에 달하고 있어 이중과
세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자본이

연구내용

득과세로 즉시 전환이 어렵다면 미

부모 세대가 부를 축적하는 단계에서 이미 과세된 재산에 다시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국식 → 독일식 → 캐나다식으로 단

이중과세에 해당된다. 이 때문에 독일,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등 대부분 국가들은 상속

계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세율을 소득세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있다. 미국과 프랑스는 소득세율과 상속세율을 동일
하게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원천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며 실제로 공제금액
을 높게 가져감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과 달리 상속세율
을 소득세율보다 높게 유지하는 국가는 한국, 일본, 헝가리 3개국뿐이다. 한편, 자본유출
을 막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소득재분배에 보다 유용하다는 합리적 사고를 바탕으
로 상속과세를 자본이득과세로 전환하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세 가지
의 상속세제 개편방향을 제시했다. 첫 번째 방안은 미국과 같이 상속세율을 소득세율과
일치시키고, 증여합산 연도를 고려해 공제한도를 현행 대비 2배 인상하는 안이다. 다음
대안은 독일식 개편안으로 최고세율을 30%로 소득세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하고, 공
제한도를 현행대비 1.7배 인상하는 안이다. 세 번째 안은 캐나다 방식으로 상속세를 폐지
하고 자본이득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상속세 개편으로 자본이 축적되면 생산과 투자
가 늘어 연간 최대 11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된다.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는 최대 0.35%까지 증가하고, 경상수지 흑자는 최대 2.46%까지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GDP는 최대 0.28%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평가
부의 이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하고 세계적 추세에 맞게 상속세를 개편해야 하
는 타당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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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정책 대응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세부 방안을 강구하다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노동개혁 이슈부터 중소기업과 대기업 규제정책,
산업 간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주택정책,
경제특구정책, 한·중FTA, 복지정책 등 각 분야의
세부 정책들이 ‘성장’이라는 큰 목표하에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개선하고 혁신할 수 있는지
대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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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시장경제연구백서

기업가정신 회복과
기업활동의
역동성 강화 방안을
찾다
가까운 일본부터 인도, 중국,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의 기업경영 환경을 살펴보고
한국 기업이 좀 더 적극적인 도전과 		
투자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았다.

2015 ANNUAL REPORT

1

2. 현안정책 대응
1. 연구 및 정책제안

3. 세미나·포럼

4. 연구회·도서발간·칼럼·온라인 지식정보 서비스

062 063

우리나라 기업의 역동성 저하 점검
이병기 | 선임연구위원, 기업연구실장

연구배경 및 목적

새로운 기업의 진입이 억제되고 부

최근 우리나라 기업은 진입 및 퇴출의 현저한 감소, 기업규모 간 이동의 뚜렷한 저하 등

실한 기업의 퇴출이 억제되는 경우

기업의 역동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기업의 역동성 저하는 장

또한 규모 간 이동이 자유롭지 못할

기적으로 생산성 증가를 억제하고 성장률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미국의 경
우에도 기업의 진입 및 퇴출률이 저하하고 일자리 재배치율이 저하하는 등 제조업 전체
뿐만 아니라 첨단산업에서도 기업의 역동성이 장기 저하 추세(secular decline in business
dynamism)를 나타내고 있는 점을 우려하는 분위기이다.

연구내용
한국 기업의 역동성이 저하하고 있다. 기업의 역동성이 저하하는 현상은 기업교체율 및
일자리재배치율의 저하 현상, 기업규모 간 이동성의 저하현상으로 측정할 수 있다. 최근
한국경제에서는 기업의 진입 및 퇴출률이 떨어지고 일자리의 재배치율이 저하하였으며,
중소기업 규모에서 대기업으로 이행하는 이동성 저하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 같
은 기업의 역동성 저하 현상은 결국은 생산성 증가를 억제하여 경제성장율을 떨어뜨린
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 분포는 미국·일본 등에 비해 소규모 기업의 비중이 매우 높은 기
업규모분포 왜곡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진입 및
규모 간 이동이 용이하도록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포진된 진입규제를 개혁하고 좀비기업
의 퇴출을 유도하는 한편, 기업규모에 의존하는 차별적인 기업정책을 신속하게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정부의 기업정책은 보다 효율적인 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능력 있
는 기업의 성장을 통한 기업규모 간 이동이 용이하도록 현행의 기업규모의존 규제 및 정
책의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평가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의 역동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음을 역동성 지수로 처음 밝혔
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역동성은 지속적인 하락
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 우대 및 대기업 규제의 편향적인 기업정책
은 소규모 기업의 유례없는 비중 증가를 초래하였으며 또 이러한 영세기업 비중의 증가
는 생산성의 감소를 초래하고 경제성장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는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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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역동성이 저하된다. 우리나라는
이 두 가지가 모두 문제가 되고 있
다. 따라서 진입을 억제하는 제도의
철폐 및 기업규모 간 이동을 가능하
게 하는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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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계열 재무구조평가의
제도적 한계와 개선의 필요성
김윤경 | 부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주채무계열제도 내 재무구조평가에

신용공여액이 높은 기업집단 대상의 주채무계열제도를 검토한 본 연구는 재무구조평가와

따른 재무구조개선약정은 기업집단

평가에 따른 재무구조개선약정의 운용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의 본래 목표인 재무구

대상의 사전적 구조조정으로 이용되

조개선과 금융시스템 안정 달성을 위해 현행 제도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했다.

연구내용

고 있다. 기업집단의 재무구조개선
을 통한 금융시스템 안정 목표를 위
해서는 현행 평가체계의 문제점을
반영한 평가 개편과 기업과 채권단

주채무계열제도는 기업집단의 재무건전성 관리를 통한 국가금융 안정을 목표로 한다. 지

간 재무구조개선약정의 자율성 확

정된 기업집단은 채무보증이 금지되고 각각 주채권은행이 선정되어 재무구조평가를 받

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는다. 평가에 불합격한 계열은 약정을 체결하고 재무구조개선을 실시하여 기업집단에 대
한 사전적 구조조정으로 이해되고 있다. 제도의 목표에 공감하지만 운용에 있어서 문제
점이 존재한다. 먼저 재무구조평가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기준점수를
책정하는 부채비율은 회계처리의 특수성과 산업별 부채구성의 특이성을 반영하지 못한
다. 경기민감업종은 경기사이클 저점에서 영업이익 위주의 재무구조평가에 불합격할 수
밖에 없다. 둘째, 재무구조개선약정은 채권금융기관과 기업의 사적 계약임에도 금융당국
의 개입이 가능하고 제재조치를 가진 채권단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다. 또한 재무상
태가 우량하고 상이한 주주구성을 가진 계열기업이 약정 체결과 이행 과정에서 신용등
급의 하락 또는 주주가치 훼손을 감수하게 하여 오히려 재무구조를 동반 취약하게 만드
는 역효과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무구조평가의 정확성을 높이는 평가체계 개편
과 함께 선제적 구조조정 방법인 원샷법 도입을 강조하였다.

평가
본 연구는 주채무계열제도 실제 운용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현행 재무구조 평가체
계에 대해 검토하고, 채권단과 금융당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약정의 구조적 한계
를 제시하였다. 또한 계열기업의 재무구조 동반 취약 가능성을 제시하여 재무구조평가의
개선 필요성을 제시한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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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서비스 융합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과제:
디지털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이병기 | 선임연구위원, 기업연구실장

연구배경 및 목적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산업은 향후

본 연구는 제조기업의 서비스화 현황,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생산성 및 수익성 등 기업성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은 산업 분야

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 제조기업의 서비스 융합을 가로막는 융합규제의

로서 관련 규제의 대폭적인 완화가

사례를 검토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제조기업의 서비스 융합은 생산성을 향상시
키고 기업 이윤율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제조-서비스 융합 활성화를 통
해서 제조기업의 서비스화를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같은 분석 결과는 제조-서비스 융합의 대표적인 산업인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규제개혁 정책에 주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

연구내용
디지털 헬스케어 부문의 경우에 미국은 관련 산업의 발전 속도에 맞추어 신속하게 관련
규제들을 정비하여 불확실성을 제거해가고 있다. 미국의 경우 FDA가 모바일 의료앱에 대
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에도 2015년 위험도가 낮은 웰니스 가이드라인, 의료
보조기기 가이드라인, 의료기기데이터시스템 가이드라인 등을 순차적으로 구체화하여 제
시하였다. 이 같은 발 빠른 관련 규제의 정비 및 완화 방침은 산업계의 빠른 산업발전 속
도에 발맞추어 산업발전을 견인하는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3년
「모바일 앱의 의료기기 해당여부 지침」 발표 이후 이와 관련된 관련 지침의 구체화가 지
연되면서 관련 규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향후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기기들이
환자의 안전에 미칠 영향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위험이 적다면 과감하게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미국 FDA는 의료기기 데이터 시스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
고 또 의료기기 본체와 보조기기를 구분하여 규제하는 등 환자에 미치는 위험이 적다고
알려진 분야에 대한 규제완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평가
본 연구는 제조-서비스의 융합이 이윤성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이라는 실증
분석을 토대로 제조-서비스 융합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정책 제언을 하고 있다. 특히 제
조-서비스 융합의 핵심 분야라 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모바일 앱 분야를 심
층 분석하여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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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분야로 꼽히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실증분석과 함께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규제의 완화
를 통해 산업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는 정책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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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기업가정신의 실상과 과제
황인학 | 선임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기업가정신은 경제성장을 이끄는 원

기업가정신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주류 경제학에서 소외되어 왔으며 기업가정신의

동력임에도 불구하고 측정 및 수리

의미를 저마다 다르게 해석하는 등 개념의 오·남용이 심한 편이다. 예를 들어 起業家

모형화가 어렵다는 이유로 주류 경

(entrepreneur)를 企業人과 동일시하는가 하면, 기업가정신을 창업가정신과 동의어로 잘
못 사용하기도 한다.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업가정신을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개념부터 제대로 이해하고 문제점을 진단한 후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

제학의 성장모형에서 오랫동안 외면
받아 왔다. 한국경제가 저성장 기조
에서 벗어나 재도약하려면 각 방면
에서 기업가정신이 되살아나야 한다

것이다. 본 연구는 Cantillion(1730) 이후 최근까지의 연구를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의 개념

는 관점에서 본 연구는 국제비교를

을 재정립하는 한편, 국제비교자료를 통해 한국의 실상과 문제점을 진단했다.

통해 한국의 기업가정신의 실상과
문제점을 진단한다.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 기업가(entrepreneur)란 기회포착 역량(Kirzner, 1973), 불확실성하에서 책임
있는 의사결정(Knight, 1921), 혁신(Schumpeter, 1934)의 요건을 갖추고 자신의 이익을 좆
는 자(self-serving agent)로 정의된다. 기업가는 직업으로서의 사업가와 다르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기업가정신이 사회적으로 반드시 바람직할 이유도 없다(Baumol,
1990). 이런 개념하에 한국의 실상을 진단하면, 생산적인 기업가정신은 점차 줄고 비생산
적이거나 파괴적인 기업가정신이 늘어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2015년도 GEI로 본 한
국의 생산적 기업가정신지수는 OECD 34개국 중 22위이며, 아시아에서는 대만(8위)과 싱
가포르(10위)보다 한참 낮다. 또한 한국은 창업에서는 경쟁국에 비해 생계형 창업의 비중
이 높고 기회추구 창업의 비중은 낮으며, 기존 기업의 사내 기업가정신(corporate
entrepreneurship)은 매우 약한 편이다.

평가
저마다 중구난방으로 정의하는 기업가정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업가정신의 관점
에서 한국경제가 당면한 문제를 진단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실용적으로나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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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반기업 정서, 특징과 원인 진단
황인학 | 선임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반기업 정서는 단순히 감성이나 가

반기업 정서는 한국인의 경제관을 대표하는 특징이자 문제점이다. EC의 국제비교조사

치관의 문제가 아니다. 본 연구는 반

(2012), GlobeScan(2013)에서도 한국인의 반기업 정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

기업 정서를 감성의 작용 외에 지식

다. 그러나 반기업 정서를 ‘정서’의 문제로 본 탓인지 원인이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규명
하는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반기업 정서를 정서 외에 지식과 정보가 결합된
인식의 문제로 보고, 다변량 회귀분석을 통해 원인을 진단했다.

과 정보가 결합된 인식의 문제로 보
고, 인구통계학적 요인, 경제 IQ, 사
회자본 등 다양한 차원의 설명변수
를 이용한 다변량 회귀분석을 통해
서 기업 전반, 대기업, 기업인에 대

연구내용
분석 결과는 첫째 인구통계학적 변수 중에 남성보다는 여성이 반기업 정서가 낮고, 개인
의 정치이념이나 학력, 연봉수준은 반기업 정서와 통계적으로 무관하며, 공무원은 다른
직업군에 비해 대기업과 기업가에 대해 반감을 갖는 성향이 높다. 둘째, 경제 IQ 변수 중
에서는 국내에 대기업 수가 많다고 (잘못)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대기업에 대한 반감이 높
고, 주주 자본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그리고 경쟁을 좋게 보는 사람일수록 반기업 정서가
낮은 경향이 있다. 셋째, 일반 국민의 기업에 대한 호불호(好不好) 인식은 단순히 기업 차
원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으며 사회제도 및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와 관련이 밀접히 연결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법과 원칙이 잘 안 지켜진다고 믿거나 또는 정치인, 공무
원, 법조인 각각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반기업 정서가 높은 경향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난다.

평가
이 분야의 기존 연구에 비해 연구방법 및 내용이 크게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반기업 정서의 완화를 위한 정부의 교육정책 및 개별 기업의 CSR 전략을 수립할 때 또
는 시장경제교육 과정에서 참고해야 할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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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의 사업재편과 혁신:
산업구조에 대한 시사점
김윤경 | 부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국내 산업구조에서 제조업의 중요성

국내 산업구조는 제조업의 부가가치 기여 비중이 30%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 경쟁력을

을 인식하고 제조기업의 ICT산업 융

확보한 기업이 대부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제조기업의 국제경쟁 심화의 혁신 방안

합 또는 서비스업 진출과 같은 사업

으로 제조업과 ICT산업의 융합 또는 서비스업 전환과 같은 사업재편을 글로벌 기업의 사
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했다.

재편과 혁신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글로벌 대기업의 지속적인 사업구조
변화와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M&A 현황을 통해 국내 기업에게 시

연구내용
한국의 산업구조는 산업화 이후에도 여전히 제조업에 기반하고 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의 부가가치 기여 비중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탈산업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국제적으로도 독특한 형태를 가진다. 국제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
도 대부분 제조업에서 나타난다. 제조업의 기반과 경쟁력을 유지하는 한편 기업의 다양
성과 새로운 개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업 성장성과 수익성 악화로
인한 한계 상황 직면은 새로운 경영환경에 대한 기업 전략의 전환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국내외 시장 환경, 소비자 선호, 기술의 발전이 유기적으로 기업의 사업구조에 반영되어
야 한다. 먼저 제조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혁신을 통한 기술 융합이 필요하다. 대표적
제조국가인 독일, 중국, 한국 정부는 제조업 혁신정책을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정보
통신 기술의 강점을 이용해 연구개발투자 또는 M&A를 통해 제조업의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서비스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신규 서비스기업 외에도 기존 기업의
새로운 영역 창출로서의 의미가 존재한다. 진입장벽의 축소와 영업규제 완화 문제는 지
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이익 충돌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책적으로 수용되
어야 할 것이다. 산업구조나 사업구조에 대한 정답은 없으나 자율적 기반을 마련한 글로
벌 대기업의 사례를 참고하여 제도적 정비와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평가
본 연구는 주요 제조국인 한국의 산업적 특징을 주목하여 제조기업의 ICT산업 융합 또
는 서비스업 진출과 같은 사업재편과 혁신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글로벌 대기업의 활발
한 사업구조 변화와 주요 수단인 M&A 현황을 통해 국내 기업의 사업재편 필요성을 강
조한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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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과 시사점
황인학 | 선임연구위원
김윤경 | 부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의 2015년

1999년 제정된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개정 배경과 내용의 검토를 통해, 국

은 2015년 11월 개정 원칙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본고는 개정안을 살펴보고 국내 시사

내 기업지배구조 논의의 새로운 방

점을 제시하고자 했다.

연구내용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은 1999년 제정 이후 기업지배구조 논의의 기준점(reference
point)으로 인용되고 있다. 2004년 개정을 거쳐 2015년 11월 발표된 개정원칙은 기업지배
구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가치창출과 장기성장의 수단(mean)임을 서문에서 나타내고
1) 성장의 강력한 동인으로서의 투자와 2) 포용성(inclusiveness)을 강조하였다. 또한 새
롭게 ‘기관투자자, 주식시장, 기타 중개인’을 독립된 장으로 제시하였다. 보고서는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의 개정 배경을 세계 자본시장과 기업환경의 변화를 통해 설명하였다.
단기적 성과에만 집중하는 단기주의로 인해 기업의 투자가 감소하고 더 나아가 국가경제
의 성장을 위협하는 것을 지적하였다. 또한 기관투자자의 비중 확대와 주식시장의 세계
화와 같은 변화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는 국내에서도 두드
러지므로 기업지배구조 정책에 반영이 시급하다. 먼저 경영감시와 경영효율성의 균형적
인식을 통해 각 기업의 최적의 지배구조 관행을 자율적으로 정립하도록 조화로운 정책
조합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의결권 행사 확대와 자문시장 활성화 이전에 기관투자
자와 의결권 자문회사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제시하
였다. 보다 근본적으로 장기주의로의 전환을 위해 ‘경영판단의 원칙’의 상법 도입과 함께
2년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두 배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프랑스의 플로랑주법과 같
은 정책개발을 강조하였다.

평가
본 보고서는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의 2015년 개정 배경과 내용을 살펴보고 국내의 기
업지배구조 인식 전환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업지배구조 관련 현행 법과 제도에 대한 정
책적 대안을 제시한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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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사례를 통한
중소기업 R&D 지원시스템 비교와 시사점
이태규 | 연구위원, 미래전략실장

연구배경 및 목적

핀란드의 중소기업 R&D 지원기관

노키아의 몰락 이후 핀란드에서는 혁신적 벤처기업들의 등장과 성장으로 기업생태계 전

인 Tekes의 지원시스템에 대한 고

환이 진행되면서 중소·벤처기업의 R&D를 지원하는 기관인 Tekes의 성공적 역할 수행

찰을 통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Tekes 지원시스템에 대한 고찰을 통해 막대한 예산
이 투입되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R&D 시스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R&D 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
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핀란드에 비해 중소기업 R&D의 사
업화율이 상당히 낮고 R&D 지원에

연구내용

대한 체계적 관리 및 평가에 있어 보

Tekes의 경우 정부실패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 Tekes의 지원이 민간의 RDI

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투자를 구축(crowding out)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있다. 따라서 Tekes는 지원함에 있어 그
역할의 ‘추가성(additionality)’을 중요한 요소로 여기고 있다. 실제 Tekes의 지원으로 추가
적 R&D 투자효과와 고용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R&D 지원사업의 상업화율
도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 R&D의 사업화
율은 25~40% 초중반에 이르러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95% 이상의 높은 개발성공률과의 격차는 개선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개발성공률과
사업화율 간의 큰 격차는 R&D 과제를 선정함에 있어 시장에서의 생존 가능성보다는 개
발 성공을 우선시한 데 따른 결과이며 이는 실패에 대한 관용적 문화 및 제도의 부재에
원인이 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R&D 지원은 그 규모도 핀란드에 비해 크고 지원체계도 훨씬 복잡다
기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Tekes의 경우처럼 R&D 지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평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 R&D 지원에 대한 통합적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R&D 지원의 전략적 투자 및 주기적·입체적 성과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평가
본 연구를 통해 중소·벤처기업 R&D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통해서
점검해볼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성과지향적인 중소·벤처기업 R&D 지원시스
템 구축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었다. 또한 성실실패를 용인하는 문화를 확산시키
는 제도적 메커니즘 확보와 정착에 대해서도 본 연구가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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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서비스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와
규제개혁적 시사점
김현종 | 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일본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변화추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동안 장기불황을 경험하면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저하되었다.

이를 분석한 결과, 일본 서비스분야

특히 서비스분야에서 이러한 경쟁력 저하가 심각하게 나타났으며 그 이유를 정부규제가

의 경쟁력 저하가 심각한 것으로 나

완화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평가한다. 일본의 상황을 교훈 삼아 경제자유화 제고를 위
한 제도와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타났다. 그 원인으로서 제도적 관점
에서 완화되지 못한 법규제를 들 수
있는데, 일본보다 경제자유도가 더
열악한 한국은 한국 서비스기업의

연구내용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경제

일본은 1995년 포춘 선정 글로벌 500대 기업에 147개 기업이 포함돼 있었으나, 2014년에

자유화 제고를 위한 제도와 규제개

는 57개 기업만 포함되어 1995년 대비 포함 기업 수가 39% 수준으로 감소하여 일본 기

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업의 추락을 실감할 수 있다.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서 급속한 감소현상이 나타났으며
특히 금융, 무역서비스, 건설-엔지니어링 및 에너지 서비스부문의 약화가 두드러졌다. 서
비스 무역 규모 국제비교를 통해서도 일본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열약함이 증명된다. 제
도적 관점에 따른 분석을 통해 법규제가 일본 서비스기업의 국제 경쟁력 하락의 원인임
을 보였다. 일본에서는 1980년대부터 규제개혁을 추진하였지만 급격한 경제성장기였던
1980년대와 1990년대 초 서비스산업 규제를 오히려 강화시켰다. 일본의 금융제도는 1990
년대 이후 열약해져 주요 선진국에 비해 일본의 금융자유화지수는 현저하게 급락한다.
2015년 한국의 금융분야 규제 수준은 일본보다 나은 수준이지만, 전반적으로 경제자유
화지수는 일본보다 열등함을 알 수 있다. 일본이 범한 오류를 답습하지 않으려면, 선진국
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서비스산업의 규제를 완화하여야 한
다. 서비스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결합, 구조조정, 시장개척 행위에 장애가 되는
규제에 대한 개혁이 우선시되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평가
제도적 관점에서 법규제가 일본 서비스기업의 국제경쟁력 하락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점을 분석했다. 또 이를 한국의 상황과 비교하여 일본보다 더 경제자유도가 열악한 한
국의 경우 현 시점에서 한국 서비스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제자유화 제고
를 위한 제도와 규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평
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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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소기업 보호정책의
실패와 정책적 시사점
이병기 | 선임연구위원, 기업연구실장

연구배경 및 목적

인도의 소기업 보호정책은 중소기업

인도는 1967년 이후 소기업 보호정책(Small-Sclae Reservation Policy)을 추진하였으며,

고유업종 제도 및 중소기업 적합업

그 대상 품목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오다가 최근 경제개혁정책 추진 이후 그 대상을 급

종 제도와 그 성격이 유사하다. 본

속히 축소하여 최근 동 제도는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본고는 인도에서 시행되어 온 소
기업 보호정책의 내용, 그 경제적 성과를 살펴보고 이 같은 소기업 보호정책의 실패가 우
리나라 적합업종 정책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연구내용
인도는 1967년 이후 거의 50년 동안 소기업 보호정책(small-scale reservation policy)을
시행해왔다. 이 정책은 소기업을 보호하는 정책으로 그동안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소
기업을 보호함으로써 고용을 창출하고 소득을 재분배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어 온 것이
다. 본고는 인도에서 시행되어 온 소기업 보호정책의 내용, 그 성과를 기존의 연구결과를
통해서 살펴보고 이 같은 소기업 보호정책의 실패가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소기업 보호정책은 생산성, 성장성 측면에서 낮은 성과를 나타내었
을 뿐만 아니라 그 정책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려고 하였던 고용창출과 소득재분배 효과
가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인도의 소기업 보호정책은 관련 평가보고서를
통해 완전하고도 즉각적인 폐기를 제안한 이후 보호해제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동 제도는 폐지 직전의 단계에 와 있다. 2013년 기준 1인당 소득(PPP, 2011년 불변 기준)
이 5천 2백 달러 수준의 인도가 소기업 보호제도를 폐지하는 것과 반대로 1인당 소득 3
만 2천 달러 수준인 우리나라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유지·확대하는 것은 시대역
행적·시대착오적이다.

평가
본 연구는 인도의 소기업 보호정책의 내용과 인도의 개혁정책을 소개한 것이다. 인도의
소기업 보호정책은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와 그 성격이 매
우 유사하다. 우리나라는 오히려 인도보다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중소
기업 적합업종 제도와 같은 경쟁제한적이고 진입제한적인 제도를 법제화하려고 하고 있
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즉시 폐지 수순을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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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는 중소기업 고유업종 및 적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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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정책의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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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식보유 인센티브 도입에 대한
회사법적 검토
김수연 | 책임연구원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평균주식보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분기자본주의(quarterly capitalism)

기간은 144개국 가운데 이탈리아

을 지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장기주

(7.2개월), 중국(7.3개월), 사우디아

의(long-termism)에 대하여 정부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가 미진한 상황이다. 이에 장기보
유유인주식(Loyalty-Driven Securities)의 도입 가능성을 회사법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라비아(8.3개월)에 이어 4번째(8.6
개월)로 단기투자문화가 강세를 보
이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 장기보
유유인주식의 도입 가능성을 회사법

연구내용
장기보유유인주식이란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의결권, 이익배당
금, 워런트(warrant)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주식을 의미한다. 이미 L’Oreal, Group
SEB, Électricité de France 등 프랑스의 상당수 기업들이 장기 전략의 수립·운용 용이
및 시장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기주식보유자에게 가중된 배당금을 부여하거나 의
결권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평균주식보유기간은 144개국 가운데 이탈리
아(7.2개월), 중국(7.3개월), 사우디아라비아(8.3개월)에 이어 4번째(8.6개월)로 미국(9.7개
월), 일본(12.1개월), 영국(14.3개월), 프랑스(18.2개월), 싱가포르(27.9개월)보다 짧다(2012년
거래회전율의 역수, Worldbank). 장기투자유인정책으로 장기주식보유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한 정책적 고려 필요성은 충분하다. 문제는 대부분 국가는 회사법상 정관 변경을 통하
여 운용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도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강력한 ‘1주 1의
결권 원칙’에 따라 의결권 및 배당의 차등 제공이 금지되며, 워런트라는 일반적인 개념의
채권도 명문상 마련되어 있지 않다. 장기주의 관점에서 회사법제가 보다 유연하게 해석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바탕으로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평가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과 생존의 관점에서 회사법적 제도 개선사항을 비교법적으로 제시
한 의미 있는 연구라고 평가된다.

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적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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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관련 주요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승영 |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현 법령 내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6

민법상의 친족 개념과 범주에서 출발한 현재 법령의 특수관계인의 공통범위인 ‘6촌 이내

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은 산업화ㆍ도시화ㆍ정보화로 인한 핵가족 중심으로의 사회적

으로서 민법상의 친족 개념과 범주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주요국의 특수관계인 범주를 검토하여 국내
법령의 개선을 제언하고자 했다.

에서 출발한 1970~1980년대의 틀
에서 머무르고 있다. 주요국의 특수
관계인 범위를 검토하여 4촌 이내의
친족 수준으로의 축소를 제시하였다.

연구내용
특수관계인의 범위의 여러 법령 내 공통적인 부분은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
척’으로 구성되는 친족들이다. 민법상의 친족 개념과 범주에서 출발하여 1970~1980년대
에 정해진 범주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으며 가족 중심의 사회로 변모한 상황이
감안되지 않았다. 가족 개념과 그에 관한 범주를 설정하는 민법 제779조를 도입한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주요 국가 제도에서의 특수관계인의 범주를 살펴보았다. 미
국의 모범회사법에는 대체적으로 3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 내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주를
설정하고 있었으며, 영국의 회사법에서는 우리나라의 가족 개념과 거의 동일하게 특수관
계인의 범주를 설정한다. 중국의 상하이 거래소 상장규칙에서도 우리나라 민법상의 가족
의 범주에서 약간 더 확장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형편이다. 다만, 일본의 경우에는
민법상의 친족 범주(6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를 활용하고 있었으나, 경우에 따라
서는 그 범주를 상당 부분 좁혀놓은 사례(금융상품거래법)도 있었다. 현재 사회에서 인식
하는 바는 4촌 이내의 친족들을 밀접한 혈연관계의 범주로 생각하는 상황이다. 이는 현
재 규정의 기본적인 틀이 현실과의 괴리가 크다. 그러므로 글로벌 사회의 추세와 문화의
공통적인 특징들을 감안하여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일관되게 4촌 이
내의 친족 수준으로 축소하여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가
핵가족 중심으로의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주요국에 비해 과도하게 넓은 범주
를 지정하고 있는 국내 법령의 특수관계인 범위를 4촌 이내의 친족 수준으로 축소를 제
언한 데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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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O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에 관한
비판적 검토
김미애 | 부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기업소모성자재산업에 대기업 참여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규제들의

규제가 도입된 이후 대기업의 영업

실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MRO(기업소모성자재)산업의 경우 대기업의 사업 영

은 위축되고 중소기업의 수익성은 오

역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대표적인 산업이다. 대기업 진출 및 사업 확대 이외에 실질적
으로 중소기업 성장에 효과가 있다는 실효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
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에서 비
롯된 규제들을 과감히 폐지하고 시
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필

연구내용
지난 몇 년 동안 대기업쏠림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성장할 수 있는
시장질서를 조성한다는 취지로 여러 가지 규제들이 도입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러한 규제들이 오히려 시장의 성장을 저해시키고 글로벌마켓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하락시킨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기업소모성자재산업의 경우 중소기업을 보호
한다는 명목으로 대기업의 사업 영역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규제가 도입되었는데 3년
이 지난 현재, 대기업의 영업은 위축되고 중소기업의 수익성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대기업의 영업 축소로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중견기업의 성장과
외국기업의 등장으로 오히려 중소기업이 납품처를 잃게 되는 문제점이 초래된 결과로 분
석되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아니라 중견기업으로의 쏠림현상이
나타나면서 중소기업의 수익성도 악화된 것이다.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시
장거래의 확립은 기업규모에 따라 대기업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방법이 아니라 시장경
쟁의 활성화를 통해 기업 간의 투명한 거래가 확립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만 가능한 것이라는 방증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대기업과 중소
기업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된 규제들을 과감히 폐지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
성하기 위한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것이다.

평가
MRO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에 대하여 대기업의 영업은 위축되고 중소기업의 수익성은 오
히려 악화됨을 지적하고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은 규제가 아니라 별도의 채널을 마련하
는 방식이 바람직함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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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재편제도 개선의 필요성:
일본 사업재편특별법의 시사점
김윤경 | 부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국내 기업이 직면한 대내외적 위기에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효율성 증대를 위한 사업재편의 필요성 인식에서 시작한 본 연구

따른 선제적인 사업재편과 이에 따

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일본에서 시행 중인 특별법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 기업활력

른 관련 법제의 개선이 시급하다. 일

제고특별법(원샷법)에 대한 정책제언을 통해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 확대를 지원하고자
했다.

본 정부는 1999년부터 사업재편특
별법의 도입을 통해 국가적으로 사업
재편의 규모와 속도를 높이고 있다.
기업의 사전적인 사업재편을 통해 경

연구내용

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업활

한국 기업은 국제 경쟁의 심화와 함께 세계 경제성장의 둔화, 내수의 침체로 인한 시장

력제고특별법의 도입이 필요하다.

축소라는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기존 주력 산업의 과잉설비로 인한 신산업 투자 여력의
감소나 부실기업의 급증은 비효율성을 의미한다. 동일한 문제점을 1990년대에 직면한 일
본 정부는 1999년 산활법(産活法)을 도입했고 2014년부터 산업경쟁력강화법(産業競爭力
强化法)으로 기업 경쟁력의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산활법을 벤치마크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
에 부합하려면 다음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첫째, 특별법의 대상이 승인 기준을 갖춘
모든 사업이어야 한다. 과거처럼 특정 불황산업을 선정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방식은 한
계가 존재한다. 국가적 사업재편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세제 및 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한
일본이 좋은 예이다. 둘째, 개선안이 특별법답게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정부의 승인
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기존 제도의 틀 안에서 단순한 수치적 증감을 통한 완화보다는
근본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창조적 시도와 기업가정신을 발현할 수 있도록 사
업재편 내용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평가
기업의 선제적이고 자율적인 사업재편을 지연시키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
본 특별법의 내용과 영향을 검토하여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의 조속한 도입을 주장하였다.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 대상기업의 확대와 제도적 인센티브의 필요성을 제
시한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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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MICE)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도입을 위한 산업 규제 완화 방안:
복합리조트의 전략적 유치를 위한 제언

정승영 |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 복합

제7차 투자활성화 대책 중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 복합리조트 도입 방안이 제시

리조트 도입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MICE산업에 초점을 둔 복합리조트 도입과 투자 유치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MICE산업에

등을 전략적으로 유형화된 접근을 통해 검토하였다.

연구내용

초점을 둔 복합리조트 도입과 투자
유치 등을 전략적으로 유형화된 접
근의 필요성과 함께 비즈니스형 복
합리조트 도입 및 투자 유치를 위한

우리나라 관광산업에서 외래 관광객의 관광 및 소비패턴은 대도시 내에서 이루어지는 패

오픈 카지노 정책의 완화가 필요함

턴이 많다는 점과 국제회의(Meeting), 산업전시회(Convention), 보상관광(Incentive Tour)

을 보였다.

등이 대도시 권역에서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략적으로 대도시 내 비즈니스형
복합리조트와 위락형 복합리조트로 분리하여 접근하여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
어 접근해 성공한 바 있으며 경쟁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접근 방
식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대도시 내 비즈니스형 복합리조트 도입 및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으로 오픈 카지노 정책의 완화가 필요하는 점을 설명하였다. 이와 관
련하여 국내 도박 유병률과 지역갈등 요소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요청되지만 투
자 인센티브의 제도적인 접근방안 측면에서는 고려할 요소임을 설명하였다 기타 제도적
인 개선 요소로서는 관광진흥법상의 복합리조트 유형에 관한 체계적인 접근을 위한 법
제 개선과 세제상의 중복과세 문제 등을 정리할 필요성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평가
MICE산업의 활성화에 대한 전략적 접근으로서 비즈니스형 복합리조트 도입 및 투자 유치
를 위한 오픈 카지노 정책을 포함한 관련 제반 규제의 완화를 제시한 데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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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 ICT기술의 융합을 위한
무(無)규제 원칙:
금산분리에 가로막힌 핀테크 산업 성장

김미애 | 부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최근 ICT기술의 발전과 금융이 융합된 핀테크산업의 등장은 장기침체국면을 타개할 수

할 수 있는 핀테크산업에서 규제를

있는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최첨단 ICT기술을 가진 우리

포기하지 않으면 글로벌 마켓에서 성

나라에서 핀테크 산업의 발전 전망은 매우 불확실한데,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제도와 규
제의 문제점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공은 기대할 수 없다. 핀테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시장경
쟁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시사점
을 도출하였다.

연구내용
우리나라의 ICT기술의 발전은 세계 최첨단으로 평가받는 반면 핀테크산업의 발전 전망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이지 못하다. 국내에서는 핀테크와 같은 융합산업은 기존에 존재하는
많은 규제와 복잡한 제도 때문에 성장이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이미 선진 금융국가에서
는 핀테크산업이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는 단계이고 특히 중국의 경우 정부의 강력한 지
원과 절대적으로 많은 국내 소비자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글로벌 마켓에서 강력한 경쟁력
을 갖춰나가고 있다.
본 연구는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 측면에서 핀테크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주장
한다. 국내 소비자의 해외 전자결제시스템 사용 빈도와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 핀테
크 기업들의 국내 시장 진입은 중장기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가 되었으며 국내 기업이
이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국내 금융회사의 시장점유율과 수익성을 하락시킬 수
있음을 지적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핀테크산업에 대해 규제를 과감하게 포기하
고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자율성을 확보해주는 혁신이 필요함을 강조했
다. 현재의 금융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부분적으로 완화하여 허용하는 것은 글로벌
마켓 경쟁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평가
현재 신성장 모멘텀으로 주목받고 있는 핀테크산업에 대한 규제를 포기하지 않으면 국
내 금융회사의 시장점유율과 수익성을 하락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고 핀테크산업에 과
감한 규제를 포기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와 동시에 핀테크서비스 업무 영역에서 가장
중점에 두어야 할 분야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연구라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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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법치주의와 과잉범죄화의 문제점
황인학 | 선임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1776)에서

2013년도 세계은행에서 평가한 한국의 법치 지수는 전체 211국 중에서 45위로 중상위권

법의 지배와 경제활동은 서로 불가

이다. 그러나 한국과 비교할 만한 나라를 OECD 회원국으로 좁혀서 보면, 한국의 법치 순

분의 관계에 있음을 역설하였다.

위는 전체 34개국 중 27위로 최하위권이다. ‘법 따로, 경제 따로’ 일까? 이와 관련 본 연
구는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여 각국의 법치 또는 부패가 그 나라의 국민소득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 한국의 법치주의 관련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적시했다.

2013년 WGI 발표자료에 따르면 한
국의 법치 수준은 0.97로 OECD 평
균(1.27)보다 26% 뒤떨어져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법치 수준이 1%
개선될 때 국민소득은 최소 0.72%

연구내용

에서 최대 1.75%까지 개선되는 효

2006년에서 2013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투자와 인적자본 변수로 통제한 신고전학파

과가 있음을 밝혔다.

성장모형에 세계은행의 WGI 법치 지수를 추가하여 각국의 법의 지배 수준이 1인당 실질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법치 지수는 1인당 실질 국민소득에 통계
적으로 유의하고 일관되게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며 부패인식지수(CPI)를 가
지고 분석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 법치 지수를 개선하면 경제성장을 상당한 정도로 끌어올
릴 수 있음을 뜻한다. 본 연구의 중기효과 분석모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법치 수준이 1%
개선될 때, 1인당 실질 소득은 최소 0.72%에서 최대 1.75%까지 개선되는 효과가 있는 것
으로 추정된다.

평가
작금의 한국경제는 기존의 성장모형이 한계에 부딪치면서 저성장 기조가 계속되는 상황
이다. 본 연구는 한국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경제정책적 고민 외에 법 제도의 개선이 절
대적으로 필요한 이유와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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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서비스산업 대기업참여 제한의 문제점
김미애 | 부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IT서비스산업에 있어서 대기업을 국

정부는 대기업 중심의 소프트웨어산업에서 중소사업자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직접적

내 시장에서 배제하는 규모 차별적

인 지원정책과 대기업 영업제한 정책을 병행하여 시행해왔다.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정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

부의 정책에 따라 대기업참여 규제를 강화해오다가 2013년부터 전면적으로 공공부문 참
여를 금지시켰다. 하지만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적 규제는 시장의 경쟁을 왜곡하는 것은
물론이고 관련 산업의 발전과 참여 기업의 성장에 오히려 장애가 된다. 규제의 원래 취지

한 규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간
가격경쟁이 심화되어 수익성이 하락
하고 대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잃
게 되는 부정적 효과를 고려할 때 시

에 부합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장에서의 자율적인 경쟁과 성장을 저해하는 기업규모 차별

장의 기능을 활용하는 정책으로 전

적 규제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본 규제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에 대해 논할 필요가 있다.

환해야 한다.

연구내용
정부에서는 국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하여 대기업의 시장참여를 다각도로 제한해
오고 있다. 특히 IT서비스산업에서 중소사업자의 시장참여 비중은 매우 높은 데 반해 매
출은 대기업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문제가 지적되면서 2013년 이후에는 상호출자
제한집단 소속 대기업의 공공부문 IT서비스 참여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제가 시행되
었다. 그러나 규제가 시행된 이후 오히려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갖춘 중소기업은 과도한 가
격경쟁에 노출되어 수익성이 하락하고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회피하면서 시장
성장이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규제대상인 대기업이 해외 진출을 시도할 경우,
세계 최첨단의 국내 IT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의 공공IT서비스사업
이력이 없어 해외 입찰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시장의 성장과 산업의 글
로벌화 등을 고려치 않고 국내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게 되면 부정적 효과가 훨씬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규모 차별적 규제보다는 대중소기업 간 효율적인 역할
분담과 거래구조 개선을 통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의 기능을 활용하는 정책으
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평가
IT서비스산업과 관련하여 국내 시장에서 대기업참여를 제한하기보다는 시장의 기능을 활
용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함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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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의 외국자회사
배당금 과세제도 개선방안
정승영 |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기업의 외국 수익을 국내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기업의 외국 수익을 국내로 유입시켜 국내 투자를 유인하도록 국

로 유입시켜 국내 투자를 증가시키

내 기업의 외국자회사 배당금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는 유인책의 하나로서 OECD 회원
국 34개국 중 26개국이 도입한 원

연구내용
2015년 9월 정부가 발표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 계획 내 과세체계 합리화 영역에서 국
제소득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이 아닌 소득 면제방식으로 전환하는 ‘원천지 과세
주의’를 발표하였다. OECD 회원국 34개국 중 26개국이 외국자회사의 국내 배당에 대해
서 국내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원천지 과세주의를 선택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영국
과 일본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에서 원천지 과세주의를 도입하였다. 가상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을 때, 현재 상황으로는 법인세율이 높은 일본에 있는 기업보다 우리나라에 모
법인을 두고 있는 기업이 외국자회사의 국내 배당금액에 대해서 높은 과세부담을 갖게
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어서 이에 따른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한편,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법인세율이 누진단계 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이를 고
려할 때, 누진면세방식(Exemption with Progression)에 관한 검토도 진행하였다. 누진면
세방식은 현재 법인세 누진세율 체계를 고려할 때 도입도 고려할 만한 상황이다. 하지만
법인세율이 단일세율 체계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국가적 조세중립성과 해외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이중과세 문제의 논란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외국자회사의
국내 배당금액에 대해서 국내에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개선방향 이라
고 제시하였다

평가
원천지 과세주의 전환을 통해 국내 기업의 외국자회사가 국내로 배당하는 경우에 대해
서 국내 법인세 과세를 면제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유도책으로
서의 가능성이 존재함을 보인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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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활성화를 위한 상장사 제도합리화 과제:
회사법을 중심으로
김수연 | 책임연구원

연구배경 및 목적

2000년대 들어서 지속되는 IPO 감

IPO 시장의 활성화는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자본시장의 발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

소 추세를 지적하면서 회사법을 중

한 정책과제이다. M&A보다 상장을 선호하는 우리나라 벤처기업·벤처캐피탈의 특성을 고

심으로 상장기피 원인으로 작용할

려하더라도 기업생태계의 선순환적 발전을 위해서 상장 활성화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 IPO 감소 추세는 지속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회사법을 중심으로 상장
기피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장회사 관련 규제부담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제
를 제시하였다.

연구내용
「상장회사 특례규정 개선과제」로서 이원화된 상장회사 규제 및 상법의 소관부처는 법무
부, 자본시장법은 금융위원회로 구분된 관리체계 개선 및 2000년 도입된 대규모법인 기
준의 기업자산규모 증가율을 고려, 자산 3조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을 제언하였다. 주식
매수선택권(stock option) 부여 범위 확대 및 감사위원의 선·해임, 집중투표제도와 관련
한 특정 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폐지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특별한 법실증적 검토 없이
1.5%, 1%, 0.5%, 0.25%, 0.05%, 0.025%, 0.01%, 3% 등 복잡하게 규정된 소수주주 지분
요건 정비 및 준법통제시스템의 설계·운용에 관해서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 또한 「경영 효율성 제고과제」로 이사의 적극적 경영활동의 보장을 위한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출석의결권 과반수만으로 결의할 수 있도록 의결정족수 완화를 검토하였다.
「경영권 위협 경감과제」로서 신규 상장하는 회사에 한하여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허용
필요성 및 공격과 방어 사이에 공정하고 균형적인 경영권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신주인
수선택권(poison pill) 도입을 검토하였다.

평가
회사법상 IPO 저해 요소로 제기될 수 있는 규제적 요소들을 기업 측면에서 다양하게 검
토하여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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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M&A 현황 및 발전 과제
김수연 | 책임연구원

연구배경 및 목적

장기간 경기 침체로 인한 저성장 극

장기간 경기 침체로 인한 저성장 극복 전략으로 해외 M&A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복 전략으로 전 세계적으로 해외

우리나라의 M&A는 대부분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2014년 국내기업의 해

M&A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외기업 M&A 규모는 0.4조 원으로 전체 M&A 거래금액(51.2조 원)의 0.78%에 불과하다.
이에 해외 M&A의 장점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해외 M&A 저해 요소를 분석하여 개선과제
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내용
전 세계 FDI에서도 해외 M&A 투자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과거 미국 등 선진국
이 주도하였던 해외 M&A 인수시장에서 개도국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최근 중국은 정부
주도로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해외 M&A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도 신시
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해외 M&A를 진행 중에 있다. 해외 M&A의 경우 위험은 크지
만 시장에 이미 투입된 해외기술, 판매망 확보를 통해 새로운 사업기회와 성장동력을 단
기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며, 시장지배력 강화 및 산업주도권 유지를 위해 선제적 방어
목적으로 활용된다. 이에 정부는 2007년 및 2015년 해외 M&A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
책 및 규제개선을 마련하였지만 아직도 해외 M&A는 활성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원인으로 해외진출에 대한 인식 부족, 국내 경쟁에만 치우쳤던 경영마인드
그리고 현지시장 및 산업에 대한 정보수집능력의 제약 등이 지적되고 있다. 해외 M&A 활
성화를 위해서는 대기업이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정부의 전략적 지원이
요청된다. 또한 정부 및 유관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해외 M&A 지원요소들을 통합·집중하
여 하고, 경영자가 해외 M&A에 실패하더라도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는 경우 면책할
수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의 상법상 명문화를 통한 기업가정신의 제도화가 요청된다.

평가
최근 중국과 일본의 해외 M&A 추세를 우리나라와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해외 M&A의
미진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전략과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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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확보 방안:
고환율과 불황을 극복한 일본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김미애 | 부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일본 기업은 장기적인 안목, 과감한

장기화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 침체와 함께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국내 기업의 수익성

R&D 투자, 그리고 글로벌 M&A를

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경영혁신을 통해 엔고시기

통하여 고환율과 불황을 극복하였

와 불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일본 기업들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서 엔화 대비 원화의 고환
율이 계속되고 중국 기업의 추격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 환경에 직면
한 한국 기업에게 주는 시사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 이는 원고엔저로 가격경쟁력을
잃고 중국 기업의 약진으로 타격을
받는 우리나라 기업에게 주는 시사
점이 크며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
해야 한다.

연구내용
본 보고서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확보 방안을 제시하였다. 일본
기업이 고환율과 불황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장기적인 안목과
과감한 R&D 투자로 볼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혼다의 경우 엔고시기에도 친환경 자동차
용 전지 개발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토요타와 혼다의 경우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장을 선점하고 2013년을 기준으로 50%에 달하는 시장점유
를 유지할 수 있는 배경엔 엔고시기에 R&D 투자를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새로운 기
술을 상용화하는 데 주력했음이 존재한다. 또한 일본 기업의 경우 글로벌 M&A를 통해
시장 확대를 추진하였다는 점도 고환율과 불황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확보한 요인으로 주
장하였다. 2012년 공조기기 제조사였던 일본의 다이킨공업은 엔고를 이용해 미국 2위 에
어컨 제조사 굿맨글로벌을 인수한 결과 2012년 에어컨 공조기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 1위
를 차지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한국기
업이 고환율과 장기불황을 극복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평가
일본 기업의 고환율과 불황을 극복한 사례를 들어 극복 원인을 장기적인 안목, 과감한
R&D 투자, 그리고 글로벌 M&A를 제시하였다는 점과 우리나라 기업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연구라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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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ality of “Actions” by Activist Hedge
Funds and Public Policies on Chaebols:
Lessons from the Elliott-Samsung Dispute

신장섭 | 싱가포르국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연구배경 및 목적

엘리엇 펀드와 삼성그룹 간 경영권

벌처펀드(Vulture fund) 혹은 행동주의 펀드(Activist fund)로 불리는 엘리엇펀드(Elliott

분쟁은 한국의 기업집단들이 어떤

Associate)와 한국 최대 재벌인 삼성그룹 간에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엘리엇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지, 한국 정부

지난 6월 4일 삼성물산의 지분 7.12%를 확보하며 3대 주주로 떠오른 뒤 삼성물산과 제일
모직의 합병에 반대하는 기수(旗手)로 떠올랐다. 본고는 엘리엇과 삼성 간 분쟁에서 얘기
되는 합병비율 산정 불공정성 논쟁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다뤘다.

나 기관투자자들은 어떤 방침을 세
워야 할지 등을 숙고하게 만든 계기
였다. 본고는 기업경영권 안정과 중
장기 투자 유도를 위해 포이즌 필 도
입, 차등의결권제도 도입이 필요하

연구내용
엘리엇과 섬성 간 분쟁은 외국의 ‘행동주의 펀드’가 국내 최대 재벌 그룹의 핵심 의사결
정에 개입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첫 번째 시도이고 이에 따라 한국의 재벌들
이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지, 한국 정부나 기관투자자들은 어떤 방침을 세워야 할지
등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보다 깊이 있는 관찰과 분석이 필요
하다. 본고에서는 엘리엇과 행동주의 펀드들이 실제로 어떤 과정을 통해 ‘주주 이익’을 달
성하는지를 개관했다. 엘리엇에게는 ‘국제 알박기 펀드’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다. 또한 국
민연금이 이번 분쟁과 관련하여 국익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어느 쪽 손을 들어줄
지 결정하게 될 것이다. 또한 국내 기관투자자들도 국익에 대한 판단을 어느 정도 할 여
지가 있다. 내국인투자자이건 외국인투자자이건 삼성그룹의 다른 계열사에 함께 투자하
고 있는 기관들은 삼성물산 주가의 향방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계열
사 포트폴리오 가치의 변화에 대한 판단에 따라 합병 찬성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평가
본 보고서는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의 허상에서 벗어나 세계경제 상
황과 한국경제의 실제를 반영한 현실적 기업관에 기반을 두고 재벌 정책의 전면 재검토
를 주장하고 제도 개선안을 제시한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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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입증책임 판례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대표자인정상여제도를 중심으로
김미애 | 부연구위원
정승영 |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현행 대표자인정상여제도는 과세된

우리나라의 조세법 체계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었음을 과세관청이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

세금의 부당성을 주장하려면 본인의

지만, 대표자인정상여제도에서는 예외적으로 과세의 입증책임이 사실상 법인 대표자에

성실납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과세

게 전가되어 있다. 하지만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의 정보가 불완전하며 비대칭 관계를 이
루고 있기 때문에 입증책임의 정도에 따라 조세 관련 쟁송에서의 승패가 달라질 수 있
다. 따라서 적절한 수준의 과세 입증책임이 분담되어야 납세자와 과세당국의 도덕적 해
이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책임 분담 시나리오를 고려해보았다.

되어야 정당한지까지 증명토록 하고
있다. 납세자 입증책임 범위가 지나
치게 넓은 현행 대표자인상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과세
요건 입증책임을 과세관청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연구내용
현행 대표자인정상여제도는 탈루된 소득을 가져간 사람이 기업 내부 직원의 횡령이라 하
더라도 횡령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대표자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제
도이다. 본 연구는 납세자 입증책임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문제점이 있음을 주장한다.
납세자에게 부과된 세금이 정당하다는 것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할 경우 세금탈루액에
대하여 적절한 가산세를 추징함으로써 탈세자의 이익을 추징할 수 있고 과세관청의 성
실한 감독 의무도 유도할 수 있지만, 납세자가 부과된 세금이 부적절하다는 이의를 제기
하기 위해 본인이 성실하게 납세했음을 입증하는 것과 더불어 과세 대상자 적발 의무까
지 부담하면 오히려 불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할 유인이 있다는 것을 경제학의 게임 이론
을 통해 주장하고 있다. 과세요건 입증책임을 과세관청에 두되 그 입증도 수준을 조정하
여 납세자인 법인 대표자가 자신이 사외유출금액을 가져가지 않은 것을 입증하도록 하
는 것이 합리적임을 주장했다.

평가
현행 대표자인정상여제도는 과세된 세금의 부당성을 주장하려면 본인의 성실납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과세되어야 정당한지까지 증명토록 하고 있어, 납세자 입증책임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법리적 문제점을 경제학적 관점을 통해 지적하고, 대표자인상제도가 합
리적이기 위해서는 과세요건 입증책임을 과세관청에 두어야 함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의
미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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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투표제의 의무화 사례와 그 시사점
박수영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구배경 및 목적

집중투표제도를 의무화하는 것은 지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있는 국가는 러시아, 멕시코, 칠레 3개국 뿐이다. 이에 집중투표

분 다수결의 원칙에 반하며, 주주평

제도의 의무화 추진과 관련하여 집중투표제도 의무화로 인한 사례와 그에 대한 문제점을

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집중투표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살펴 집중투표제도의 효율적인 운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연구내용

제 의무화 추진은 글로벌 스탠더드
에 반하며, 기업의 자율성 강화에 대
한 역행이라 할 수 있다. 각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집중투표제를 실

미국에서 집중투표의 도입 취지는 다수주주로부터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

시할 것인지는 기업의 자율적 결정

었다. 그러나 기업 내부에서의 지배권 확보 및 경영권 쟁탈을 위한 분쟁이 심화되어, 많은

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기업들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집중투표제를 회피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거나 집중투표
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주(州)로의 기업 이전을 꾀하게 되었다. 미국의 많은 주들이 집
중투표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의무화하였으나, 현재는 매우 적은 수의 기업을 가지고 있는
5개 주만이 모든 회사에 대하여 강행 규정화하고 있다. 일본도 1950년에 의무화를 규정
하였으나 주주 간 파벌 싸움과 경영효율성 저하를 이유로 1974년 임의규정으로 전환하였
다. 집중투표제를 통해 소수주주 측 이사가 이사회의 다수를 점하는 경우는 집중투표제
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수주주들은 자신들의 후
보를 선출하기 위하여 절차와 방법을 연구하여 선출 가능한 의결권 수를 계산하여 대비
함에 반해, 대주주 등은 충분한 대비 없이 임하는 경향이 많다. 주주 간에 의결권 수의 정
확한 계산, 이사 후보 중 어느 후보에게 얼마나 투표할 것인지 등 사전 대비가 필요하며,
이러한 집중투표를 의무화하는 경우 이사 선출에 대한 대비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낭비
하게 된다.

평가
집중투표제의 의무화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로 의무화 추진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반하며,
기업의 자율성 강화에 대한 역행임을 지적하고 기업의 자율적 결정을 강조한 데에 의의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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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의 포이즌 필 법제 및
운영현황에 관한 연구
문상일 | 인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연구배경 및 목적

국내 상장기업의 외국인 지분율이

국내 주요 기업의 외국인 지분비율이 증가하면서 외국계 투기자본에 의한 적대적 M&A

높아지면서 적대적 M&A 가능성 또

가능성도 높아지는 등 기업시장 환경이 변화되고 있다. 현재 운용되는 적대적 M&A 방어

한 높아지고 있지만 국내 관련 법제

장치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주가조작 등 위법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
며,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될 위험성도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보다 효율적이라고
평가되는 선진 제도의 도입을 재검토해야 한다.

연구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적대적 M&A가 발생할 경우 주주총회 소집을 통한 재무구조 개편, 주
요자산의 매각, 회사분할을 비롯한 자산구조조정, 자기주식의 취득한도 확대 등의 장치
를 통해 방어하고 있다. 하지만 신속하면서 실효성 있는 적대적 M&A 방어장치로는 활용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포이즌 필은 적대적 인수자가 기업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취득할 경우, 이사회가 기업의 다른 주주들에게 주식을 저렴한 가격으로 인수할 수 있도
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적대적 인수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비율을 낮추고 그 가
치를 희석시킴으로써 적대적 M&A를 방어하는 역할을 한다. 더구나 포이즌 필 제도는 기
업의 추가 비용 부담을 최소화해 빠르게 발동할 수 있고, 실행하지 않더라도 기업 이사회
의 협상력을 제고시키는 등 기업가치 유지와 일반주주들 이익 극대화에 효과적이다. 이
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국내 법제에도 기업을 적대적 M&A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형 포이즌 필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평가
국내 상장기업의 외국인 지분율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적대적 M&A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방어수단으로서 주요국의 포이즌 필
제도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한국형 제도로서 도입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이 의의를 갖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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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적대적 M&A 방어수단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형 포이즌 필 제도
등을 도입해 적대적 M&A 위협을 줄
여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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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재현 | 중견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제도에

현행 제도는 과도한 중소기업 보호제도로 중견·대기업의 시장 진입 차단, 수요자의 권리

경쟁 도입을 위해 공급집중도가 크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자유무역협정 당사국과의 통상 문제 발생 소지가 있는 것으

게 나타나는 상위금액 구간에 대한

로 평가된다. 특정 품목 계약을 중소기업에 전체 할당함에 따라, 경쟁부재에 따른 공공
조달시장의 품질 저하 및 중소기업의 성장 정체 문제 등이 발생한다. 본 보고서는 현행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제도의 내용과 문제점을 고찰하고, 제도의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다.

지정 제외가 필요하며, 중소기업에
할당된 조달분이라 하더라도 계약 특
성에 따라 중견·대기업의 진입을 허
용하는 예외조항을 통해서 과도한
중소기업 보호를 완화는 방향의 제
도 개선이 필요하다.

연구내용
본 제도는 조달시장에서 특정 품목을 지정하여 중소기업에게만 입찰참가자격을 허용함
에 따라 조달시장 경쟁력 약화, 공급집중도 심화 및 중소기업의 성장 유인 감소 등의 문
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의 공급집중
도를 분석한 결과 상위금액 구간에서 높은 공급집중도가 나타났으며, 이는 조달시장 진
입장벽에 따른 효과로 판단된다. 또한 공공조달에 따른 기업 성장효과 분석 결과 전체 매
출액에서 차지하는 조달 비중이 높을수록 매출 성장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참여 중소기업의 조달의존도가 높을수록 성장이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도적 문
제점으로는 기업과 수요자의 경제활동의 자유 침해 및 자유무역협정 상대국과의 통상마
찰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국내 제도와 유사한 공공조달 중소기업 지원 해외 사례를 살펴
보면 대기업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국내 제도와는 차이를 나타내며, 이는 조달시
장에서의 경제성을 극대화하고 경쟁원칙을 준수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평가
본 연구는 공공조달시장의 중소기업 지원제도인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제도의 문
제점을 고찰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 데 의의가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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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개혁과
내수 회복 방안을
제시하다

임금피크제, 근로자보호법,
파견법, 통상임금 등 노동시장의 세부 이슈와
민간소비 진작, 투자 유도를 통한
경기 회복 방안을 찾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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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보호법,
과연 근로자를 보호하는가?:
기간제 및 파견근로 관련 법을 중심으로

박성준 | 선임연구위원
변양규 | 연구위원, 거시연구실장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노동

19대 국회에서는 노동 관련법에 대한 수많은 개정발의안이 제출되고 있어 우리나라 노동

력 사용을 규제함으로써 근로자를

시장의 일대 지각변동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작년 3월 개정된 법들의 내

보호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접

용을 살펴보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해치면서 고용안정성 제고를 위한 핵심 내용 개정은
전혀 효과가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만든 법이
노동비용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근로자를 보호하지도 못하는 문제점을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개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연구내용
근로자 보호 취지하에 국회에서 개정발의된 노동 관련법 중 특히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
간 근로자 보호)에 대한 발의안은 근로자를 위한 핵심적인 사항을 개정치 못함으로 인해
여러 문제점을 초래하였다. 기간제 근로자들의 정규직화를 통해 고용안정을 유도하기 위
한 이 법안은 기업에게는 비용부담, 근로자에게는 실업이나 해고의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
를 초래하여 법안의 근본 목적도 달성하지 못한 채 일자리를 위축시킬 전망이다. 한편, 파
견근로자 역시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 이후 최근에 올수록 파견기간이 짧아지는 현상이
뚜렷해졌다. 이는 파견허용업무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간헐적 업무에 주로 파
견근로자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파견법도 원활한 노동수급
을 달성하지 못한 채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성만 낮아지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처
럼 최근 개정된 노동 법안들로 인해 오히려 근로자의 고용이 불안정해진 것이 최근의 사
정이다. 비록 좋은 의도로 시작된 법안들일지라도, 결과적으로 근로자, 기업 모두에게 악
영향을 미치는 현실을 반영해 일부 조항들의 조속한 개정이 절실하다. 특히, 노동력 사용
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완화하면서 불합리한 차별은 금지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평가
우리나라 노동법은 규제를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규제만능주의적 성향이 강하
다. 본 연구는 이런 단점을 데이터를 통해 명확히 보여주었으며, 이를 통해 기간제법과 파
견법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부작용만 초래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에 그 의의
가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근은 소기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한
채 고용 위축이라는 부작용만 초래
하였다. 본 연구는 데이터 분석을 통
해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법 개
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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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통상임금 하급심 판결에 대한
비판적 분석 및 시사점
김선우 | 연구원

연구배경 및 목적

통상임금 입법 논의 시, 1개월의 기

통상임금을 둘러싼 혼란은 2013년 12월 18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상당 부분 진정되었지

간제한 규정을 두어 소정근로의 대

만 이후 하급심 판단을 보면 여전히 새로운 쟁점이 야기되고 있고, 통상임금 입법 등을

가의 의미를 밝히고 네거티브 방식

논의하던 노사정의 노동시장 구조개선 대타협도 2015년 4월 최종적으로 결렬되었다. 이
에 정부는 3대 현안 중 논의가 무르익은 통상임금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최근 통상임금
하급심 판결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연구내용
하급심 판결 내용을 정리해보면 쟁점은 (가)상여금 지급요건 부가의 유효성 판단과 (나)신
의칙 적용 요건 판단으로 요약된다. (가)와 관련해서는 정기상여금이 복합적 성격을 가지
고 있음을 고려해볼 때 최소근무일요건 등 일정한 지급조건을 부가하는 합의가 있다면
이러한 합의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아니고 다만 통상임금 판단 시 고정성이 결여된다는
해석이 타당하다. 노사 간 분쟁 종식 및 향후 임금체계 개편 촉진을 위해서는 입법 논의
시 1개월의 기간제한 규정을 두어 소정근로의 대가의 의미를 밝히고 네거티브 방식을 통
해 제외금품을 구체화함과 동시에, 기업 단위 노사합의로 정한 통상임금의 범위는 유효
하다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나)와 관련해서는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 판단이 문제되
는데 이는 기업 내부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기업가도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기업 성쇠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기업의 몫이라는 점과 전원합의체 판결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은
신의칙이 적용되기 위한 ‘특별한 사정’을 구성하는 내용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합의한 임금 수준을 초과한 과도한 재정적 지출이 예상되면 중대한 경영상 어
려움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또 신의칙 적용 판단 시 당해 연도의 이
익잉여금, 현금성 자산을 근거로 제시한 하급심이 발견되는데 이익잉여금은 불임소득개
념이 아니고 현금성 자산은 본래 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이들 근거로 ‘중대한 경영상 어
려움’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평가
언급한 관련 판례들을 통해 통상임금성 여부와 신의칙 적용 여부를 사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논란을 종결짓기 위한 국회의 명확한 입법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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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제외금품을 구체화함과 동
시에 기업 단위 노사합의로 정한 통
상임금의 범위는 유효하다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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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의 비용절감 규모 및 시사점
우광호 | 부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정년연장 비용을 추정해 그 규모를

2016년 정년 60세 시대가 시작될 예정이다. 하지만 연장법안에 정년 60세가 의무화된 반

확인하고 정년연장 연착륙을 위한 참

면, 이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조치는 모호하게 언급되어 있다. 또한 막대한 비용이 수반

고자료로 제공하고자 진행되었다.

되는 정책은 그 비용과 파급효과에 심도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함에도 관련 연구나 발생
비용에 관한 추정은 전무하다. 이 결과 기존 노동 관련 이슈와 맞물려 노사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수순을 밟고 있다. 본 연구는 정년연장 비용을 추정해 그 규모를 확인하고 정
년연장의 연착륙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하고자 진행되었다.

연구내용
분석 결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현 임금체계를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정년연장에 따
른 추가 인건비 부담액은 107조 원으로 추정되었다. 갑작스런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금피크제가 실시될 경우, 5년간 총 26조 원의 인건비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
된다. 이는 29세 정규직 근로자 31만 명을 신규 채용할 수 있는 규모이다. 근로자가 노동
시장에 안정적으로 잔류하기 위해서는 기업 지불능력이 필수요소이다. 이 부분을 고려하
지 않은 급진적, 무조건적 정년연장은 중고령 근로자 일자리 안정성을 크게 해치는 부작
용을 가져올 수 있다.

평가
임금피크제 실시의 문제는 집단동의를 고수하기보다 개별동의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
다면 이를 인정함으로써 해결 가능하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중고령 근로자 일자
리 안정성 확보, 기업경쟁력 강화, 청년고용절벽 완화, 이 세 악기의 조화로운 3중주가 반
드시 필요한 시점임을 부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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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임금피크제로 절약되는 비용을
제시해 사회적 합의점 도출에 도움
이 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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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도급 관련 판례 법리 분석과 시사점
김선우 | 연구원

연구배경 및 목적

대법원 판결 이후 최근 사내도급 관

2010년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와 현대자동차가 파견관계에 있음을 인정한 대

련 하급심을 보건데, 향후 파견법 개

법원 판결 이후 현재까지도 파견도급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거치기 전

정 논의 시 파견도급의 구별기준, 사

까지는 예측하기 어렵고 그 외 파견법의 해석과 관련해서도 법문언이 명확하지 않아 구
체적 사례에서 해석상 쟁점이 되고 있다. 법원 해석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파견법 개
정 논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연구내용
지난해 하급심은 컨베이어벨트 공정이 아닌 생산관리·출고·포장 등 간접생산공정까지
도 파견근로라고 인정했고 처음으로 1차 협력업체를 넘어 2차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원청
과 묵시적으로 파견근로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 판례를 살펴보면 ‘실질적 지휘감독’
여부가 도급파견판단의 주요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파견으로 인정되기 위한 지휘명령
과 구분되는 도급계약상 허용되는 지시권에 대한 법리적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고 있지
않다. 올해 2월 대법원은 처음으로 근로자파견 판단의 원칙을 제시하였지만 우리 민법은
도급에 대해 단지 일의 완성이라는 결과만을 수급인에게 요하고 있어 법원이 제시한 요
소 모두가 파견으로 인정되기 위한 본질적인 내용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또 파견으로
판단돼 원청에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더라도 원청과 직접 고용할 근로자 간 적용될 고용
형태와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파견근로자 보호
와 원활한 인력수급 양자 모두 우리 파견법이 그 목적으로 삼고 있음을 고려할 때 원칙
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으로서
기존 도급계약의 내용,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평가
현재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파견사용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2차, 3차 협력업체까지 인력사용에 위축이 초래될 것이 예상됨을 보여주었
다. 향후 파견법 개정 논의 시 파견도급의 구별기준, 사용사업주의 고용의무 이행에 있어
적용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파견법상 사용사업주의 차별시정책임범위에 대해 명확
히 해야 함을 판례 분석을 통해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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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사용사업주의 차별시정책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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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허용범위 확대와
뿌리산업 인력부족 해소 가능성
변양규 | 연구위원, 거시연구실장
우광호 | 부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제조업 파견이 전면 금지된 상황에

우리나라 파견법은 세계적 추세와는 달리 고용안정성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해 노

서 만성적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뿌

동시장의 경직성이 가중되고 일자리 창출 여력이 잠식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리산업의 실태와 법안 개정 시 신규

상황에서, 최근 뿌리산업 파견허용을 포함한 파견허용 업종을 확대하는 내용의 파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본 연구는 뿌리산업 파견허용이 일자리 창출과 뿌리산업 인력부족
해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내용
전국 사업체 조사 및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를 바탕으로 뿌리산업의 인력부족 인원
을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규 창출 가능한 일자리 규모를 분석한 결과, 파견규제 완
화에 따른 뿌리산업 일자리 창출 규모는 최대 1만 3천 명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정규직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체하지 않고 파견 허용범위를 확대할 경우 창출할 수 있
는 일자리 수요를 계산한 수치다. 따라서 파견을 허용할 경우, 만성적인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뿌리산업의 인력난이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

평가
본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도 일본이나 독일처럼 뿌리산업을 포함한 제조업 여러 분
야에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파견법 개정을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파견제도의 남용 문제는 파견근로의 질을 높이고 파견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파견근로 자체를 규제하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인지시키
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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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 가능한 일자리 규모를 추정해
유연한 인력사용을 통한 법 개정이
해당 산업에서 반드시 필요함을 보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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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의 비용 추정
변양규 | 연구위원, 거시연구실장
우광호 | 부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현재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논의는

정책을 도입하기에 앞서 정책 시행에 따른 비용분석을 통해 제도의 파급효과와 그에 따

단축 시 미치는 사회적, 경제적 파급

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논의는

효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 결과 없이

정확한 분석 결과 없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비
용을 분석해 올바른 정책수립 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 추정과 이에 따른 부작용을 감
안한 정책이 시행되어야 함을 주장

연구내용
분석 결과, 근로시간 단축 시 추가부담은 총 12조 3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연장 근로시간이 주당 12시간으로 제한되고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될 경우 기
존 근로자들의 임금변화분인 1,754억 원, 인력부족에 따른 인력보충 비용 12조 1천억 원
을 합한 금액이다. 특히 300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부담해야 할 비용
은 연간 8조 6천억 원으로 총 비용인 12조 3천억 원의 7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산업별로는 초과근로가 가장 많은 제조업에서 총 비용의 60%에 해당하는 7조 4천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게다가 영세사업장 비중이 높은 도소매·음식·숙
박업종 등에서도 총 비용의 22%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가
근로시간 단축은 한국경제 특히, 제조업 경쟁력과 영세 사업장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므
로 점진적이며 현실에 부합하는 단축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규모에 따라 확대 적용되는 시점을 현재보다 긴 시간을 주어 정책이 실근로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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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고용의 대책에 관한 연구 (I):
특히 비정규고용의 규제의 방향 중 차별금지접근방식 및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의 문제점과 평가

김희성 | 초빙연구위원,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정부가 제시한 차별금지접근방

최근 정부에서 제시한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은 법리적으로도,

식 및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 제고

제도적으로도 적지 않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에 정부 제시안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

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법을

적하고 바람직한 차별시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내용
최근 정부에서 제시한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우선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대리하여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노조의 차
별시정 신청대리권’의 도입을 비롯하여, 지난 2014년 비정규직법 개정을 통해서 도입된
차별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그 밖에 비
교 대상 근로자가 없더라도 각종 복리후생에 있어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
이드라인의 형태로 지도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문제는 현행 차별금지 및 차별시정제도
가 가지고 있는 접근법은 비정규직 보호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에 격차(차별) 시정이 기
업과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나아가 그것이 해고 법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
인가 하는 관점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금지와 정규직 전환을 골자
로 한 정부의 대증적(anti-symptom) 규제로 인해 비정규직의 임금과 근로조건이 정규직
수준으로 맞추어진다면,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의 효용은 제고될 수 있으나, 기업의 정규
직 채용 수요는 증가하지 않으면서 비정규직 채용 수요는 오히려 감소하여 구직자들의
취업 기회를 위축할 가능성이 높다. 위의 논의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대증적인
규제보다는 정규직 채용에 수반되는 노동비용의 하락을 유도함으로써 정규직 채용수요
를 증대시켜 비정규직 문제 및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 해소 문제는 차별금지접근방식에 의한 해결이 아
닌 해고규제 완화(정규직의 고용보장의 완화)에 따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교체 가능성
인정과 사회적 안전망 정비에 그 해법이 있다고 생각된다.

평가
정부가 제시한 비정규고용에 관한 차별시정 방안의 문제점을 평가함으로써 바람직한 노
동시장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제시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는 (1)정규직 고용보장 완화에
따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교체 가
능성의 인정과 (2)사회적 안전망 정
비를 통해서 해소되어야 한다.

2. 현안정책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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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고용의 대책에 관한 연구 (II):
기간제근로를 중심으로
김희성 | 초빙연구위원,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구배경 및 목적

입구규제(사유제한), 출구규제(기간

현재 저성장기조 속에서 많은 기업이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새누리당이 발

상한 및 갱신횟수 제한) 및 내용규제

의한 노동개혁입법안과 정부의 비정규칙 종합대책이 현실화될 경우 기업의 인력운용에

(차별금지)를 모두 충족하는 하드 로

대한 부담을 심화시켜 일자리가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
한 배경을 기초로 하여, 비정규직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현
재 노동시장에 부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hard law) 성격의 경직된 규제인
기간제근로의 입법안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여 시장상황을 반영
한 합리적인 인력 운용이 가능하도
록 시장친화적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연구내용
기간제 근로관계에 관한 보호체계를 재검토하고 개선하는 일은 매우 시급한 과제가 아
닐 수 없으며,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한 노동법적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의 유연성 제고와 실업의 방지와 같은 노동시장적 관점과 해당 근로자에 대한 적정 근로
조건의 보호라는 관점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간
제근로의 입법안은 입구규제(사유제한), 출구규제(기간상한 및 갱신횟수 제한) 및 내용규
제(차별금지)를 모두 충족하는 그야말로 하드 로(hard law) 성격의 경직된 규제이다. 이는
EU입법지침이 계속적인 기간제 고용계약 또는 고용관계 활용에 따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1) 기간제 계약 또는 고용관계의 갱신을 정당화하는 객관적 사유의 요건, (2) 연속
적 기간제 고용계약 또는 관계의 총 사용기간의 설정, (3) 그러한 계약 또는 관계의 갱신
횟수 중 하나 이상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보다 매우 엄격하고 가중된 규제이다. 현재 새누
리당의 입법안과 정부의 비정규칙 종합대책은 사실상 비정규직의 범위를 과도하게 넓히
고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규제만을 강화함으로써, 고용의 주체인 기업의 상황과 노동시
장의 현실은 도외시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여 시장 상황을
반영한 합리적인 인력 운용이 가능한 토양을 만들지 않고서는 지금의 위기를 돌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일자리 창출 자체를 기대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입법안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평가
최근 새누리당이 발의한 노동개혁입법안, 특히 기간제근로 입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입법개정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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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고용의 대책에 관한 연구 (III):
파견근로를 중심으로
김희성 | 초빙연구위원,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구배경 및 목적

파견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는 근로

우리나라는 여전히 정규직 고용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는 수단인 기간제나 파견 등에 대

자파견법의 제정 목적인 근로자파견

한 규제를 강화해가고 있으며, 최근 사내도급의 적법성 또한 엄격하게 해석하는 법원의

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인력수급을

판단이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고용상황은 ‘하르츠 개혁’과 ‘어젠다 2010’을 통해
노동시장 규제 완화, 해고보호 완화 등을 추진하면서 기업의 경영활동 및 국가경제에 활
력을 불어넣은 독일, ‘아베노믹스’를 뒷받침하기 위해 노동 관계 법령의 규제를 대폭 완화
하기로 결정한 일본 등 선진국들의 추세와 대비된다. 파견근로와 관련된 기존 논의를 제
반적으로 검토하고 비정규직을 둘러싼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내용
외국의 예를 보면 독일과 일본의 근로자파견제도는 그 발생 취지에 맞게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되 균등대우 등 그 보완적 조치를 병행하는 틀을 보여주고 있다. 독일의 파
견근로 사용기간에 대한 새로운 규제 도입 고민이나 일본의 제조업 파견근로 재금지 논
의 등이 그러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파견근로시장의 부정적인 측면만 노출시
켜 적극적인 활용방안은 아예 제기되지도 못하고 오히려 소규모라도 현존하는 파견시장
에 대한 규제만 강화하는 정책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파견법)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인 근로자파견 사업의 적정한 운
영과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보완이나 개선이 이루어지
지 못하였다. 독일이나 일본 등에서는 노동력 수급 문제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파견근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여 온 것에 비하면 극명한 정책 전개의 차이를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근로자파견법의 허용 시스템을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으로 개편하고 제조
업 파견 허용 및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 노조와 협의를 통한 추가적 파견근로 사
용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평가
최근 새누리당이 발의한 노동개혁입법안, 특히 파견근로 입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외
국의 근로자파견법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향후 근로자파견법 개선 입법대안의 기본방
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원활하게 하는 내용에 부합하지 않
는다.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 도입,
제조업 파견 허용 등 입법 취지에 부
합하는 근로자파견법 개선방안을 강
구하여야 한다.

2. 현안정책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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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 파견법 개정 내용과 시사점
변양규 | 연구위원, 거시연구실장
이수정 | 연구원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일본은 (1) 파견기간 규제 합리

최근 일본은 파견법 개정을 통해 원활한 노동수급 및 근로자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화, (2) 허가제로의 일원화, (3) 파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는 2015년 9월 개정된 일본 파견법 내용을 살펴보고, 이

근로자의 균형처우의 강화를 포함하

를 통해 우리나라 파견법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내용

는 파견법 개정을 이루었다. 이를 통
해 파견사용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
고, 동시에 파견근로자의 경력향상
지원을 확대할 전망이다. 우리나라

최근 아베 정부는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파견근로 사용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기 위한 파

도 규제일변도 접근에서 벗어나 파

견법 개정을 추진하여 2015년 9월 개정 파견법이 성립되었다. 주요 내용은 (1) 파견기간 규

견활성화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제 합리화, (2) 허가제로의 일원화, (3) 파견근로자의 균형처우의 강화, 경력향상 지원 및 고
용안정 등이다. 핵심 사항은 전문 26업무와 자유화업무에 관한 규제를 통일하여 파견기간
상한을 3년으로 함으로써 기간 산정기준이 ‘업무당 3년’에서 ‘1인당 3년’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사용사업주는 동일업무에 있어서 파견근로자를 계속 교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
하게 된 것이다. 또한, 파견사업의 건전화를 위해 특정 근로자 파견사업(신고제)과 일반 근
로자 파견사업(허가제)의 구별을 폐지하고 모든 근로자 파견사업을 허가제로 함으로써 파
견근로자의 근로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개정 파견법은
파견근로자의 균형처우의 강화, 경력향상 지원 및 고용안정을 위한 여러 조치를 도입하였
다. 종합해보면, 일본은 파견근로 사용에 대한 입구규제(사용사유 등에 대한 규제) 및 출
구규제(사용기간 등에 대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완화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과 동시
에 내용규제(차별시정 및 근로여건 개선에 관한 규제)는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파견근로
자의 고용안정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파견근로 자체에 대한 규제는 철폐하
여 보편적인 노동시장 유연화 추세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파견근로의 질적 향
상과 파견근로자 보호를 강화해나가는 방향으로 파견법이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평가
본 연구는 파견근로 사용에 대한 규제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우리나라 파견법의
접근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최근 일본 파견법의 개정 내용과 방향을 상
세히 제공함으로써 일본의 파견법 개정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우리나라 파
견법 개정방향도 제시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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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해고비용 추정 및 국제비교:
OECD와 BRICS 국가를 중심으로
이진영 | 부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OECD 및 BRICS 국가의 법적 해고

높은 고용조정비용, 특히 높은 해고비용은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유연한 고용조정을 어

비용을 추정한 결과 한국의 법적 해

렵게 하여 기업의 생산비용을 상승시키고 기업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한다. 한국의 해고

고비용은 전체 39개국 중 이스라엘

비용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OECD와 BRICS 국가의 법적 해고비용을 추정하여
비교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과 함께 공동 3위로, 일본에 비해 6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
나치게 높은 법적 해고비용을 낮춰
근로자 보호와 노동시장 유연화를

연구내용

조화시킬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

법적 해고비용은 근로자 한 명을 해고할 때 드는 법적 최소의무비용으로 해고예고비용

하다.

과 해고수당비용의 합의 현재가치로 측정하였다. OECD 및 ILO의 근로자 보호조항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OECD 및 BRICS 국가의 법적 해고비용을 추정한 결과, 한국의 법적 해
고비용(14.74주)은 전체 39개국 중 1위 이탈리아(17.21주), 2위 터키(16.22주)에 이어 이스라
엘과 함께 공동 3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7.79주)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치로, 현 시점에서 근로자 한 명 해고 시 한국은 약 15주치의 급여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반면 OECD 국가는 약 8주치의 급여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한국과 수출경합도가 높은 중국(14.06주)과 일본(2.48주)도 한국에 비해 법
적 해고비용이 낮았다. 한국의 법적 해고비용이 높은 원인은 39개국 중 2위에 달하는 높
은 해고수당 의무 기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절한 해고규제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을 도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나, 높은 해고비용은 노동시장 경직성 증가, 이중노동시
장 현상의 심화 등 여러 가지 비효율성을 야기한다. 퇴직자 보호기능이 크지 않은 해고
수당을 낮추는 대신 기업 부담의 고용보험 기여도를 높이거나, 현재 실시되고 있는 중소
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근로자 보호와 노동시장 유연화를 조화시
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평가
현재까지 해고비용의 국가별 비교가 어려웠던 가장 큰 이유는 기존 연구들이 해고 관련
규정에 대한 정성적 자료를 이용했기 때문이었다. 본 연구는 법적 해고비용 추정을 통해
OECD와 BRICS 국가의 법적 해고비용의 정량적 비교를 가능하게 하였고,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2. 현안정책 대응

2015 시장경제연구백서

비정규직법의 풍선효과 분석과 시사점
우광호 | 부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자유시장경제에서 규제는 항상 예상

본 연구는 비정규직법 시행 8년이 지난 시점에서 해당 법 시행효과를 분석하였다. 해당

치 못한 부작용의 가능성이 존재한

법안을 분석한 기존 연구들은 분석대상 기간이 짧아 시행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다. 본 연구는 비정규직보호법 효과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를 통해 노동시장의 구조변화를 살펴보고 규제가
노동시장에 준 영향을 분석해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법 시행 전인 2005년부터 2014년까지의 10년간 자료를 이용해 비정규직
관련 기초통계분석과 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초통계분석 결과, 기간제
근로자는 감소하지 않고 파견, 용역, 특수형태 근로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기간제근로자 임금과 비정규직근로자 계약갱신 비율은 감소해 비정규직근로
자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성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 결과는 단기에는 정규
직 고용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지만 장기에는 오히려 정규직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이
확인되었으며 다른 형태의 비정규직근로가 증가하는 효과가 확인되었다.

평가
세계 경기와 인력수급 현황, 그리고 노동시장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규제 일변도 정책은
항상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 노동개혁을 통해 한국 노동시장에 과도한 규
제를 걷어내고 유연성을 부여해 일자리 창출과 경쟁력 확보에 노력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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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력 청년층 체감실업률 추정과
노동시장개혁의 필요성
유진성 | 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22.4%로 공

2015년 6월 청년실업률은 10.2%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전체실업률(15~64세 4.1%)의 2.5

식실업률 9.7%의 2.3배인 것으로

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실제 피부로 느끼는 체감 청년실업률은 정부가 공식적

나타났다. 특히 대학교 학력 이상의

으로 발표하는 실업률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통계청의 고용보조지표 3을 이용하여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을 추정하여 청년실
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남성의 청년 체감실업률은 27.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실
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규직 과
보호 완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
출이 필수적인 바, 노동시장개혁을

연구내용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을 추계한 결과 올해 들어 8월까지 청년층의 평균 체감실업률은
22.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같은 기간 청년층의 공식실업률(평균치) 9.7%
의 2.3배에 해당하는 수치로 청년실업이 실제로는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학
력별로 살펴본 청년 체감실업률은 대학교 이상에서 25.3%로 가장 높았으며, 고등학교 이
하 21.4%, 전문대 18.4%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교 이상에서 청년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이유로는 대학교보다 전문대의 졸업생 취업률이 더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학력
인플레로 고학력자가 늘어나면서 고학력층 눈높이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대
학교 이상 남성의 청년 체감실업률은 27.9%로 가장 높았으며, 전문대 여성의 청년 체감
실업률은 17.0%로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학력층 남성의 청년층 체감실업률이
가장 높다는 사실은 현재의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수
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의 청년 채용여력 확대를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확산, 정규
직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일반해고 요건 완화를 포함하는 노동시장개
혁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평가
본 연구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을 추정함으로
써 청년실업이 공식적인 청년실업률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며 고학력층 남성의 경우에
청년실업이 가장 심각하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청년실업의 해결방
안으로써 정규직 고용보호 완화 및 고용유연화 등 노동시장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연구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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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자 가구의 소득불균등 추이와 시사점
이진영 | 부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자영자의 소득불균등도는 2010년

최근 들어 취업자 중 자영자 비중은 감소한 반면, 자영자 중 영세자영자(고용원 수가 4

이후 악화되어 2014년 현재 2008

명 이하인 자영업주)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자영자 가구의 소득 및 불

년 금융위기 수준과 비슷한 것으로

균등도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자영자 가구의 지니계수 추이 및 소득원천이 지니계
수에 미치는 한계 효과를 추정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나타났다. 자영자 가구의 소득불균
등도를 완화하려면 자영자의 사업소
득 창출력을 강화하고 가구주 이외
가구원의 소득창출력을 제고할 수

연구내용
2003~2014년 가계동향조사 분석 결과, 2014년 현재 임금근로자의 소득불균등도는 2008
년 금융위기 수준에 비해 개선된 반면, 자영자의 소득불균등도는 2010년 이후 악화되어
금융위기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또한 자영자 소득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
는 사업소득과 임금근로자 소득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구주 근로소득은 증가 시
소득불균등도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영자 소득의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
지하는 기타 가구원 근로소득과 임금근로자 소득의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배우
자 근로소득은 증가 시 소득불균등도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소득원천이 소
득불균등도를 악화시킨 원인은 부소득원천이 있는 가구의 수가 적어 부소득원천이 증가
할 경우 오히려 가구 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기 때문이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자영
업 컨설팅 지원 및 직업 훈련 등을 통한 자영자의 사업소득 창출력 강화, 노동시장 개혁
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비자발적 자영자 증가 방지, 청년 고용 확대를 통한 가구주
이외 가구원의 소득창출력 제고 등의 정책을 통해 자영자 가구의 소득불균등도가 완화
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평가
자영자 및 임금근로자 가구의 소득구조와 지니계수의 최근 추이를 제공하고 소득원천이
지니계수에 미치는 효과 추정을 통해 자영자를 위한 소득불균등 완화 정책을 제안하였
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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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저물가 시기의
우리나라 통화정책 점검
김성훈 | 부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2012년 6월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

현재 우리나라 통화정책의 기본 틀인 물가안정목표제도(inflation targeting)의 도입 배경을

률이 0~1%대에 머물면서 한국은행

살펴보고 최근 물가 목표범위의 하한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낮은 물가상승률에 내재

의 물가안정 목표범위(현재 2.5~

한 문제점들을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저성장 저물가 시기의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 유
지와 기대 디플레이션 확산 방지를 위한 통화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3.5%)의 하한에도 못 미치고, 저성
장은 고착화되어가고 있다. 한국은
행은 통화정책의 신뢰회복을 위해서
라도 기준금리의 방향과 통화정책의

연구내용

스탠스를 명확히 하고 중장기 물가

물가 목표범위의 하한을 밑도는 낮은 물가상승률에 내재한 문제점들 가운데 ‘통화정책의

안정 목표범위를 제시해야 한다.

신뢰 손실’과 ‘기대 디플레이션의 위험성’을 중심으로 살펴본 후, 현재 통화정책의 기본
틀인 물가안정목표제도 내에서 한국은행의 바람직한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논의한다. 물
가안정 목표범위는 첫째, 우리가 작은 개방 경제라는 근본적인 특징과 세계경제의 불확
실성 정도를 반영해 지속가능하도록 설정되어야 하고, 둘째, 통화정책의 스탠스는 미리
명시된 물가범위와 실제 경기 상황을 서로 비추어 예측 가능해야 한다. 이것이 두 가지
원칙이다.
이 두 가지 원칙에 비추어 보면, 한국은행은 다음 3년간(2016~2018년)의 중기 물가 목표
범위 설정에 대해 앞서 공개적 논의를 시작해야 하고,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통해 2015년
현재 통화정책의 스탠스가 경기 회복과 확장을 돕는 데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추구하는 정책수단들 사이에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도 있고 대체적인 관계도 있다는 점이다. 현재 재정·금융·통화 당국
들 사이에 분산되어 있는 정책수단들을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재배치하는 중장기적 법
적·제도적 정비에 대한 논의 역시 요구된다.

평가
저성장 저물가 시기의 우리나라 통화정책의 틀을 점검하고 그에 맞는 물가안정 목표범위
설정의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2015년 상반기 시점에서 한국은행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조목조목 지적한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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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소비 부진 현황과 시사점
변양규 | 연구위원, 거시연구실장

연구배경 및 목적

민간소비가 부진한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 소매판매는 그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그 증가율은 최근 5년간 감소 추세

가계소득 부진이 아니라 사회보장,

에 있는데, 이는 평균소비성향의 감소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임

연금 등 미래를 대비하는 비소비지

금 인상을 통한 가계소득 증대로 내수 확대를 추진하고자 한다. 그러나 생산성 증대 없
는 임금 인상은 일자리를 축소시켜 오히려 내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최
근 가계소득 부진의 원인, 특히 가계의 소비지출 증가가 소득 증대보다 저조한 이유를 파
악하여 내수 진작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했다.

연구내용
가계동향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2013년 사이 우리나라 가계의 근로소득은 32.6%
증가하여 가계소득 증대를 견인하였으나 사업소득은 19.2% 증가에 그쳐 부진했다. 따라
서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통해 가계의 소득을 증대시키려는 정부의 정책은 소득 증가 부
진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영세 자영업자의 무분
별한 증가를 막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최
근 가계의 소비지출이 부진한 원인은 소득 증가가 부진해서라기보다는 조세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연금 등 미래를 대비하는 비소비지출이 크게 증가하였고 부채를 감축시키기 위
한 기타지출도 크게 증가한 것에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단순히 임금만 증대시키는 것으
로 소비지출을 증대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므로 미국이나 일본에서 논의되고 있고
정부가 추진하려는 임금주도형 경제성장은 우리 경제의 구조에 적합하지 않은 대책으로
판단된다. 강제로 임금을 증대시키는 정책은 부작용도 우려되고 실효성에도 의문이 간다.
오히려 고소득층을 포함한 중산층 이상이 국내소비를 늘릴 수 있도록 소비여건을 개선
하는 것이 내수 진작을 위한 효율적인 접근으로 판단된다.

평가
정부는 민간소비 부진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임금 인상을 통해 소비를 진작
시키려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했다. 그러나 본 연구 이후 임금주도형 경제성장과 경기회
복을 강조하는 정부의 정책은 더 이상 강조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잘못된 정
책적 접근에 대해 정확한 분석과 올바른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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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경기 회복 비교
김윤진 | 연구원

연구배경 및 목적

주요 8개국의 2008년 글로벌 금융·

2008~2009 글로벌 금융·경제 위기(이하 금융위기) 당시 국내 금융회사의 직접적 노출

경제위기 전후 8대 거시지표 증가율

은 크지 않았지만, 자본시장의 연결성 및 한국경제의 대외의존도로 인해 위기의 파급력

을 분석했다. 금융위기 이전으로 증

은 상당했다. 과거 각종 대내외 위기를 극복하며 성장해온 한국의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
기 이후에는 낮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저성장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이에
각종 통화·재정 정책의 활용에 대한 중간 점검 차원에서 한국의 경기 회복 수준을 주변
국 및 주요국과의 비교를 통해 점검했다.

연구내용
본 연구는 금융위기 전후 시점의 8개국(한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싱가포르, 홍콩, 대
만)의 8대 주요 거시지표(실질 GDP성장률, 민간소비 성장률, 실업률, 투자 증가율, 수출
증가율, 수입 증가율, 주가지수 증가율, 주택가격 증가율)를 분석했다. 금융위기 이전 수
준으로 올라간 지표의 개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이었고, 한국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증가율이 떨어진 지표의 개수가 7개로 최하위권이었다. 성장률의 회복 정도가 큰 국가들
의 경우, 팽창적 통화정책의 파급력이 커 자산 시장과 실물 시장의 회복이 병행해서 이
루어진 경우로 분석된다. 한편, 8개국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항은 수출 증가율 회복
의 급락이다. 저성장의 기로에 놓인 한국으로서는 시장 개입이 어려운 해외 부문의 호전
을 기대하기보다는 통화정책의 이동 경로 정비 등을 통해 실물 투자 및 소비 증진을 노
리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판단된다.

평가
금융위기 이후 약 반세기 동안 한국 또한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 인하 및 팽창적 재
정 정책을 활용해왔다. 적절한 시점에 한국 주요 거시 부문의 회복 정도를 주요국과의
비교를 통해 점검하여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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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국가들과 비교한 한국의
저성장 현황과 경제적 영향
김창배 | 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OECD국들의 소득 단계별 성장률

우리의 저성장 수준을 주요국의 소득 단계별 성장세와 비교해보고 향후 저성장의 경제

을 살펴본 결과, 최근 한국의 성장

적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저성장 불감증을 경계하고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모

추세는 결코 높다고 할 수 없으며,

색하고자 했다.

연구내용
OECD국들의 소득 단계별 성장률 및 성장 추세를 비교해본 결과, 현재 한국의 성장률은
결코 높다고 할 수 없으며 현재 성장세의 지속 가능성도 담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
다. 1인당 소득 2만 달러 기간 중 일부 국가들의 성장률은 한국보다 높았으며, 2만 달러
달성 당시 한국의 1인당 GDP는 미국 대비 약 45%에 불과해 다른 OECD국들의 70%와
는 큰 격차를 보였다. 저성장이 지속될 경우 첫째, 한국의 4만 달러 진입 시기가 선진국
대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OECD의 잠재성장률 전망을 가정할 경우, 한국의 4만 달러
달성 시기는 2023년으로 2만 달러 이후 4만 달러 도달에 17년이 소요되어 OECD국가 평
균 13.6년에 비해 크게 늦어질 전망이다. 둘째, 소득분배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
상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과 위기가 진행 중인 2011년 중 지니계수는 평균
1.5%p 상승했다. 셋째, 재정 건전성의 악화도 우려된다. OECD국 중에서 한국 세수의 소
득탄력성이 높다는 것은 저성장이 세수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전체실업률은 물론이고 청년실업률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경기침체를
겪던 70년대 중반 미국, 80년대 후반 영국뿐 아니라 한국도 성장률 하락이 빨랐던 2000
년대 이후 청년실업률/전체실업률 배수가 크게 상승했다. 저성장 극복을 위해서는 각종
규제 철폐, 진입장벽 해소 및 新성장산업 발전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제고해야 한다. 특히
서비스산업의 신성장동력화는 고학력 청년층 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창출해 청년층 실업
문제 완화에 기여할 것이다.

평가
저성장의 현황과 영향 전망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저성장 불감증’ 문제에 대해 시
의적절하게 대응하였다.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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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0주년 주요 행사 및 조치의
내수진작 효과 추정
김창배 | 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내수 회복의 동력이 떨어지고 더욱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재계는 임시공휴일 지정(8월 14일), 신

이 메르스 사태로 6월 이후 국내 관

바람 페스티벌 개최 등 다양한 조치와 행사를 추진하였다. 본 연구는 내수진작 효과를

광분야 역시 큰 타격을 입은 상황이

가늠해보기 위해 8월 14일에서 16일까지 연휴기간 중 주요 이벤트와 조치를 중심으로 각
각의 경제효과를 추정해보았다.

다. 이런 가운데 추진된 광복 70주
년 계기 내수 활성화 조치는 내수 침
체를 반전시키는 데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연구내용
분석은 데이터의 가용성을 고려하여 기간은 광복절 연휴인 8월 14~16일로, ▲재계 주
관 광복 70주년 신바람 페스티벌 ▲정부 주관 광복 70주년 경축행사 ▲연휴기간 중 국
내 여행 증가 ▲연휴 및 코리아그랜드세일에 따른 백화점, 대형마트 등 국내 소매업 매
출 증가 등 각각에 대해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5
대 광역시에서 진행된 ‘신바람 페스티벌’ 개최에 따른 소비지출은 619억 원, 이에 따른
생산유발액은 1,463억 원, 부가가치유발액은 621억 원, 고용유발인원은 781명으로 나타
났다. 한편 정부가 주관한 광복절 경축행사의 소비지출액은 114억 원으로, 경제 전체에
생산 247억 원, 부가가치 107억 원, 고용인원 148명의 유발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됐
다. 또 임시공휴일 지정,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으로 상당수 국민의 국내 여행과 나들
이로 이어지면서 소비지출이 약 7,316억 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로 인한 생산유
발액, 부가가치유발액, 고용유발인원은 각각 1조 7,983억 원, 7,574억 원, 9,095명으로 추
정된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을 앞당겨 이번 연휴기간 중 실시한 결과, 소비증가액은 6,214
억 원, 생산유발액은 1조 9,058억 원, 부가가치유발액은 9,806억 원, 고용유발인원은
7,581명으로 분석되었다.

평가
메르스 사태 이후 내수 동력이 크게 약화된 상황에서 추진된 정부와 재계의 내수 살리기
노력이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정량적인 평가를 제시함으로써 경기 활성
화 정책의 중요성을 뒷받침하였다.

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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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활력을 위한
신용창출 경로 점검과 시사점
김윤진 | 연구원

연구배경 및 목적

기준금리 인하가 효과적인 투자 및

2011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조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예전만큼 회복되고 있지 못한

성장률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이고, 기업대출 규모는 증가했으나 투자자산 증가율은 하락했다. 한국의 성장에 유

이유를 신용 경로 점검을 통해 분석

리한 대외 부문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 아래 팽창적 통화정책을 약 반세기 동안
활용해왔으므로, 통화정책의 이동 경로 중 신용창출 경로 점검을 통해 기업 투자 증가
방안을 연구했다.

했다. 은행대출 경로, 대차대조표 경
로를 점검한 결과 두 신용창출 경로
가 모두 약화돼 기준금리 인하가 자
본 비용 하락 및 투자 증가율 회복으
로 연결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내용
통화정책은 이자율, 자산가격, 환율, 기대, 신용(대출) 등의 다양한 변수를 통해 성장률 증
가로 그 파급력이 전달된다. 본 연구는 최근 5년간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고려할 때 신
용창출 경로가 설명력이 가장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점검했다. 신용 창출 경로에는
신용의 공급 여력을 중심으로 한 은행대출 경로와 신용의 수요를 중심으로 한 대차대조
표 경로 두 가지가 있다. 최근 10년간 금융시스템 대비 은행의 총자산 비중이 줄어드는
등 다양한 금융시장 참가자의 등장으로 은행 중심의 전통적인 은행대출 경로가 축소됐
다. 또, 기준금리가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수익성 악화 및 신용등급 하락으로 외
부자금 프리미엄이 상승하는 등 대차대조표 경로도 약화됐다. 결국 기준금리가 인하됐
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창출 경로가 공급자와 수요자 양 측면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
해 기업의 자본비용이 오히려 상승한 산업이 존재한다. 통화정책 운영 여력이 크지 않고
불확실한 대외 경제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감안할 때, 은행의 기업대출상품 다양화 등을
통해 신용 경로를 재건해 내수를 복원하는 일이 필요해 보인다.

평가
경기 회복을 위한 추가적인 통화재정정책의 시행이 요구되는 시점에 기준금리 인하의 통
화정책 파급 경로에 어려움이 있음을 분석해 보다 정교한 정책의 시행을 제안했다는 점
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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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렉시트 위기와 영향
김성훈 | 부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그렉시트(Grexit) 가능성이 최고조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 트로이카(EU·ECB·IMF) 채권단이 제시한 협상안에 대한 그리스

에 이르렀던 시점에서, 그렉시트의

국민들의 반대가 압도적으로 우세하게 드러나면서 디폴트 전면화와 그에 따른 그렉시트

현실화가 한국경제에 미칠 수 있는

(Grexit) 가능성이 최고조에 이른 시점에서 그렉시트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내용
1993~2013년 기간 22개국의 데이터를 GVAR(글로벌 벡터자기회귀분석)를 이용해 분석
하였다. 기본적인 정량화 방식은 그렉시트가 과거 여러 국제금융위기(‘1994년 멕시코 위
기’, ‘1998년 러시아 위기’, 2010년 ‘그리스 1차 재정위기’ 등)에 준하는 정도의 국제금융질
서 교란을 가져올 때 우리나라가 받게 될 영향을 정량화하여 추론해보았다.
그렉시트 발생 시 그 충격이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최대
1.7~2.3%p까지 하락하고, 주식가격은 16.5~26.5%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 자본유출 압력 역시 커 GDP 1%(150억 불) 내외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지난 구제금융 기간 동안 유럽 민간은행들의 對그리스 채권이 EU·ECB·IMF 등으
로 바뀌면서 공적화되어 시스템 리스크는 그리스 1차 금융위기 때보다 작다는 견해도 있
으나 과거 다른 위기들보다 작을 것이라는 생각은 오판일 수도 있다.

평가
그렉시트가 유로존이라는 거대한 실험의 실패를 의미하는 만큼 그 잠재적 파급력에 대
해 결코 과소평가되어선 안 된다는 점을 매우 적절한 시점에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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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위기 가능성 평가와 시사점
김창배 | 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외환보유액 등 대외지급능력 지표들

외환보유고 확충, 안정적인 단기외채 흐름,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 등 양호한 펀더멘탈을

의 개선이 위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고려할 때 한국경제 위기론은 과장된 것일까? 이에 주요 지표들을 97년 위기와 비교함

있는 수준으로는 충분치 않다. 더욱

으로써 위기 가능성을 평가해보고 시사점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연구내용
외환보유액 등 대외지급능력 지표들의 개선이 위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는 충분치 않다. 우선 외환보유액의 경우, 외환위기 당시에 비해 큰 폭 증가했으나 실제
외환보유액(3,636억 달러, 2014년)이 필요외환보유액(3개월 수입액+단기외채+외국인 주
식 및 채권자금의 1/3)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국가신용등급 상향은 97년 당시
도 한국신용등급이 높았던 점을 감안할 때, 위기 안전판 역할과는 괴리가 있을 수 있다.
최근 불황형 흑자는 원화 절상압력을 높여 수출마저 위축시키며 복합불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만은 없다.
실물위기 가능성은 더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GDP대비 총부채(정부+기업+가계)
비율은 1996년 145.8% → 2014년 224.3%로 상승해 부채發 경제위기 가능성이 외환위
기 때보다 확대되었다. 둘째, 한·중 기술격차 축소, 신성장엔진 발굴 실패 등으로 한국
기업들의 실적부진이 외환위기 때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4년 제조업 매출액
의 마이너스 증가율 기록은 1961년 통계집계 이후 최초이다. 중국, 일본, 미국 상장기업의
실적과 비교해보아도 2014년 마이너스 매출액증가율(-5.2%)은 한국이 유일하며, 영업이
익률(5.2%)은 비교국 중 최하위다. 셋째, 장기침체 이전인 1989년 일본의 상황에 비해 현
재 우리의 상황이 훨씬 취약해 우리나라가 일본이 겪은 장기침체라는 위기를 견딜 수 있
을지 의문시된다. 넷째, 외환위기 당시와는 달리 미 금리인상, 중국경제 리스크 확대, 엔
저 효과 지속 등 불리한 대외 여건으로 인해 위기발생시 반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평가
성장 모멘텀을 회복하느냐 아니면 장기 저성장의 위기에 빠져드느냐의 기로에 선 현 시
점에서 위기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자
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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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유출입과 한국의 경기변동
김성훈 | 부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가 해외로부터 빌린 단기차입금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국가의 경기변동은 해외자본의 유입·유출 채널을 따라

이나 단기채권 등에 투자하는 해외

대외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본 연구에서는 투자형태, 거래주체, 계약기간에

자금은 우리의 실물경기와 함께 움

따라 해외자본의 유출입과 우리나라 경기변동의 관계가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고 이를 통
해 현재 한국의 대외건전성을 점검하고 경제정책의 토대를 제공하고자 했다.

연구내용
주요 결과들로 첫째, 단기자금과 장기자금의 순유입은 매우 다른 행동을 보였다. 단기자
금의 순유입은 경기순응적(pro-cyclical) 경향을 보이는 반면, 장기자금의 순유입은 경기
와 거꾸로 움직이는(counter-cyclical) 경향이 있었다. 둘째, 직접투자(FDI)와 주식투자처
럼 지분성격이 강한 자금(equity type)은 단기자금과 유사한 경기순응적 경향을 보였다.
셋째, 단기자금과 지분투자가 경기순응성 면에서는 이처럼 유사했지만, 단기자금이 대체
로 경기후행(lagging)적인 데 반해 지분투자는 실물경기에 비해 1~2분기 먼저 움직이는
경기선행(leading)적인 경향이 있었다. 이상의 결과들 중 단기자금에서 보이는 강한 경기
순응성의 함의는 상당히 크다. 단기자금의 경기순응성은 전체 경제의 변동폭을 확대하
고, 특히 예기치 못한 위기 발발 땐 해외투자자금의 급격한 유출로 위기를 증폭하고 침
체를 장기화시킬 수 있게 한다. 따라서 경기변동폭을 축소하고 대외건전성을 강화하기 위
해선 단기자금의 비중을 줄이고 대외채무와 대외채권 사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해외로부터의 단기자금 조달
비중은 줄이는 한편 단기자금의 대출은 늘임으로써 양호한 대외금융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금리인상과 상존하는 유로존 불안 등으로 국제금융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경제가 만약의 위기 상황에 대해 비교적 잘 대응할 수 있
는 역량을 적어도 대외건전성 면에선 갖추고 있음을 뜻한다.

평가
저성장과 G2 리스크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해외자본의 흐름 방향이 급변할 수 있는 시
점에서 한국의 대외건전성을 점검하고 어떤 유형의 자본에 더 주목해야 하는지 분석하
였다는 데 의의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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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이는 경향이 강해 경제 전반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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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화 평가절하와 미국 금리인상의 영향과
대응정책 방향
오정근 | 초빙연구위원, 		
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특임교수

연구배경 및 목적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로 촉발된 동

아베노믹스에 의한 동아시아 환율전쟁이 1라운드였다면,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는 동아

아시아 환율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시아 환율전쟁 2라운드의 시작을 알렸다. 이에 따른 중국경제의 리스크 및 한국에 미치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거시건정성

는 영향을 살펴보고 한국의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내용
위안화 평가절하는 한국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14년 이후 원화도 약세를
지속해 원/위안 환율은 지금까지는 큰 수출저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한국의 대중 수출은 부진했으나 이는 원/위안 환율보다는 (1) 중국의 경기둔화
와 (2) 중국 기술력의 급격한 추격(반도체, 자동차엔진, 고기술선박, 고기술석유화학, 고기
술철강을 제외하고는 거의 한국기술을 추격), 중국의 중간재 자급비율 제고(2004: 86.6%
 2011: 90.1%), 중국의 가공무역 억제정책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바가 컸다. 이러한 구
조적 요인에 더해 향후 위안화 약세 추세를 원화 약세가 따라가지 않을 경우 대중국 수출
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의 한국 수출이 더욱 고전할 것은 자명하다. 한국이 1997년 2008
년 같은 위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달러강세 즉 슈퍼달
러와 초엔저가 앞으로 적어도 2~3년은 더 가고 위안화도 한두 차례 더 평가절하될 것이
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2~3년간 위기를 당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일이 중요하다.
가계부채는 거시건전성 규제로 연착륙시켜야 하고, 원화가 고평가되지 않도록 금리인하,
외환시장 미세조정개입 등 간접적 방법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중·일 간 거시경
제정책 조정기구와 통화금융협력기구를 실효성 있게 복원해서 과도한 근린궁핍화정책을
지양하도록 협조를 촉구하고, 엔화 약세에 부응한 적절한 속도의 점진적인 원화 약세는 받
아들이는 방향으로 환율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도하게 불안정
한 자본이동에 대한 거시건전성 규제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

평가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 미국 금리인상, 슈퍼달러와 초엔저 현상 등 우리나라를 둘러싼 거
시금융환경 전반을 점검하고 한국의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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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리인상에 대비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리스크 점검
김성훈 | 부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2019년 초반까지 이어질 이번 미국

2015년 12월~2019년 초반까지 이어질 미국의 금리인상 국면에 앞서 불안감의 크기를 가

금리인상 국면은 과거 미국 금리가

늠하고 그를 다독이는 정책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금리인상이

오르고 한미 간의 금리차이가 커질

한국에 미칠 여러 영향들 가운데서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금융불안)을 점검하
고, 자산시장의 불안을 줄일 수 있는 통화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수록 시장불안이 확대되었던 1999
~2003년 시기와 흡사해 보인다. 그
렇다면, 우리나라 통화당국은 금리
인상 방향은 견지하되 한미 간 금리

연구내용

차이가 확대되는 것은 피할 수 있도

주요 결과들로는 첫째, 1999년 이후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2008년 금융위기 발발 외에도

록 금리인상 타이밍과 인상폭의 비

2003년에 이미 한 차례 구조적 단절(structural break)을 경험하였다. 여러 대내외 거시변

동조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수들 중 이러한 구조적 단절을 빚어내는 요인은 미국 금리와 한미 간의 금리차이 등 통
화정책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었다. 또한 1999년 이후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반에 걸친 리
스크(systematic risk)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 역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VIX)
을 제외하면, 미국 금리와 한미 간의 금리차이로 나타났다. 둘째, 1999년 이후 첫 구조적
단절이 일어난 2003년 9월까지의 시기 동안 코스피(Kospi) 수익률의 변동성으로 표현되
는 주식 투자자들의 불안심리는 미국 금리가 오르고 한미 간 금리차이가 확대될수록 더
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03~2008년 사이 금융위기 전까지는 미국 금리가 오
르고 한미 간 금리차이가 확대될수록 투자자들은 오히려 안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내수 진작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는 일련의 정책이
부동산버블과 가계부채 위기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 과거 외환위기 이
후 경기 회복을 위해 국내신용을 팽창시켜 그 결과로 닷컴버블과 카드대란 사태로 이어
졌던 2000년 초반과 매우 흡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2019년 초까지 이어질 이번
미국 금리인상 국면에서 한국의 통화당국은 금리인상 방향은 견지하되 한미 간 금리차
이가 확대되는 것은 피할 수 있도록 금리인상 타이밍과 인상폭의 비동조화를 꾀하는 것
이 금융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평가
한국의 통화당국이 취해야 할 바람직한 금리정책의 방향을 데이터에 기초해 제시하였다
는 데 그 의미가 크다.

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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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투자 유출입 격차의
경제적 손실효과와 시사점
이태규 | 연구위원, 미래전략실장

연구배경 및 목적

지난 십여 년간 해외직접투자는 지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에 비해 외국인직접투자는 상대적으로 매우 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국내

진한 상황이며 2001~2014년 누적액으로 외국인직접투자는 해외직접투자의 절반(약 0.45

로의 외국인직접투자는 부진하여 직

배)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직접투자 유출입 격차의 경제적 효과를
파악하여 국내 투자활성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접투자 순유출 누적규모가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직접투자 순유출 증가가 국내 생산
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결

연구내용

과, 상당한 규모의 생산 및 고용 위

본 연구의 분석은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투자로 대체가능하고 외국인직접투자와 해외직

축이 예상되므로 국내 투자 활성화

접투자가 동일한 산업의 생산 및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가정에 기초

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하고 있다. 이를 기초로 직접투자 유출입의 격차가 국내 생산 및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추산한다. 보다 현실적인 분석을 위하여 광업부문을 제외한 Greenfield 투자를 우선적 고
려 대상으로 삼는다. 장기적으로는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연관기업 및 산업의 생산과 고
용을 증가시키는 경우가 있어 직접투자 순유출로 인한 생산 및 고용의 손실은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 시계(視界)의 단기적 효과 분석이다.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2001~2013년 기간 중 직접투자 순유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Greenfield 투자의 순유출로 인한 2001~2013년간 누적 생산순손실은 약 144조 원
으로 추산되며 이는 연간으로 약 11.1조 원의 생산순손실에 해당된다.
현재의 직접투자 순유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단기적으로 투자 순유출로 인한
생산 및 고용 손실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내 투자환경을 개선하여 외국인직접
투자를 늘리고 국내 대체가 가능한 해외직접투자는 국내 투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동
시장 유연성 확보, 고용효과가 높은 서비스부문 규제개혁 등의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평가
본 연구는 외국인직접투자 부진으로 인한 직접투자 순유출의 경제적 효과를 추산함으로
써 국내 투자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수치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직접투자 순유출로 인한
고용손실이 매우 크다는 사실은 일자리 부족으로 고민하고 있는 한국경제로서는 위기감
을 가지고 투자환경 개선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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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실상을
점검하고 제고 방안을
모색하다
전통적 주력산업뿐만 아니라
IT·의료·금융·서비스산업 등 신성장동력이 될
산업에서조차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국내 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극복 방안을 찾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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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와 생필품 소비자가격 간 상관관계:
서울시의 경우
정회상 | 부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대형마트가 전체 33개 생필품의

현행 대형마트 영업시간과 출점규제는 중소유통업체들의 이해만 반영할 뿐 경쟁법이 보

64%를 차지하는 21개 품목을 다른

호해야 할 가장 중요한 주체 중 하나인 소비자들의 권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대

유통업체(백화점, SSM, 일반 슈퍼

형마트나 SSM은 제조업체의 시장지배력을 제어하거나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가격을
낮출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책당국은 이들을 규제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 본
고에서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실시하는 가격조사 대상 생필품에 대해 유통업태
간 평균가격을 비교하고, 3대 대형마트와 생필품 소비자가격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정
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연구내용
먼저 평균가격 비교 결과, 대형마트가 전체 33개 생필품의 64%를 차지하는 21개 품목을
다른 유통업체(백화점, SSM, 일반 슈퍼마켓)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대형마트가 다른 유통업체보다 (생필품) 제조업체에 대해 가지는 협상력
이 높다고 한다면 이러한 낮은 판매가격은 부분적으로 대형마트의 대항력에 기인한 것
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2011~2014년 서울시 25개 구의 3대 대형마트 비
중과 각 생필품 소비자가격 간 상관계수를 도출했다. 그 결과, 2013년과 2014년에는 총
30개 품목 중 28개 품목(93%)이 2012년에는 16개 품목 중 13개 품목(81%)이, 그리고 2011
년에는 19개 품목 중 9개 품목(47%)이 음의 상관계수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나 3대 대형
마트가 많은 지역에서 해당 생필품의 평균 소비자가격이 낮은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대형마트는 치열하게 가격경쟁을 하거나 여타 소매업체들의 가격경쟁을 유도
하여 해당 지역의 대형마트나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하는 생필품 가격을 떨어뜨리는 측
면이 있다는 것이다.

평가
대형마트가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대형마트에 대한 출점·영업규
제 완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기여도가 높은 연구라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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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
고, 3대 대형마트가 많은 지역에서
장바구니 가격뿐만 아니라 각 생필품
의 소비자가격도 낮은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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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검색사업자 영업규제에 대한 제언
정회상 | 부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검색사업자를 포함한 인터넷 기반

큰 규모의 시장과 잘 갖춰진 정보기술 기반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전자상거래 무역적자는

기업들이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 시

심화되고 있고, 인터넷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Google

장에 진출하는 것은 전자상거래 시

과 Facebook까지도 혁신적인 서비스를 선보이며 전자상거래 영역으로의 진출을 계획하
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인터넷 검색사업자들의 영업활동은 규제와 여론에 밀려 잠잠한
상태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검색사업자들의 (검색 이외의) 전문서비스 제공과 우선노출이
인터넷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했는지 분석했다.

연구내용
시장지배적 검색사업자의 전문서비스 제공을 검색시장에서 해당 서비스 시장으로 독점
력을 연장하기 위한 행위로 보는 것보다 양면시장에서 이용자들의 멀티호밍을 유도하거
나 플랫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행위로 보는 게 더 설득력이 높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
는 사회후생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또한 검색사업자는 검색서비스 이용자들
이 선호하지 않는 검색순위 알고리즘을 사용할 유인이 없고, 이들의 높은 광고료는 양면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자연스러운 최적가격 설정의 결과이다. 국내 네이버 사례의 경우,
현실의 자료는 네이버가 자사서비스 제공과 우대를 통해 경쟁서비스를 시장에서 배제하
려 했다는 주장과 대치된다. 이로부터 다음의 정책적 시사점을 얻는다. 빠른 혁신과 글로
벌 경쟁이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경쟁당국은 네이버를 포함한 국내 인터넷 기
반 기업들의 다양한 영업활동에 대해 관망하는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서비스
영역으로의 진출은 경쟁을 통해 혁신을 창출하기 때문이다. 검색편향은 이용자들에 의
해 시장에서 해소되도록 하는 게 부작용이 적고, 검색광고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높은
광고료는 제3자가 바람직한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경쟁당국은 향후 소극적인 입장을 가져야 할 것이다.

평가
최근 경제학에서 발전하고 있는 양면시장 이론을 이용하여 국내 인터넷 검색사업자에 대
한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 경쟁법적 규제 논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의의 있는
연구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장에서 거래와 경쟁을 촉진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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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활동에 대해 규제하기보다 관망
하는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

2. 현안정책 대응

2015 시장경제연구백서

바이오시밀러 산업 인허가제도
국제 비교 및 시사점:
한국, EU, 미국을 중심으로

송용주 | 연구원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바이오시밀러 인허가제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와 제약산업의 구조 변화로 전 세계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급

도를 선제적으로 구축한 편이나 구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한국의 제약산업은 영세한 내수 시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

체적 규정의 미비와 시행상의 어려

태로, 바이오시밀러의 수출산업화를 통해 제약 산업의 발전을 모색할 시점이다. 이에, 한
국, EU, 미국의 바이오시밀러 인허가제도를 비교·분석하고 새로운 수출 산업으로 활성
화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움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대조약 선
정의 유연화, 대체처방 허용, 성분명
표기 허용 등 인허가제도 개선과 국
제 규제 조화, 인력의 전문성 향상
등을 시작으로 바이오시밀러의 수출

연구내용
본 보고서는 한국은 인허가제도를 선제적으로 구축한 편이나 구체적 규정의 미비와 시
행상의 어려움이 남아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EU는 세계 최초로 바이오시밀러 관련
규정을 제정함에 따라 산업의 주도권을 선점한 반면, 바이오시밀러에 보수적이었던 미국
은 아직 제도를 확립해나가는 단계라고 분석하면서, 선진 인허가제도 확립이 글로벌 시
장에서 선점효과를 누리기 위한 조건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대조약 선
정의 유연화, 대체처방 허용, 성분명 표기 허용 등 인허가제도 개선과 국제 규제 조화, 인
력의 전문성 향상 등을 시작으로 바이오시밀러의 수출 확대를 도모하고, 향후 바이오베
터와 바이오신약 산업 발전의 토대로 삼아야 함을 주장하였다.

평가
바이오시밀러 산업 발전의 근간이 되는 인허가제도를 제약 선진국과 비교 분석하고, 우
리나라의 바이오시밀러 수요를 확대하고 기업의 연구개발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
록 제도적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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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규제 개선 검토
김수연 | 책임연구원

연구배경 및 목적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정

‘21세기 원유’라고 불리는 빅데이터는 현재 정보화 사회에서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트렌

보가 적절하게 보호되면서도 이러한

드이다. 빅데이터 산업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이슈를 함께 동반하게 되는

정보들이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는

바 개인정보의 유출과 지나친 보호 모두 문제가 되는 규제적 딜레마를 발생시킨다. 하지
만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은 신성장동력이자 미래 산업인 빅데이터를 반영하지 못하
고 있다.

법적 환경을 구비하는 것이 필요하
다. 하지만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법은 신성장동력이자 미래 산업인 빅
데이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에 지난 9월 개정된 일본의 개인정

연구내용

보보호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정도가 강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규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법제의 개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강화(2015. 7 개정)하는 일에만 중점을 둔 듯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5년 9월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한 일본의 동향은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개선방향에 상당한 시사
점을 주고 있다. 일본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범위에 개인 식별부호를 포
함시켜 개인정보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독립된 개인정보보
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것은 빅데이터 활성화 등 개인정보
의 이용 및 유통을 촉진시키기 위해 개인정보를 가공하여 식별 가능성을 낮춘 제3유형
의 정보에 대한 개념을 신설하고,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는 제3자 제공 시 본인 동의를 요
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는 점이다. 현행 우리나라와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형식적 사전
규제의 강화는 실질적인 개인정보보호 없이 빅데이터 관련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가져
올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지난 9월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내용을 참조하여
동의가 불필요한 정보 유형을 법상 마련하고 강력한 통합 개인정보관리·감독기구로서 개
인정보보위원회를 강화하는 등 빅데이터 시대를 반영한 제도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평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의 저해 요소로서 개인정보보호법상 규제 개선사항을 비교법적으
로 분석한 의미 있는 연구로 평가된다.

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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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 판매규제 완화의 효과와 시사점
정회상 | 부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현재 13개 품목으로 지정돼 있는 안

지난 2012년 11월 15일부터 약국 외에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점포(편의점)에서도

전상비의약품의 품목 수를 더욱 늘

가벼운 증상에 대해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인 안전상비의약

릴 필요가 있고, 안전상비의약품 판

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드럭스토어나 슈퍼마켓 등에서는 안전상비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 수도 해열진통
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에서 13개 품목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
라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 도입이 일반의약품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
펴봤다.

연구내용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다소비 의약품 판매가격을 살펴본 결과, 약국에서만 판매하고
있는 일반의약품에 비해 편의점에서도 판매하고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의 가격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처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일반의약품의 평균가
격이 낮은 경향이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안전상비의약품들은 판매채널 확대 직후에 보
다 낮은 수준의 가격상승률을 보였다.
이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먼저 현재 13개 품목으
로 지정돼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 수를 더욱 늘릴 필요가 있다. 이는 자가치료의 환
경을 조성하여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급증을 억제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치이다. 다
음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처를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에서 드럭스토어나 슈퍼마켓 등
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치는 가격경쟁을 촉진시켜 소비자들의 후생은 물론
안전상비의약품 구입의 편리성도 제고시킬 것이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확대에 따른 의
약품 사고가 우려된다면, 판매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제도의 세부사항을 소비
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평가
다소비 의약품 판매가격 자료를 이용하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의 소비자 후생 효과
를 분석하고,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수와 판매처를 확대하는 등 일반의약품 판매규제를
더욱 완화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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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시설 수급의 문제점과 정책 대안
송용주 | 연구원

연구배경 및 목적

관광숙박시설의 지역별 수급 불균

관광산업은 내수 진작과 외래관광객 유치로 인한 수출 확대 효과를 갖는 고부가가치 서

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도심 중저가

비스업이지만, 우리나라는 양질의 숙박시설 부족으로 외래관광객 유치가 어렵고 관광산

숙박시설 공급을 위해 관광진흥법

업의 경쟁력 역시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학교 앞 관광호텔 건립 규제를 완화하자는 관광
진흥법 개정안은 3년째 국회 계류 중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관광숙박시설의 수급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
한 특별법의 연장 적용이 필요하다.
지방에서는 전통숙박체험을 관광상
품화하여 관광 수요 자체를 늘려야

연구내용
보고서는 국내 관광숙박시설의 지역별 수급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수도권과
지방에 차별화된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관광숙박시설의 주요 수요
층인 외래관광객 중 서울 시내 중저가 숙박시설에 투숙하기 원하는 중국인의 비중이 증
가하고 있는데, 서울의 숙박시설 공급은 특급호텔 위주로 양질의 중저가 숙박시설이 부
족하다는 것이다. 반면, 지방에서는 관광 수요 자체가 적어 숙박시설 객실 수와 이용률
모두 낮은 상황이다. 근본 원인으로는 관련 법이 관광진흥법과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나뉘
어 있어 숙박 수급 및 품질 관리가 어렵고, 호텔이 유해시설이라는 인식 때문에 호텔 건
립을 위한 규제가 많은 것을 지적하였다. 불법·편법 영업이 성행하여 국민 인식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고, 글로벌 호텔 기업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도심 중저가 숙박시
설 공급을 위해 관광진흥법 개정안 통과가 필요함을 설명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관
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의 연장 적용을 제안하였다. 지방에서는 전통숙박체험을
관광상품화하고 전통가옥을 국영 숙박시설로 운영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중저가 호텔
기업 육성과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숙박업 관련 제도의 통합이 필요
함을 강조하였다.

평가
19대 국회를 앞둔 시점에서 입지규제 완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였
고, 더 나아가 관광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관련 제도의 통합과 근본적인 인식 개선
이 필요함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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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규제완화가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박문수 |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고대영 |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원격의료 도입 시, 의료서비스의 질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원격의료서비스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관련 시

적 수준과 관련한 규제완화는 소비

장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의료법 개정안은 원격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및

자 후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

대상을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다 자유로운 원격의료서
비스 제공이 가능한 가상의 경우 소비자 후생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바탕
으로 향후 원격의료 관련 규제완화의 방향을 모색했다.

연구내용
분석을 위해 서울 거주 500가구의 20~65세 가구주나 배우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
자료를 사용하여 가구 전체, 소득그룹별 소비자 후생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원격의료를 통해 질병의 검사·상담만 가능한 상황에서 치료·약처방까지 가능한 상황으
로 규제가 완화되는 경우 1인당 전체 소비자 후생은 평균적으로 24,700원 증가하였으며,
저소득 그룹보다 고소득 그룹에 속하는 소비자들의 후생이 훨씬 크게 증가하였다. 동네
개인병원에서만 원격의료가 가능한 상황에서 종합병원도 가능한 상황으로 규제가 완화
되는 경우에는 1인당 전체 소비자 후생이 평균 6,800원 증가하였으며, 이 경우에도 고소
득 그룹 소비자들의 후생이 더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의사만 원격의료가 가능한 상황에
서 전문 관리사나 간호사가 원격의료를 통해 보조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규제가 완화되
는 경우, 1인당 전체 소비자 후생은 평균 9,000원 감소하였으며, 저소득 그룹에 비해 고
소득 그룹 소비자들의 소비자 후생이 더 크게 감소하였다. 원격의료를 통해 재진만 가능
한 상황에서 초진도 가능한 상황으로 규제가 완화되는 경우, 1인당 전체 소비자 후생은
평균적으로 12,400원 감소하였으며, 이 경우에도 고소득 그룹 소비자들의 소비자 후생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규제완화가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고 현재
의 규제수준이 바람직한 부분은 유지하되, 향후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위한 여지를 남겨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평가
논란이 많은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규제완화가 소비자 후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정량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기여도가 높은 연구라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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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대응 과제
장병권 | 호원대학교 호텔관광학부 교수

연구배경 및 목적

중국은 이제 세계 최대의 관광시장

중국인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국가 간 유치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지리적 인

이며 한국은 중국인 해외여행의 3대

접성과 쇼핑 매력도에 의존하여 급성장한 중국인의 한국관광은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목적지로 부상하였다. 메르스 발생으

지속 성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그동안의 중국인 관광객 유치 정책
을 재검토하고 지속적으로 중국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 제시를 목표로 하였다.

로 인한 관광객 감소를 계기로 기존
의 ‘양적 성장’ 전략에서 탈피하여 고
객맞춤형 관광서비스, 고품격 관광
상품 개발, 수요자 지향적인 관광산

연구내용

업생태계 구축 등 ‘질적 혁신’으로의

방한 중국관광객은 2000년 44만 명에서 2014년 612만 명으로 급증했지만, 재방문자의 비

전환이 필요하다.

중 지속 감소, 체류기간 7일에서 5일대로 감소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방한 중국관
광객은 2020년 1,280만 명으로 예측되며, 이제는 ‘양적 유치’보다 고소득자, 재방문자, 타
인추천, 서비스 질 등 ‘질적 유치’ 개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는 향후 중국관광
객 유치를 저해할 수 있는 요소로서 ① 저가 여행상품, ② 단체관광객 중심의 수용태세,
③ 대형 항공편 위주의 운송수단, ④ 부실한 관광안내 서비스, ⑤ 미온적인 관광불평·불
만 처리, ⑥ 중국인의 전염병에 대한 높은 관심, ⑦ 초행자 중심의 물량적 관광객 유치, ⑧
쇼핑·유흥오락 중심의 단순 관광소비 행태, ⑨ 수도권 및 제주 중심 방문형태의 고착화,
⑩ 도시 중심의 소비형 관광패턴 등을 지적하였다. 중국관광객 유치 5대 전략으로는 질적
유치전략, 선제대응적 접근전략, 수요자지향적 관광서비스 전략, 고효율·고부가형 관광산
업 전략, 효과 확산형 관광경제 전략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10대 과제로는, ① 신세대 소
비층에 대한 마케팅 역량 집중, ② 중국인 개별 자유여행 활성화, ③ 입국 운송수단의 다
각화, ④ 청년 관광서비스 인력 양성, ⑤ 관광서비스 품질 향상, ⑥ 한국형 여행보건 서비
스 도입, ⑦ 중국 방문객 관리체계 효율화, ⑧ 관광콘텐츠 혁신과 고부가가치화, ⑨ 중국인
방문권역의 전국 분산, ⑩ 레저스포츠형 新체험관광 상품의 개발을 제안하였다.

평가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관광부문에 있어서 ‘지속가능성’을 중요한 정책목표로 삼아야 할
시점임을 환기하고 구체적인 전략과 실천 과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여도가 있는 연
구라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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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무역 및 생산 네트워크의
현황과 특징:
엔화급락기, 한국에 주는 시사점

허찬국 | 충남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연구배경 및 목적

중국에 생산기반을 보유한 한국·일

중국에 생산기반을 보유한 한국·일본·대만(이하 JKT)의 기업들이 환율 변화 등 여건 변

본·대만(이하 JKT)의 기업들이 환

화 時, 제3국行 수출품의 가공 및 선적지를 자국 또는 중국으로 전략적으로 선택하는지

율 변화 등 여건 변화 時, 제3국行

실증적으로 살펴보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내용

수출품의 가공 및 선적지를 자국 또
는 중국으로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지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엔저라
는 변화된 환경에서 한국 기업들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JKT의 對중국 수출함수에서 중국실효환율이 유의미

중국 생산 네트워크를 활용한 중

한 설명력을 보였는데 이는 JKT기업들이 중국의 생산망을 활용, 미국 등 역외시장으로

국發 대미 수출을 전략적으로 확대

우회수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일본과 대만의 대중·대미 수출 간 대체관계를 보

해야 한다.

였는데 이는 일본과 대만의 기업들은 자국과 중국을 대미 수출의 선적지로 대체 활용하
고 있음을 말한다. 셋째, 한국은 대중·대미 수출 간 대체관계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한·미 FTA에 따른 관세혜택으로 대미 수출 선적지를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할 유인(誘
因)을 약화시켰을 것으로 해석된다. 엔저현상과 관련해 본고가 시사하는 점은 원화 하락
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은 중국 생산 네트워크를 활용한 중국發 대미 수출을
전략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본의 대중 및 대미 수출 대체관계를 고려해볼 때,
엔저는 일본發 대미 수출의 가격경쟁력을 높여 한국發 대미 수출을 약화시킬 것이기 때
문이다. 이 경우 해외 네트워크 확장이 국내 경제활동과의 긍정적 연계가 강화되도록 생
산시설입지 여건을 개선해 국내 생산기반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평가
중국 및 한국·일본·대만의 2000년 이후 무역 데이터를 이용하여 생산 및 선적지 전략
적 선택을 실증적으로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한 최근 엔화의 달러 대비 가치
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엔저 대응전략을 제시했다는 시의성 있는 보
고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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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에 따른 기업의 기회와 시사점:
동북 3성을 중심으로
최남석 | 전북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연구배경 및 목적

한·중 FTA에 따른 기업의 기회와

최근 한·중 FTA의 혜택과 중국의 동북진흥 정책 성과가 중국 연변 지역을 중심으로 맞

시사점을 동북 3성 지역을 중심으로

물리면서 중국 현지직접투자 및 교역 확대의 유망 지역으로 동북 3성이 부상하고 있다.

중국의 동북진흥 경제정책과 남북경

이에 한·중 FTA에 따른 한·중 기업의 기회와 시사점을 동북 3성 내수시장 선점, 나진-선
봉 지역 개방적 경제특구 설치 및 남북경협 활성화, 남북중 3국 경제협력 촉진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협 활성화와 관련하여 분석했다.
한·중 무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새로
운 생산과 소비시장 개척, 현지투자
확대, 그리고 두만강 유역 다자간 공
동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방향의 개혁

연구내용
이 연구는 한·중 FTA에 역외가공지역 생산품목 310개 품목의 원산지 인정이 포함됨에
따라 남북경제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제2역외가공지역으로 나진-선봉 지역이 설치될
가능성이 커짐을 보여준다. 2004~2014년 사이 개성공단 반출입액과 한·중 FTA에 따른
310개 원산지 인정 품목의 대중 교역규모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개방적 역외가
공지역을 통해 남북 간 반출입이 모두 대중 수출입으로 연계될 경우, 북·중 접경지역 제
2역외가공지역을 통한 남북교역액은 현재 개성공단 반출입액의 대략 5배 수준인 연평균
55.8억 달러 정도 추가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기업은 동북 3
성 지역에 설립할 수 있는 한·중 합작기업의 역외가공지역을 활용한 글로벌 가치사슬 확
장은 동북 3성 지역에서의 투자와 무역을 동시에 증가시키면서 남북경협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다. 특히 한국 기업의 동북 3성 지역에서의 수출경쟁력을 갖춘 철강, 전자 IT, 기
계장비, 운송기기, 정밀광학기기 등 제조업 부문과 한·중 FTA로 투자보호 규범 등 제도
적 장치가 마련되는 금융·통신·건설·유통 등 서비스업 부문에서 현지투자 확대를 고려
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북·중 접경지역의 통합물류인프라를 이용한 자원개발·자
원가공 및 에너지개발사업, 관광서비스 사업 등을 중심으로 두만강 유역 다자간 공동개
발사업에 선제로 참여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평가
한·중 FTA에 따른 동북 3성 무역투자 현황과 연변지역 다자간 경제협력 가능성을 분석
하고, 그에 따른 한·중 기업의 기회와 무역투자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
미 있는 연구라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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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과 정책과제
정회상 | 부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국내 자동차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자동차산업은 한국의 경제성장과 수출을 이끌어 온 주요 산업일 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사 협력을

에서도 경쟁력 있는 분야이다. 그런데 한·중·일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비교해보면,

통한 노동시장과 임금제도의 유연성

일본은 여전히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고 중국은 낮은 수준이지만 수출시장 점유율
이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한국은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무역특화지수가 감
소하는 추세이다. 특히 최근 일본의 엔저 정책과 주요 수입 국가들의 경기 위축으로 한
국 자동차 수출은 2012년 317만 대, 2013년 309만 대, 2014년 306만 대로 감소했다. 본
보고서에서는 한·중·일 자동차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한국에서의 노사관계와 자동차
환경규제를 분석하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연구내용
대립적 노사관계로 인해 경직된 노동시장을 가지고 있는 한국은 경쟁국과 비교해서 낮은
수준의 자동차 생산성을 보이고 있으며, 매출액 대비 임금 비중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더욱이 정부는 유럽을 제외한 주요 자동차 생산국들보다 온실가스 기준을 엄격한 수준
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이러한 대립적 노사관계와 환경규제 강화는 국내 완성차업체의 비
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여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일반해
고 요건을 완화하여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근로자파견법을 개정하여 현재 32개 업
종으로 한정돼 있는 파견 대상 업무를 확대해야 한다. 통상임금 산정문제로 인한 노사분
쟁을 해결하기 위해 임금제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경규제와 관련하여 현행 자
동차 온실가스·연비규제를 강화하는 것보다 자동차 세제를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유류소비량에 따른 과세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통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고 시장 왜곡도 덜할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자동차 운행단계에서 주행세 부
담이 증가되도록 관련 세제를 개편하고, 대신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

평가
한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을 밝혀 정책적 과제를 제안했다는 점
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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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일 양국 간
무역투자 패턴의 변화와 과제
최남석 | 전북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연구배경 및 목적

이 연구는 한·일 관계에 따라 민감

한·일 간 무역투자 감소 패턴은 통신기기, 부품소재 산업, 관광서비스업 등 일부 산업 및

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한국 제

중소기업에 국한되어 있으나 장기화될 경우 무역투자 전환의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수

조업 및 관광업의 특정 부문에서 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한·일 관계에 따라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한국 제
조업 및 관광업의 특정 부문에서 대일 무역투자 교류 패턴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일 무역투자 교류 패턴을 분석했다.
한·일 무역투자 패턴의 특징은 낮은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관광방문
자 수 감소로 나타난다. 한·일 양국

연구내용

의 경제적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근 2012~2014년 사이 한·일 양국 간 무역투자 패턴의 특징은 대일 무역 감소, 부품소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개선이

재산업 대일 경쟁열위 고착, 중소기업의 대일본 기술도입 의존도 심화, 외국인투자유입

필요하다.

감소, 일본인 국내 관광객 유입 저하 등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한·일 관계 변화에 따라
일본이 대한국 직접투자와 관광방문을 유보할 경우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과 관광객 방
문자 수는 각각 연평균 16.9억 달러, 69만 명 수준으로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일 관계에 따른 무역투자 교류 변화의 영향은 단기간에는 통신기기, 부품
소재 산업, 관광서비스업 등 일부 산업 및 중소기업에 국한될 수 있으나 한·일 경제협력
관계의 상호의존성을 감안할 경우 무역투자전환의 부정적 영향은 장기적으로 더욱 확대
될 수 있음을 보인다. 최근 ICT산업 및 부품소재 산업 등에서 중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
으므로 한·일 양국 간 동북아 국제분업 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아울러 거대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은 정경분리원칙을 지키고 경제협력관계를 전향적으
로 개선하여 한·일 양국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해야 함을 강조했다.

평가
한·일 양국에 대한 무역투자 감소 패턴의 문제와 원인을 지적하고, 이를 통해 미래지향
적인 개선방향과 양국 간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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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변화에 따른 한·중 무역패턴의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김영신 | 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2014년부터 중국정부가 추진한 신

최근 중국은 대규모 투자와 수출 중심의 경제 정책에서 벗어나 수출의존도를 낮추고 내

창타이 정책으로 대중 수출이 감소

수를 진작시키는 ‘신창타이(新常態:)’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신창타이 정책으로 중국의 소

하고 한·중 간의 수출입 품목의 변

비, 투자, 수출, 산업조직, 경쟁구조, 환경제약, 리스크, 자원배분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변
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수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
국경제의 변화로 인해 대중국 수출에 새로운 전략이 필요함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화가 나타났음을 분석했다. 해외 시
장에서 양국의 경쟁도 치열해짐에
따라 한국은 범용제품보다는 기술적
비교우위가 있는 핵심 부품과 첨단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에 역점을

연구내용
중국 경제의 대내외적인 환경변화로 우리나라는 대(對)중국 교역에 새로운 변화의 국면
을 맞이하게 되었다. 중국의 전반적 수입수요가 감소하고 수출품목의 비교우위가 변화함
에 따라 한·중 무역패턴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2015년 9월 기준, 우리나라의 대중국 주
요 10대 수출입 품목을 분석해본 결과, 우리나라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등의 제품 경
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중국의 신창타이 정책으로 인한 내수화
가 진행됨에 따라 한·중 교역에서 많은 무역흑자를 나타낸 중간재 수출에 적신호가 켜
졌다. 여기에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로 인해 해외시장에서 중국제품과 우리나라 제품의
수출경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대중국 수출에 대한 전략적 시사점
은 다음과 같다. 우선, 범용제품보다는 기술적 비교우위가 있는 핵심 부품과 첨단 고부가
가치 제품 수출에 역점을 둘 필요성이 있다. 또한 중국의 소비패턴이 고급화·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소비재를 중심으로 중국 내수용 최종재 수출에 특화해야 할 것이다. 한
편 중국의 3차 산업 비중이 커짐에 따라 의료, 문화 등 서비스업 진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중 FTA, RCEP 등을 적극 활용하여 가격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생산체계를 고도화해야 할 것이다.

평가
중국의 신창타이 정책의 추진으로 한·중 간 수출입 품목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분
석하고, 대중국 수출을 지속적으로 유지·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부품·소재와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한·중 FTA나 RCEP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정책
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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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체결에 따른
한국 부품소재산업의 무역효과 분석
최남석 | 전북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연구배경 및 목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2015년 10월, 미국과 일본 주도로 12개국이 참여하는 TPP가 전격적으로 체결되었다. 본

체결로 한국 부품소재산업이 역내

보고서는 TPP 체결 이후 예상되는 한국 부품소재산업의 무역감소효과를 추정하여 정책

생산네트워크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

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했다.

연구내용
TPP에서 배제될 경우, 일본, 멕시코, 베트남, 미국 등 TPP 체결국에 대한 한국 부품소재
산업의 수출감소효과를 OECD/WTO의 부가가치무역자료(TiVA)와 부품소재무역자료를
연계하여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TPP에서 배제될 경우, 7대 부품소재산업의 대미, 대일
부가가치수출은 각각 연간 8.2억 달러, 연간 1.1억 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PP
발효 후 10년간 대미 직접 부가가치수출은 113억 달러, 대일 부가가치수출은 19.6억 달러
감소하며 총 132.6억 달러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한국기업의 베트남 글
로벌 가치사슬을 활용하는 TPP 역내 수출은 연간 6.2억 달러 감소하고, 멕시코 공급망
을 활용하는 TPP 역내 수출은 연간 2.9억 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제조
업 전체의 베트남, 멕시코 글로벌 공급망을 통한 TPP 역내 수출액 대비 43.8%에 해당하
는 규모이다. TPP 배제에 따른 수출손실효과는 부품소재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글
로벌 공급망 활용 및 비즈니스 모델 수립을 위해 우리 정부의 신속한 TPP 가입의 필요
성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글로벌 공급망 활용이 용이하도록 현지진출을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기업 입장에서는 베트남 및 멕시코 투자진출과 수출을 전략적
으로 연계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은 완전누적원산지제도 활용을 통해 글로벌 가치사
슬 참여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평가
본 보고서는 TPP 체결의 한국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여 신속한 TPP 가입
과 규제완화 등의 구체적 정책방향을 제시한 데 의의가 있다. 특히 국내기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계량화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다. 한국의 아-태지역 중간재 공급
자 역할 퇴보 가능성을 경제학적 분
석을 통해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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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복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연구하다

급변하는 시대에 맞게 국내 사회적 기반
시스템도 발맞추어 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주요 국가의 복지제도 사례 및 국내 이슈에서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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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업가정신의 평가와
창조경제의 미래
윤상호 | 연구위원
허원제 | 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창조경제는 산업 간 융·복합을 통

박근혜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창조경제’는 국정운영의 중요 기조로 자리 잡고 있다. 새로

한 시장의 확대 및 신성장동력을 확

운 것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직면할 수밖에 없는 난관을 극복하는 원동력인 올바른 기업

보해나가는 새로운 경제성장 패러다

가정신의 함양은 창조경제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해 핵심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다. 본 보
고서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업가정신이 창조경제의 견인차임을 강조하고, 국제적 비
교 분석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기업가정신의 수준을 정량적으로 진단하고자 한다.

임이다. 창조경제를 성공적으로 구
현하기 위해서는 창의와 혁신을 견
인하는 기업가정신이 핵심이다. 올
바른 기업가정신의 발현을 가로막고
있는 측면을 파악하고 정책 보완을

연구내용

이룬다면, 창조경제의 미래는 긍정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가정신은 지난 2년간 예년과 비교해 발전적인 모습들

적일 것이라 기대한다.

을 갖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주요국들과 비교해 여전히 ▲기회
인식, ▲문화적 인식, ▲기회적 신사업, ▲경쟁, ▲국제화 등의 측면에서는 부족한 점들이
나타나고 있어 기업가정신이 창조경제 달성이라는 목표를 추진하는 데 충분한 수준에 도
달했다고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으로 분석된다.

평가
창조경제의 핵심인 기업가정신은 자율적·생산적·혁신적 활동을 증진시키고 시장기능을
활성화시켜 창조경제를 구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올바른 방향으로 기
업가정신이 표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장중심형 제도로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의 정비와 개혁이 절실하다.

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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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제 개편의
소득재분배 효과 및 시사점
김승래 | 한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소득세제와 달리 부가가

작년 여야 간의 법인세 인상 논의 공방 및 최근 정부·여당의 담뱃세 인상 조치 등 복지

치세제나 법인세제의 경우 세율조정

재원 마련과 관련된 세제개편의 후폭풍이 거센 상황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중장기

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매우 한

재정건전성 강화와 복지재원 조달을 위한 방안으로서 부가가치세제에 대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정적이어서, 효율성에 근거를 둔 부
가가치세를 통한 재원조달과 이를
통한 확보세수의 복지지출 확대를
서로 패키지 형태로 결합하는 재정

연구내용

운용 방식이 효율성과 형평성을 모

본 보고서의 부가가치세제 개편의 재분배효과 및 시사점 고찰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

두 고려하는 방향에서 매우 효과적

다. 첫째, 우리나라는 소득세제와 달리 부가가치세제나 법인세제의 경우 세율조정에 의한

인 방식이다. 따라서 향후 기업부문

소득재분배효과가 매우 한정적이다. 둘째, 기초생필품과는 달리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

의 법인세 인상보다는 오히려 현행

금융보험용역 등의 경우는 과세전환 시 소득역진성이 그다지 크지 않으며 소비지출액 기

부가가치세의 면세 축소 및 세율 인

준으로는 오히려 누진성을 보이고 있어 세부 업종별로 부분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점진
적으로 과세전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현행
면세 구조하에서 부가가치세율 인하는 오히려 고소득층에 더욱 많은 혜택을, 부가가치세
율 인상은 고소득층에 더욱 많은 부담을 가져다줄 수 있다. 즉 현행과 같이 기초 생필품
등의 부가가치세 면세제도가 적절하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부가가치세율 인상의 소득역진
적 효과는 그다지 유의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부가가치세율 인상의 미
약한 재분배 기능을 감안한다면 향후 부가가치세율 인상은 개인소득세제의 누진도 강화
나 기타 공제제도 조정, 취약계층 이전지출 확대 등의 보완정책 패키지와 함께 병행한다
면 사회적으로 수용성 있는 합리적인 세제개편 종합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평가
우리나라는 현재 양극화 심화나 저출산·고령화 사회 도래에 따른 복지지출이나 통일 및
안보 관련 재정부담 등 향후 국가 재정수요의 증가 요인들이 산재해 있다. 이러한 경제사
회의 환경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는 조세체계의 효율성 증진과 안정적 세
수확보 차원에서 그 역할이 지속적으로 커지는 방향으로의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의 소득재분배 효과 및 시사점에 대한 고찰은 향후 부가가치세제 역할 확대를
검토하는 데 있어 그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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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누가 부담하는가?
조경엽 | 선임연구위원, 공공연구실장

연구배경 및 목적

법인세는 소비자, 근로자, 주주가 각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그 배경에는 ‘법

각 30%, 20%, 50%씩 분담한다.

인세는 기업이 내는 세금이고, 기업은 개인보다 부자’라는 잘못된 인식이 깔려 있다. 법인

주주를 대주주와 소액주주로 나눌

은 실체가 없는 의제(擬制)로써 소득과 세부담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법인세는 기
업의 활동에 관여한 자본소유주, 노동자, 소비자와 같은 사람이 부담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법인세가 인상되면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기업활동에 참여한 주체들의 소득이
감소하면서 소득분배는 오히려 악화된다는 결과를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경우 법인세의 대부분은 서민이 부
담하게 된다. 법인세 인상은 기업 경
쟁력을 약화시키고, 기업활동에 참
여한 서민들의 소득이 감소하면서 소
득재분배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
게 된다.

연구내용
복지와 증세 논쟁이 법인세 인상 논쟁으로 확대되면서 서민들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법
인세를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CGE 모형을 이용하여 법인세율 2%p
인상에 따른 세부담 귀착을 기능별 및 소득계층별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자본과 노동
의 대체탄력성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법인세는 소비자가 약 30%, 근로자가 약
20%, 자본소유주가 약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법인세 인상으로 노동소득과
자본소득 모두 저소득층에서 감소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자본소득과 근
로소득을 합친 시장소득 변화를 보면 법인세 인상으로 1분위 계층의 소득은 0.93% 감소
하고, 10분위 계층은 0.50% 감소하여 저소득층의 감소 비중이 상대적으로 클 전망이다.
법인세 인상으로 지니계수가 최소 0.01%에서 최고 0.047%까지 증가하여 법인세 인상은
소득재분배를 악화시킬 전망이다. 국제 간 조세경쟁을 반영하고 주주를 소액주주와 대주
주로 세분하여 분석한다면 실제 부자라고 하는 대주주의 부담 비중은 크게 감소할 전망
이다. 따라서 복지재원을 법인세 인상을 통해 조달하여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정책
은 오히려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재고되어야 한다.

평가
본 연구는 법인세는 실체가 없는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활동에 참여한 자본
가, 노동자, 소비자가 분담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법인세 인상은 소
득재분배에 역행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어 잘못된 여론에 기대어 법인세를 인상하는 인
기영합적인 정책 도입을 막는 데 기여하는 연구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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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시장경제연구백서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의 정상수준 추정과
정책적 함의
유진성 | 연구위원
황상현 | 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외환위기 이후 기간 동안(1998~

복지재원 조달이 차질을 빚으면서 증세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의 세율이

2012년) OECD 34개국에 중국, 홍

나 공제항목의 조정을 통한 법인세 부담의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

콩, 싱가포르, 대만 등 아시아 4개

에서는 국가별 데이터를 사용하여 법인세 부담수준을 분석한 후 우리나라 여건에서 정상
적인 법인세 부담수준을 추정하고,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복
지재원 마련을 위해 논의되고 있는 법인세 부담 인상 주장이 타당한지를 검토하고 있다.

국을 포함한 38개국을 대상으로 실
증분석한 결과, 2012년 현재 명목
최고 법인세율과 법인세 부담률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모두
정상수준에 비해 높다. 이에 따라 우

연구내용

리나라 법인세 부담은 완화돼야 하

분석 결과,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명목 최고 법인세율의 정상수준은 지방세를 포함

고 이를 위해 명목 최고 법인세율 인

하여 22.5~22.9%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현재 지방세 포함한 명목 최고 법인세율이

하와 기업소득환류세제 폐지 등이

24.2%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명목 최고 법인세율의 정상수준은 현재보다 1.3~1.7%p

필요하다.

낮은 수준이다. 또한 2012년 기준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률의 정상수준도 2.8~3.4%인 것
으로 나타나 2012년 현재 법인세 부담률 3.7%보다 0.3~0.9%p 낮은 수준인 것으로 추정
됐다. 2012년 GDP를 기준(1,377조)으로 최소 약 4조 원가량의 법인세수를 줄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제비교 결과, 우리나라의 현재 명목 최고 법인세율과 법인세 부
담률은 정상수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오히려 더 낮출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분석 결과로부터 본 보고서는 명목 최고 법인세율을 현재 수준에서 정상수준까지
낮추어 여타 국가들에 대응하여 경쟁적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2014년 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의 투자나 임금증가·배당 유인 없이 법인세 부
담만 가중시켜 오히려 기업의 투자를 위축하고 내수 부진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폐지
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평가
본 보고서는 법인세 부담수준에 대해 특정 국가가 처한 경제·사회·정치적 상황을 고려
하여 국제비교할 수 있는 실증분석을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
과를 토대로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 법인세 부담률 등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은 향후 법
인세제 정책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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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세법개정안:
법인세제 개정안 평가 및 시사점
황상현 | 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2015년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우리

2015년 8월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 가운데 법인세제 개정안은 “청

나라의 법인세 부담은 현재 상당히

년고용증대세제 신설”, “대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 “시설투자세액공제 합리화”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더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법인세제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시
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욱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법인
세제 개정안에서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재고,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
장, 시설투자세액공제 점진적 축소

연구내용

및 합리화가 필요하다. 또한 저성장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수가 늘어난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청

극복 및 청년고용절벽 완화, 세수확

년고용에 세제상 유인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실효성 없이 조세지출만 초래할 수 있어 재고

보를 위해서는 법인세율 인하가 바

(再考)돼야 한다. 그리고 대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에 대해서는 도입 취지에 맞

람직하다.

게 세부담 증가 없이 세부담 분산을 위해 공제한도 설정과 동시에 공제기간 연장이 필요
하다. 이번 2015년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은 현재 상당히 높은 수
준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 기준 법인세 부담률(=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 지방세 포함)은 3.7%로 단순히 국제비교할 경우 OECD 34개
국 중 6위를 차지하며 상위권에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정치적 상황을 고려
한 법인세 부담률의 정상치 대비 실제치 비율지수는 OECD 32개국 중 2위를 기록하며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의한 이 같은 법인세 부담의 지속적 증가
는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경제상황에서 오히려 저성장 및 청년 고용절벽, 세수결
손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비과세·감면의 점진적 축소 및 합리화와 함께 법인
세율 인하를 병행하여 법인세 부담의 지속적 증가를 완화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 투
자를 촉진하고 청년 고용절벽을 완화하여 저성장을 탈피하고 세수 증가를 유도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평가
본 보고서는 2015년 세법개정안 중 법인세제 개정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출 부진과 메르스 여파에 따른 민간소비 감소 등으로 인한 저성장, 그리고
청년고용절벽뿐만 아니라, 복지지출 관련 수요 증가와 대조되는 세수결손 등의 경제·재
정여건 악화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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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효율적 재정지출의 분석과 개선방향:
지방교부세와 지자체 행사경비 지출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허원제 | 연구위원
김영신 | 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효율적인 국가 재정지출의 달성에 있

최근 정부의 경기활성화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가 지속되며 세수결손이 줄어들

어 지방재정의 관리가 중요함에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비효율적 재정지출

불구하고, 지자체들의 국제행사 경

에 대한 조정 및 재정혁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본 연구에서는 면밀한 검토 없이 착
수된 국제대회 등으로 인한 비효율적 재정지출에 대하여, 지방교부세 측면에서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했다.

비로 쓰인 재정지출에서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지자체는 타당
한 근거로 행사를 유치·개최를 해야
할 것이며, 보통교부세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연구내용
본 연구는 2008~2011년 사이 244~246개 지자체들의 보통교부세와 지자체 행사경비와
의 연관성을 실증분석하여 보통교부세의 비효율적 재정지출 여부를 고찰하였다. 분석 결
과, 지자체의 행사경비 지출 수준은 보통교부세에 의해 정(+)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교부세의 일정 부분이 행사경비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
러한 가운데 보통교부세를 사용하는 행사경비 지출에서 결과적으로 비효율성이 발생하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과다한 시설물 신축, 대회 운영사에 대한 로열티 지급 비용 증
가 등 지자체의 최근 주요 국제행사에서 비효율적인 지출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을 여러
사례들이 뒷받침하고 있다.

평가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의 비효율적인 재정지출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3가지
로 제시하였다. 첫째,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준인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을 지자체로
하여금 자체적인 행사경비 절감 노력을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둘
째, 지자체 예산의 몇 배에 달하는 대규모 행사는 더욱 심도 깊은 예비타당성 검토에 기
반하여 유치·개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대규모 국제행사 이후 지역경기가
침체되는 ‘밸리 효과’(Valley Effect) 발생에 대비해 관련 시설물에 대한 실제적이고 효과
적인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지자체의 보통교부세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토록
해 합리적인 사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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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복지정책 개선방향
허원제 | 연구위원
유진성 | 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중앙정부의 보편적 무상복지 정책으

지속적인 복지비용의 상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증가하면서 올해 영·유아보육사

로 인해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이 급

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율이 상향 조정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영·유아보육사업

속히 악화되고 있다. 언제 남유럽의

국고보조율 증가가 지자체의 요구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수준이어서 지자체의 복
지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나 지자체의 재정부실이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
는 지자체들의 재정지출 구조를 살펴보고 지방재정 위기에 대응하여 복지정책의 재검토
와 복지 재정지출의 구조조정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재정위기가 우리의 현실이 될지 모
른다. 이에, 복지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시행해야 한다. 소득재분
배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면서 고용
과 성장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를 내
는 정책은 시행 규모와 속도를 조절

연구내용
본 연구는 특별시·광역시·도로 구분된 총 16개 광역자치단체를 연구 범위로 삼으며, 지
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해서는 국가가 무료로 모든 걸 해주려는 무상·만능 복지에 대한 잘
못된 인식을 재고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운영 효율성을 강화시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
다. 부족한 재정을 바로잡고 세입과 세출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재원분배 체계의 확립을
위해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조세체계 개편, 지자체의 자구 노력 등도 고려되어
야 하지만, 복지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구조조정하는 방안 역시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 연구는 지적한다. 부자까지 지원해주는 부자 복지인 보편적 복지를 선별적 복
지로 전환하여 복지의 비용은 줄이고 효율성은 증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국가의 도움 없인 최소한의 생활조차 불가능한 사람부터 지원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기초생활보장-취약계층지원-기초연금 순으로 복지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재원의 규모 및 조달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본 연구는 밝히고 있다. 소득재분배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면서 고용과 성장에 대
한 부정적인 효과가 큰 반값등록금, 고교무상교육, 4대 중증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정책은 다른 복지정책에 비해 우선순위가 낮은 만큼 시행 규모와 속도 조절이 요구된다.

평가
국가부도 위기로 직결되는 지방재정 부실화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지방재정 건전화
와 복지의 조화 및 균형을 유도하기 위한 바람직한 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
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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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지출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유진성 | 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보편적 교육복지사업을 선별적 지원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과 안정성 확보가 학생들의 교육적 성과 및 국가발전과 밀접한 관

으로 전환할 경우, 2013년 지방교육

계에 있음은 자명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지방교육재정의 현황 및 변화

재정 기준으로 약 3조 1,690억 원

추이를 지출구조 측면에서 검토하고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을 제
고하고 안전성을 확보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
망된다. 따라서 보편적 교육복지를
선별적 교육복지로 전환해 지방교육
재정의 부담은 줄이면서 학교 교육

연구내용

의 질과 학생들의 학업성과를 높이

2010~2013년 지방교육재정은 세입증가율이 연평균 5.7%를 기록한 반면 지출증가율은

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연평균 7.3%를 기록하여 세입보다 세출이 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액의 가파른 증가세를 주도한 것은 교육사업비, 특히 무상급식, 누리과정 등 보편적
교육복지에 대한 지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도별 지출비중 측면에서 무상급식은 2010
년 2.3%에서 2013년에는 4.4%로 증가하였으며 누리과정은 1.5%에서 5.0%로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상급식과 누리과정의 연평균 지출액 증가율은 무려 32.8%와 61.7%
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무상급식과 누리과정을 합한 보편적 교육복지에 대한 지
출비중 증가는 지방교육재정의 재정자립도 하락과 유의적인 상관관계(-0.3498, -0.3717)
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무상급식과 누리과정(무상보육)을 소득
하위 50% 대상의 선별적 복지로 전환하면 2013년 지방교육재정 지출결산액 기준으로 약
3조 1,690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선별적 교육복지로 전환
하는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학교시설 및 교육환경에 대
한 투자를 강화하여 교육의 질과 학생들의 교육적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평가
지방교육재정에서 무상교육복지의 급증과 이로 인한 학교교육시설 투자 감소의 문제점
을 지적하고, 보편적 교육복지사업을 선별적 교육복지로 전환할 경우 절감할 수 있는 지
출액을 추정함으로써 향후 지방교육재정 지출구조조정의 필요성과 효율성 제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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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총부채 변동에 따른 위험 요인 점검:
국가총부채(정부·가계·기업) 관리 측면에서
김영신 | 연구위원
허원제 | 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정부·가계·기업의 부채를 각각 추

정부·가계·기업의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미국이 초저금리 정책을 중단하

산해서 국가총부채를 집계함으로써,

고 금리인상을 할 것을 시사함에 따라 국가총부채의 규모에 대한 추산이 필요하다. 美

기정사실화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기준금리 상승이 궁극적으로 국내 시장금리를 높일 경우 각 경제 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부채 규모에 비례하여 금리부담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국
가총부채를 추산하고 미국의 금리인상에 대비하여 부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대응조치
가 필요함을 분석했다.

연구내용
국가재정법상 현금주의 관점에서 국가채무는 중앙 및 지방 정부의 회계·기금 합계액이
다. 정부는 중앙 및 지방 정부의 회계·기금(D1)에 비영리공공기관부채를 더한 일반정부부
채(D2)와 비금융공기업부채를 추가한 공공부문부채(D3)를 발표한다. 또한 발생주의 회계
기준으로는 군인·공무원 연금 충당부채도 포함된다. 국제지침(PSDS)에 따른 발생주의 국
가부채에서는 공기업(public enterprises) 부채를 포함하기 때문에 금융공기업의 부채도
고려되어야 한다. 여기에 가계부채와 일반기업 부채를 추가해서 국가총부채를 추산할 수
있다. 우리나라 일반정부 부채 수준은 해외 주요국에 비해 높지 않지만 공기업 부채와 가
계부채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美 기준금리 인상 시 우리나라 기준금리의 동조화
(coupling) 경향이 큰 것으로 볼 때 국가총부채로 인한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는 구조이
다. 정부의 재정적자 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고채 금리가 상승한다면 정부의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정부·기업과 달리 가계의 경우 자금 조달방안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금리인상에 따른 추가 이자비용을 온전히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美 금
리인상에 대비하여 부채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조치가 필요하다.

평가
정부·가계·기업의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각 부문의 부채수준을 추산해서
국가총부채의 규모를 파악함으로써 미 기준금리 인상과 같은 대외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국가총부채의 위험 요인을 알리고 선제적 대응조치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연
구라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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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남설과 부실화:
지자체 재정지원과 중앙정부 교부세를 중심으로
김영신 | 연구위원
허원제 | 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

지방공기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의 지방공기업은 만성적 적자구

후 무분별한 지방공기업의 남설(濫

조와 부실경영 등으로 당기순손실이 누적되고 있다.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개혁이 미

設)과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지방공

진한 상황에서 지자체의 지방공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지방재정의 부담으로 고착화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연구는 지자체의 지방공기업 재정지출의 비효율성에 대해 점검
하고 지방공기업 및 지자체의 재정건전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기업의 경영 부실과 부채가 증가하
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의 증대
등 세수 낭비가 발생할 수 있음을 분
석한다.

연구내용
1969년 「지방공기업법」 제정 이후 지방공기업 수의 증가는 지방 간 격차를 완화하고 지방
공공재와 서비스를 균형 있게 공급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지방공기업의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어 낭비와 비효율성을 야기하기도 한다. 도시공사의 경우 해당 지역의 사업
만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도 시군구 기초단체도 각종 공기업을 설립하여 택지 및 부
동산 개발 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다. 도시철도의 경우 모두 적자를 기록했고, 하수도 사
업도 만성적인 적자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손실과 하수도의 낮은 요금현실화율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 지방의회와 지자체가 지역주
민들의 지지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과 물가안정의 명분하에 지방 공공요금을 통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의 경우 시장에서 퇴출되었을 부실 지방공기업이 지자체의 재정
지원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지자체의 무분별한 지방공기
업 설립과 부실 경영이 지방재정은 물론 중앙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보인다.
지방공기업은 지자체의 재정지원에 기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지방공기
업이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애쓸 유인이 약하다. 따라서 지방공기업 경영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정치적 개입을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평가
지방공기업에 대한 정치적 목적과 이해관계로 지방공기업이 남설되고 부실화되어 지방재
정과 국가재정을 낭비할 수 있음을 실증분석과 사례 고찰을 통해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
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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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복지지출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OECD 경험을 중심으로
조동근 |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수준은 OECD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수준을 논할 때 항상 등장하는 주장이 OECD 평균에 비해 우리나

국가들에 비해 과소하다는 주장은

라의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이 낮다는 것이다. 또한 이 주장에 근거하여 복지지출 증

마치 사실인 것처럼 알려져 있고 이

가에 대한 요구도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과연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인가를 실증적으
로 검증함을 목적으로 하며 또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벤치마크하고자 하
는 OECD 복지체계가 지속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자 했다.

를 근거로 복지지출 확대에 대한 요
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감안한 우리나
라의 복지지출 수준은 OECD 국가
들에 비해 낮지 않음을 실증적으로

연구내용

증명함과 동시에 일부 OECD 국가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OECD 평균에 ‘접근’한다고 가정할 때, 사회

들의 경우 복지지출의 지속성을 유

복지지출 수준이 어떻게 변할지를 ‘모의정책 실험’(simulation)을 통해 분석했다. 구체적으

지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로 2011년 현재 노령인구 비율과 공적연금의 성숙도가 OECD 평균으로 올라간다고 가정
했을 때 GDP 대비 복지지출 수준은 각각 2.50%, 2.06%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감안하면 2011년의 복지지출 비중은 8.99%에서 13.55%로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지금
당장’ 우리나라 복지지출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를 증가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우리의 사회·경제 여건이 OECD 국가 평균에 도달한다면 ‘수요 측면’의 복
지지출 수준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복지지출의 지속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복지지출 수준, 경제성
장률 그리고 부채비율’ 간의 연립방정식 체계를 추정하였다. 복지지출이 경제성장에 부(-)
의 효과를 미치면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와 중기적으로 국가부채를 쌓이게 하고, 국가부
채가 쌓이면 재정의 구축효과 등을 통해 경제성장에 부(-)의 효과를 미친다. 경제성장률
이 낮아지면 그만큼 복지지출 여력이 부족해 ‘복지지출의 지속성’이 유지될 수 없다.

평가
본 연구는 복지지출 증대의 필요성을 거론할 때 자주 등장하는 OECD 국가와의 단편적
비교가 가지는 오류를 지적함으로써 복지지출에 대한 과도한 요구가 근거가 빈약함을 밝
히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일부 OECD 국가들이 겪고 있는 재정 위기가 지속 가능하지
않은 복지정책과 연관이 깊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향후 지속 가능한 복지정책 설계에 있
어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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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의 본질과 남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
증인 신문을 중심으로
김수연 | 책임연구원

연구배경 및 목적

세계에서 우리나라만이 운영하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이 운영하고 있는 국정감사는 제헌헌법 당시 국정조사를 오해하

있는 국정감사제도는 제헌헌법 당

여 잘못 도입된 제도이다. 국정 마비 등 그 폐해가 심각한 국정감사에 대해 차기 개헌 시

시 ‘국정조사’를 오해하여 잘못 도입

폐지가 주장되는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다. 이에 국정감사의 연혁 등을 비교법적으로 살
펴보고 특히 증인 신문 절차상의 문제점을 검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되어 구조적 모순이 내재되어 있는
제도이다. 특히 늘어나는 기업인에
대한 증인 신문(16대: 58명→19대:
124명)은 기업인의 활발한 경영활동

연구내용

을 저해하는 등 상당한 문제를 야기

국정감사의 대상이 되는 피감기관의 수(16대: 369개→19대: 619개) 및 출석 요구 증인 수

하고 있다. 이에 국정감사의 조사절

(16대: 2,537명→19대: 3,802명)는 늘어나고 있어 국정감사 실효성 논란이 더욱 악화되고

차로 인정되고 있는 증인 신문을 분

있다. 특히 늘어나는 기업인에 대한 증인 신문(16대: 58명→19대: 124명)은 기업인의 활발

석하여 이에 대한 개선과제를 제시

한 경영활동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증인 채택 여부와 관련하여 불법 로비 등 각종 비리

하였다.

를 양산하고 있다. 증인 신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무분별한 증인 채택 문
제가 해소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과다한 안건·피감기관의 범위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
다. 이를 위해 1일 최대 감사안건 수 및 안건당 채택 가능한 최대 증인 수, 증인 채택 시
안건 관련성 등에 대한 ‘국정감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안건에 대
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인 신문 이전 구체적인 신문요지서 송부 및
서면진술서 제출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한편 증인보호를 위해 상임위원회 위원장 권한
으로 증인에 대한 모욕, 고함, 적절하지 않은 신문을 하는 감사위원에 대한 제재조치 등
을 법률상 명시하고, 국정감사 중 실질적 증언 활용을 위해 증인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조항 도입이 필요하다.

평가
매년 문제시되고 있는 국정감사의 의의와 연혁을 살펴봄으로 제도적 정당성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증인조사 절차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개선과제를 제시하여 시의성
있는 연구라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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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강소국의 경쟁력의 원천과 시사점: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허원제 | 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국가 규모는 작지만 경제적으로 부

2000년대 초반, 국가 규모는 작지만 경제적으로 부유한 강소국들은 세계의 주목을 받았

유한 유럽 강소국들이 글로벌 금융

다. 그러나 강소국을 따라 배우겠다던 많은 나라들의 벤치마킹 열풍은 강소국의 높은 대

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를 빠르게 벗

외의존성에 대한 우려 속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급속히 냉각되었다. 현
재, 강소국들은 글로벌 금융위기는 물론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에도 상대적으로 건재함을
과시하며 강소국들의 경쟁력에 대해 다시금 주목을 끌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강소국을
재조명하며 이들 국가의 경쟁력의 원천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기초체력을 건실하게 다
지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내용
본 연구의 분석대상 강소국으로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등 상대적으로 뛰어난 국가경쟁
력을 보이는 3개국을 선정하여 우리나라와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들 국가는 ▲
국가 재정운용, ▲국가 투명성, ▲노동 생산성, ▲R&D 투자 등 혁신 기반, ▲기업세제 정
책, ▲기업 환경, ▲기업가정신, ▲글로벌 인재 등 8가지 주요 원천에서 우수한 수준을 축
적하며 우리나라에 비교우위를 지속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향후 우리나라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안정된 사회·경제·정
치 시스템 구축에 기반이 되는 국가재정을 철저히 관리·운용해야 하며 이에 세출구조
조정과 과세기반 확충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국가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각종 진입장벽을 비롯하여 보이지 않는 그림자 규제 등 기업
규제를 완화·철폐하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글로벌 기업 유치 및 기업 활
동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국제 조세경쟁 구도에서 뒤처지지 않는 조세정책도 필요할
것이다. 기업가정신 등 민간의 자생적 경제활동 능력을 증진하기 위해 관치에서 시장중
심형 제도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의 정비와 개혁 여건 조성도 필요하다. 민간 부문의 R&D
투자 유인책 등 국가혁신 기반의 전략적 관리, 구체적이면서 실질적인 글로벌 인재 육성
방안 마련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초과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생산성 제고를 위
한 정책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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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구 특성의 변화가
소득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무직가구, 부녀자가구 특성 및 인구고령화를 중심으로

성명재 |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연구배경 및 목적

고령화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

흔히 소득분배구조의 변화는 경제적 요인에 의해 주도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경

데 노인가구비율의 증가가 소득불균

제외적 요인의 변화도 소득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으로

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

생각된다. 본 연구는 경제적 요인은 물론이고 경제외적 요인이 소득불균등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함으로써 소득분배구조에 대응한 정부의 재분배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정책
시사점을 제공하여 정부 정책의 수립·집행에 기여하고자 한다.

인가구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향후 소득불균등 현상은 갈
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으며 이를 해
결하기 위해서는 노인가구의 소득 증
대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연구내용
본 연구는 미시모의실험 기법을 활용하여 경제적 요인과 경제외적 요인이 소득불균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무직가구의 경우 해당 가구의 비율이 증가
하면 소득불균등도를 확대시키지만, 소득불균등도를 확대시키는 한계기여도는 시간이 경
과하더라도 종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달리 노인가구의 경우에는 시
간이 경과할수록 노인가구비율의 증가가 지니계수를 확대시키는 한계기여도는 점차 커지
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노인빈곤가구의 빈곤갭이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
히 2013년 전체 가구수에서 차지하는 노인가구비율 증가가 지니계수 상승에 얼마나 기여
하는지를 뜻하는 한계기여도는 평균 0.0019지니포인트로 조사기간 중 가장 높았다. 이는
동년도 지니계수 0.33272(총소득 기준)의 0.58%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지니계수 변화율
을 기준으로 소득재분배 효과를 측정하는 경우 우리나라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대
략 3~4%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노인가구비율이 1%p 증가함에 따라 지니계수가 상
승하는 정도(0.58%)는 상당히 큰 수치로 볼 수 있다. 소득분배구조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
을 전개함에 있어서는 노인복지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평가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실업률과 같은 경제적 요인이 소득불균등도에 미치
는 영향도 크지만, 저출산·인구고령화 등과 같은 경제외적 요인도 소득불균등도에 미치
는 영향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소득분배구조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노
인가구의 소득확보 문제 등과 같이 경제외적인 요인들에 대응한 정책이 중요성을 가진다
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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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매매 및 임대시장 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한, 주택정책의 개선방향
김상겸 |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전혜린 | 단국대학교 정책연구소 연구원

연구배경 및 목적

서울시의 아파트 매매가격 데이터를

우리나라 주택 매매가격 및 임대가격의 순환작용은 오랫동안 우리나라 주택가격을 결정

활용하여 주택 매매시장과 임대시

하는 중요 요인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 주택시장에서는 ‘매매가격 하락’

장, 그리고 매매가격과 전월세 임대

및 ‘전월세가격 급등’이라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주택 매매시장 및 임대시장의 가격과 거래량을 중심으로 실증분
석을 수행하고, 그 분석 결과를 토대로 바람직한 주택정책의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하
였다.

연구내용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은 전세가격 인상이 일정 수준 진행되면, 전세수요의 일부가 매매
수요로 전이되어 매매가격 상승을 이끌어왔다. 또한 매매가격의 상승은 ‘매매가격의 일
정비율’로 산정되는 전세가격을 상승시킴과 동시에, 매매수요의 일부를 다시 임대수요로
전환시켜 전세가격 상승압력을 가중시켰다. 그러나 최근의 부동산시장의 양상은 전월세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1~2013년 기간 서
울시 25개 자치구에서 거래된 아파트 실거래가 데이터를 활용하여 매매가격과 매매거래
량, 전월세가격과 전월세거래량, 그리고 전월세가격과 매매가격에 대한 그랜저(Granger)
인과관계를 실증분석했다. 분석 결과, 매매가격과 매매거래량 사이에서는 유의한 인과관
계가 관찰되었기 때문에 매매시장에서의 가격 하락은 향후 매매거래량 증가로 이어질 가
능성이 있다고 해석한다. 반면, 전세가격과 전세거래량, 그리고 전세가격과 매매가격 사
이에서는 뚜렷한 인과관계가 도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가 ‘주택가격 활성
화’ 및 ‘전세가격 안정화’라는 정책 목적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론적 또는 현실적으로 이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
운 것임을 시사한다.

평가
서울의 아파트 전월세가격 및 매매가격을 이용하여 과거 부동산시장에서 나타나지 않았
던 전월세가격 급등과 매매가격 하락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평
가하고 시의적절한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유용한 연구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가격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전월세
거래를 억제할 수 있는 잠재적인 규
제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제
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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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의 문제점과 허구성
윤상호 | 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의 우선구매제

새누리당의 유승민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의 신계륜 의원, 그리고 정의당의 박원석

도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폐

의원이 지난 2014년 각기 대표발의한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이 국회에서 곧 통과될 것으

해를 분석했다. 자유와 창의라는 헌

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사회적 기본법안이 통과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
악하고 법안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의 비합리성 및 허구성을 제시했다.

법적 가치를 부정하고 협력과 연대
라는 명분만 앞세운 사회적 경제 기
본법안이 법제화된다면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역동성을 훼손시키는

연구내용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에는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바탕으로 자유와 창의라는 기본적 가치
를 추구하는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각종 보조금과 세제혜택
을 포획하려는 비생산적 지대추구활동을 부추기는 유인구조를 조성해 경제적 부작용도
유발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이 내재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법안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의 비합리성 및 허구성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에 의해 조성되는 사회적 경제 생태계는 공유지의 비극과 공공재의 과소
공급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지난 200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Ostrom(2010)
이 제시한 공유경제 생태계의 특징인 자발성을 배제한다. 따라서 국가와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한다는 법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유경제조직을
자발적으로 결성할 유인구조를 왜곡해 창발적 공동체를 오히려 퇴출시키고 시장의 영역
을 축소시킨다. 사회적 경제의 본질적 의미에 대한 오해와 호도로 인해 자유와 창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고 협력과 연대라는 명분만 앞세운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이 제도화
된다면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역동성이 훼손되는 원인이 될 것이다.

평가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의 문제점을 공공경제학의 이론적 분석에 근거해 설명하고 법제화
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사회적 비용 및 경제적 폐해를 분석해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이 추
구하는 목적의 허구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평가할 수 있다.

2015 ANNU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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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의 경제적 손실 추정
조경엽 | 선임연구위원, 공공연구실장
유진성 | 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메르스 사태가 3개월가량 지속될 경

국내에서 2015년 5월 20일 첫 메르스 감염자가 발생하였는데 이후 우리나라는 사우디아

우 GDP 손실액은 20조 922억 원

라비아에 이어 메르스 환자가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한 국가가 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메

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투자

르스 사태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손실을 분석하고 향후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는 3.46%, 소비는 1.23%, 수출은
1.98% 줄어들 것으로 분석되었다.
체계적인 대응방안 마련과 함께 필
요 이상으로 사회적 불안감 및 공포

연구내용

감에 휩싸이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

본 보고서는 메르스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파급경로로서 크게 공급 충격과 수요 충

가 있다.

격을 고려하였다. 공급 부문의 충격은 사망에 따른 영구적인 충격과 치료 후 복귀에 따
른 일시적인 충격으로 나눌 수 있다. 수요 부문의 충격은 국제 수요의 감소, 가계소득 감
소에 따른 수요 감소, 감염 회피를 위한 사회적 격리 현상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나타
난다. 메르스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손실은 이러한 공급 충격과 수요 충격이 세 가지 시
나리오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가정한 후 글로벌 CGE 모델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시나
리오 1은 메르스가 1개월간 지속, 시나리오 2는 2개월간 지속, 시나리오 3은 3개월간 지
속되는 것을 가정하였다. 추정 결과 메르스 사태가 1개월간 지속될 경우 GDP는 0.26%
감소하고 손실 규모는 약 4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2개월간 지속될 경우 GDP
가 0.61% 감소하고 및 손실 규모는 9조 3천억 원으로 추정되었고, 3개월간 지속된다면
GDP가 1.31% 하락하고 손실 규모는 무려 2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었다. 뿐만 아니라 메
르스 사태는 내수 위축과 수출 둔화 등의 부작용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시나
리오 1의 경우 투자는 0.7%, 소비는 0.25%, 수출은 0.3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나리오 2에서는 투자는 1.61%, 소비는 0.57%, 수출은 0.91% 감소하고, 시나리오 3에서
는 투자가 3.46%, 소비는 1.23%, 수출은 1.98%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평가
본 연구는 2015년 메르스의 확산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손실을 CGE 모형을 사용하
여 체계적으로 추계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으며, 수요 충격 등을 통해 경제손
실이 확대되지 않도록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한 연구라 할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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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사회적 기업의 실패사례와 시사점
전용식 |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사회적 기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은 정

업의 실패사례를 분석했다. 정부의

부로부터 다양한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후 사회적 기업 증가세가 확대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직접적 지원 여

고 있다. 또한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을 통한 지원책의 확산도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해외 사회적 기업의 실패사례를 조사해 합리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부와 범위는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하
며 사회적 기업이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환경 구축에 중점을 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연구내용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영국과 미국에서는
설립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의 경우 2008년 이후 설립되는 사회적 기업보다 파산
하는 사회적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기업의 파산과 관련된 통계
를 구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선행연구들은 국내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매우 취약하
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취약한 수익구조, 높은 정부 보조금 의존도 등으로 실패 가능
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영국과 미국의 사회적 기업 실패사례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기업이 수익창출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보다 어려
운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낮은 원인은 성장이 정체된 시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점, 노동생산성과 경영효율성이 낮다는 점, 그리고 평판 리스크에 취
약하다는 점 등으로 분석된다. 특히 사회적 기업의 정체성에 대한 평판이 악화될 경우 해
당 사회적 기업과 더불어 동종의 사회적 기업들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외부효
과가 작용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사회적 기업이 자생력을 확보하기에는 극복해야 할 과
제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을 정부가 직접 지원할 경우 정부와 사회적 기업 간 정
보 비대칭성으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클 수 있으므로 직접적 지원 여부와 범위는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영국과 미국의 사회적 기업 지원 방안이 사회적 기업이 하나의 기업으
로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평가
해외 사회적 기업의 실패사례를 분석해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각종 지
원책으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부작용과 실제로 사회적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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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와 경제시스템 위기
허원제 | 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인구 감소로 인해 자치단체들이 존

우리나라의 장래인구는 2030년까지 성장기를 종료하고 2031년부터 축소기에 접어들 것

폐의 기로에 직면해 있다. 갈수록 악

으로 예상된다. 특히 생산가능인구는 총인구보다 빠르게 감소기에 접어드는데 그 시점이

화일로를 걸을 것으로 보이는 재정

2016년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고는 인구 감소가 초래할 수 있는 자치시스템의 위기를
재정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인구력 증대를 위한 시사점을 도
출하고자 했다.

수지와 생산가능인구의 부양 부담은
자치시스템을 위기로 내모는 중요 요
인으로 판단된다. 실질적인 인구 감
소 완화 방안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의 즉각적인 보완이 무엇보다 필요

연구내용
자치단체의 장래 1인당 재정수지를 분석한 결과, 장래 1인당 재정수지가 일정 부분 인구
감소의 영향을 받아 가파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인구 규모가 큰 자치단
체들에서 인구 감소 추세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나마 규모 있는 자치단체들
조차 재정 위축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대, 대구·울산·부산의
2010년 대비 2040년의 1인당 재정수지 위축 규모는 17개 광역자치단체 각각의 1인당 재
정수지 위축 규모 평균치의 80%대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자치단체별 장래 생
산가능인구 1명이 짊어져야 하는 사회복지비용이 2016~2040년 사이 연평균 0.54~1.71%
씩 증가해 2040년엔 2016년 대비 13.67~50.06% 확대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2016년부터
2040년까지 1인당 사회복지비 부담 증가율은 부산이 50.06%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
46.74%, 경북 37.97%, 서울 36.33% 순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평가
향후 재정수지의 위축 추세에 주력 경제활동층인 생산가능인구가 짊어질 수밖에 없는 사
회복지비용마저 증대되는 구조에선, 지방정부의 경제활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재정건전
성은 달성하기 힘든 목표이다. 요컨대, 보다 실질적인 인구 감소 완화 방안과 생산가능인
구 감소의 즉각적인 보완이 시급하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에 이양 가능한 세원에 대
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며, 자치단체의 재정지출 항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는 사회복지 지출에 대해 조속한 유사·중복사업 정리, 과감한 선심성 복지사업 폐지, 시
급성에 따른 우선순위 복지사업의 선(先) 시행 등을 통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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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 간 법인세 단순 비교의 문제점

2015. 07. 16.

유진성 | 연구위원
황상현 | 연구위원

OECD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국가 간 법인세 부담수준을 단순 비교하는 경우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국
가별로 직면한 경제적 여건이나 정치사회적 상황에 따라 법인세 부담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별 차이를 무시하고 단순히 OECD 통계자료의 수치로 국가 간 법인세 부담수준을 비교하
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 국가의 법인세 부담수준은 해당 국가의 정상수준 대비 현재의 부담수준을 평
가하여 높고 낮음을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 간 비교에서도 이를 고려하여 정상치 대비 실제치 비
율 지수(=(실제치/정상치)×100)를 사용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다. 정상치 대비 실제치 비율 지수를 기
준으로 국제비교를 할 경우 2012년 한국의 명목 최고법인세율은 OECD 33개국 가운데 11위, 법인세 부
담률은 OECD 32개국 가운데 2위를 기록하여 OECD 통계자료 단순 비교 시보다 훨씬 높은 수준인 것
으로 분석되었다. 요컨대 한국의 실질적 법인세 부담수준은 OECD 국가 간 비교에서 높은 수준인 것으
로 나타났으며 향후에는 법인세 부담수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변화와 가계부채 그리고 그 위험성
허원제 | 연구위원

2015. 06. 01.

2014년 누적 기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029조 원으로 명목 GDP의 69% 수준에 이른다. 이 같은
2014년 가계부채 수준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던 2009년(734조 원)에 비해 40.2%나 더 큰 규모이다.
이처럼 가계부채의 규모가 확대된 데에는 부동산시장의 몇 가지 특징적 변화가 주요 동인(動因)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가운데 주택매매 거래량과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져 가계부채의 확대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다. 현재 미국은 조만간 금리인상을 단행할 움직임을 보이
고 있다. 예전의 선례에서 보였듯이 미국의 금리인상은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금번 금리인상 시에도 미국이 예전처럼 수차례에 걸쳐 계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한다면, 우리나라
도 자본 유출을 우려해 결국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
라의 상황에서 금리인상은 가계부채의 폭발력을 배가시킬 것이다. 따라서 금리인상에 대비해 그 파장
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가계부채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써 국민의 가처분소득을 증진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속히 조성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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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에 대한 오해와 몇 가지 사실
윤상호 | 연구위원

2015. 03. 16.

지구온난화라는 기후변화에 대처한다는 미명하에 언제부터인가 각종 환경규제들을 당연시하는 사회
적 기조가 확산되어 왔다. 또한 지구온난화 및 관련 정책들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논란 및 문제점이 제
대로 소개되지 못한 채 오직 일방적 견해만이 존재하는 듯 치부되고 있어 적어도 지구온난화에 대한
건전한 토론의 기회는 우리나라에서 실종된 상태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동시에 지구온난화에 대한 이견 및 이를 둘러싼 쟁점들을 소개하기 위해 「지구온난
화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소책자와 인포그래픽을 제작해 지난 1월에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를
접한 몇몇 언론은 그저 산업계의 이익만 대변하는 억지 주장이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논란거리로
치부해 지구온난화와 관련 정책에 대한 건전한 토론과 검증의 기회를 유발시키겠다는 원 취지를 호도
하고 있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때다’라는 어구도 있듯이 지구온난화에 대한 진지한 토론
및 논의를 이제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 이견들에 대한 사회적 검증을 시도해보자는 노력을 무시해도
되는 괴변으로 간주하기에는 편향적 시각이 가져올 수 있는 국익의 피해가 너무나 크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대한 이해
우광호 | 부연구위원

2015. 01. 15.

이슈가 되고 있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보인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화이트칼라 이
그젬션 제도와 유사한 재량근로시간제가 있다. 하지만 이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초과근로수당의 적용 여부이다. 재량근로시간제의 경우 노사가 합의한 범위를 벗어난 근
로시간 즉,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 화이트칼라 면제제도는 초
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 따라서 해당 제도들의 이해를 통해 유연한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여 노
사분쟁을 줄이고 근로시간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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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포럼

전방위로 소통하여
바른 길을
찾아가다
성장과 복지, 개혁과 유지. 상반된 의견이
대립하는 핵심 이슈들에 대해 좀 더 폭넓은 시각으로
장기적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각국, 각계 전문가와 중지를 모으다.

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3. 세미나·포럼

2015 시장경제연구백서

세미나·포럼

2015 ANNUAL REPORT

1

3. 세미나·포럼
1. 연구 및 정책제안

2. 현안정책 대응

4. 연구회·도서발간·칼럼·온라인 지식정보 서비스

158 159

독일 어젠다 2010의 경험과
한국에 주는 조언
일시 | 5월 21일(목), 15:00~16:00
장소 |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1층 그랜드볼룸

개최배경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난항을 거듭하

청년실업자 45만 명, 청년실업률 10% 시대. 공식 실업률에 잡히지 않는 실업자까지 더하

고 있다. 이에 한국경제연구원은 노

면 청년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이 실업자인 시대다. 극심한 실업난을 겪던 독일이 ‘유럽의

동계 반발을 무릅쓰고 고비용·저효

병자’에서 ‘유럽의 강자’로 거듭난 원천은 무엇이었을까. 그 근저에 게르하르트 슈뢰더
(Gerhard Schroder) 당시 독일 총리가 추진했던 노동개혁 ‘어젠다 2010’이 있었다. 4대 부
문 구조개혁의 대표 분야인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경
제연구원은 독일이 노동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사회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타개함으로써
실업률 감소를 이뤄낸 ‘어젠다 2010’의 주인공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를 초청해
우리가 노동개혁을 어떻게 이해하고 추진해야 하는지 그 조언을 듣는 대담을 개최하였다.

프로그램
개회사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축사1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축사2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제발표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전 총리

대담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전 총리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좌장)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장관
방하남 전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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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사회 구조를 타개함으로써 실업률
감소를 이뤄낸 독일의 ‘어젠다 2010’
을 이끈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를 초청, 한국에 대한 조언을 들
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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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에 대한
과잉범죄화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일시 | 5월 27일(수) 14:00~16:00
장소 |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룸

개최배경

과도한 행정형벌로 인해 불필요하게

올바른 의미의 법치주의는 법률의 제정과 집행을 통해 국민의 권익과 재산권을 보호하

전과자가 양산되는 한편, 처벌에 대

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규제법령이 과다한 데다 행정형벌이 과도한, 과잉범죄화(over-

한 두려움 때문에 개인과 기업의 경

criminalization) 현상이 심각하다. 경제적 제재나 계약법적 손해배상으로 해결해도 될 일
을 형벌로 처벌하다 보니 국민과 기업 중에는 불필요하게 전과자가 되어 재기불능 상태
가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특히 배임죄는 죄의 구성요건이 모호하여 걸면 걸린다는 말이

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문제가 심각하
다. 우리나라 전과자 누적 인원수는
1,100만 명을 넘어 계속 증가 추세이
다. 이 같은 과잉범죄화 현상이 법치

있을 정도로 기업인에게는 불가측의 두려움의 대상이다. ‘한국에서 기업을 한다는 것은

주의, 그리고 경제성장에 어떤 부정

교도소 담장 위를 걸어가는 것과 같다, 정치와 여론의 풍향에 따라 교도소 안으로 떨어

적 영향을 미치고, 원인과 해법은 무

질 수도 있고 밖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푸념이 더 이상 안 들리게 하려면 무엇을 어떻

엇인지 방향을 모색하였다.

게 바꿔야 할지가 본 세미나의 토론 주제이다.

프로그램
발제

기업영역에서의 과잉범죄화 - 시스템적 혁신이 필요하다
발표자: 최준석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사 회: 최병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토 론: 김영욱 한국금융연구원 상근자문위원
이정민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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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독일의 노동개혁과
한국 노동개혁 시사점
일시 | 5월 28일(목) 14:30~17:20
장소 |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룸

개최배경

최근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하

최근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추락하고 이에 따라 고용불안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해

락하면서 고용불안이 심각한 문제가

결하기 위해서는 고용유연성과 임금안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한국경제연구원

되고 있다. 이에 과거 둔화되었던 성

과 아시아금융학회는 1970년대 노조천국의 영국과 통일비용으로 성장과 고용이 둔화되
었던 독일이 효과적인 노동개혁을 통해 경제를 부활시킨 사례를 참고해 고용경직성과 임
금수준이 세계적으로 높은 한국에서 노동개혁의 정책적 대안을 찾기 위해 영국과 독일
의 노동개혁과 한국 노동개혁 시사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프로그램
발표 1

영국 노동개혁의 주요 내용과 영향 및 교훈
발표자: 박동운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발표 2

독일 노동개혁의 주요 내용과 영향 및 교훈
발표자: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거시연구실장

발표 3

생활임금제도의 문제점과 파장
발표자: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건국대학교 특임교수

종합토론

남성일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박동운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거시연구실장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건국대학교 특임교수
윤창현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장

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장과 고용의 문제를 극복해낸 영국
과 독일의 노동개혁을 살펴보고 이
를 통해 한국경제의 노동개혁에 대
한 정책 대안을 얻고자 자리를 마련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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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엔저의 전망과 파장 및 대응과제
일시 | 5월 29일(금) 09:30~11:40
장소 |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룸

개최배경

최근 국제금융시장에는 통화전쟁이

최근 각국의 통화전쟁 속에서 일본은 양적완화 정책을 통해 자국통화의 약세를 추진 중

재연되고 있다. 현재 일본은 엔화 약

에 있다. 반면 원화는 외국인투자자금 유입과 불황형 경상수지 흑자로 절상을 지속하고

세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는

있는 가운데 엔화 약세가 지속된다면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한국의 수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른 전향적인 대책이 없는 시점에서 한국경제연구원
과 아시아금융학회는 초엔저의 전망과 파장 및 대응과제라는 주제를 통해 엔저현상의 지
속에 따른 한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해보고자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프로그램
발제 1

초엔저의 전망과 파장
발표자: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

발제 2

한국의 대응과제
발표자: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건국대학교 특임교수

토론

김기흥 한국경제연구학회 회장,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
김성훈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거시연구실장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건국대학교 특임교수
이동은 명지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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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동계올림픽 효과 극대화를 위한 과제
일시 | 6월 1일(월) 14:00~16:30
장소 |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룸

개최배경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로 인

국제스포츠 개최는 국가경제적인 이득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국민통합과 국력배양의 기회

한 경제적 이득이 관련 시설 투자로

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간의 유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동계스포츠는 기

인한 경제적 효과와 관광산업에의

후조건 외에도 경기장을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 자체가 국력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동계올림픽 개최는 선진국의 전유물로 여겨져왔다. 우리나라는 두 번의 고배 끝에 아시아
권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나라가 되었다. 평창 동계올림픽

기대효과 등 직·간접적인 효과를 합
쳐 수십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
고 있다. 이에, 스포츠, 문화, 경영,
경제 분야 등 여러 방면에서 평창 동

개최 1,000일을 앞두고 성공적인 개최와 경제 효과 극대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국경제연

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과

구원은 ‘평창 동계올림픽 효과 극대화를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제가 무엇인지 논의하였다.

프로그램
발제 1

종합 5위 달성을 위한 경기력 향상 방안
발표자: 문영진 한국스포츠개발원 스포츠과학실장

발제 2

올림픽 개최의 긍정적 효과 극대화 방안
발표자: 신철호 성신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발제 3

올림픽과 한국관광
발표자: 박경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

김관규 대한빙상연맹 전무이사
김권일 한국스포츠개발원 연구기획팀장
오익근 前 한국관광학회 회장, 계명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오태현 강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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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 기본법안:
경제회복의 또 다른 걸림돌
일시 | 6월 3일(수) 14:00~16:30
장소 |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룸

개최배경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은 정치권에서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리고 창의적 기업가정신이 발현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논의가 본격화되며 사회적 관심이 집

위해 과도한 규제 철폐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모두가 힘써야 할 시기이다. 하지만 정작 제

중되고 있는 법안 중 하나이다. 이에

도 개선의 키를 잡고 있는 정치권은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을 통해 시장경제체제를 추구
하는 헌법적 가치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특정 경제조직에 대한 각종 보조금, 세제혜택,
지원정책 등을 남발하며 지대추구활동의 합법화를 시도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이 도입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헌법적 가치의
부정과 경제의 역동성에 대한 훼손
과 같은 법안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안으로 인해 한국경제가 지대추구경제로 전락한다면 각종 규제로 인해 발목이 잡혀 있

전문가들의 진단을 들어보기 위한

는 한국경제의 복원력을 상실시켜 침몰시키는 또 다른 원인이 될 것이다. 이에 한국경제

자리를 마련하였다.

연구원은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의 문제점과 폐해를 알아볼 수 있는 대외 세미나를 개최
하였다.

프로그램

세션 1

세션 2

주제발표

좌 장: 김영용 전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제1발표: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의 문제점 - 주요 규정의 비판적 검토
발표자: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2발표: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의 문제점과 허구성
발표자: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좌 장: 김영용 전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강성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김정호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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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의 기술융합 정책,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일시 | 6월 11일(목) 15:00~17:30
장소 |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룸

개최배경

디지털 시대의 기술융합 정책과 관

현재 한국은 새로운 ICT기술이 접목된 기술융합과 디지털화가 만들어내는 엄청난 변화

련하여 구체적으로 사물인터넷 영

를 목격하고 있지만 아날로그적 사고방식에 머무르고 있는 느린 제도 변화와 충돌하고

역, 디지털 헬스케어, 핀테크로 각각

있다. 예를 들어 핀테크(Fin-Tech)의 경우, 아직도 금산분리의 패러다임 테두리 안에서 발
전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한국경제연구원은 ‘디지털 시대의 기술융합’과
관련하여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하고 평가하
기 위한 세미나를 마련하여 올바른 정부 정책 방향을 모색하였다.

프로그램
발표 1

IoT기술융합과 제도 개선 방향
발표자: 정동훈 광운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발표 2

디지털 헬스케어와 제도 개선 방향
발표자: 최윤섭 성균관대학교 휴먼ICT융합학부 겸임교수

발표 3

핀테크와 제도 개선 방향
발표자: 이군희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토론

사 회: 이인실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대학원 교수
문병순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심영섭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양희동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영역을 나누어 주요 사안들과 제도
등의 바람직한 변화 방향에 대해 논
의하고 토론하였다.

3. 세미나·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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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재편제도 개선방안
일시 | 6월 17일(수) 10:00~11:30
장소 |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룸

개최배경

기업의 적극적인 사업재편을 통한

세계경제의 침체와 경쟁의 심화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

적극적인 사업재편을 위한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

되고 있다. 학계와 재계의 전문가들

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도입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경제연구원은 현
행 사업재편 관련 법률 및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일본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기업활
력제고특별법 도입과 실효성에 대한 올바른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본 세미나를 개
최하였다.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논의 중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의 도입
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프로그램
주제발표

기업 사업재편제도 개선의 필요성 - 일본 산활법의 시사점
발표자: 김윤경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

사 회: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김정호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김지평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손영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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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산업동향과 현안
일시 | 7월 1일(수), 7:30~9:30
장소 | 국회 귀빈식당 홀

개최배경

메르스 사태와 내수 부진, 수출 환경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내수 부진, 수출 환경 악화가 맞물린 상황에서 경제 활

악화가 맞물린 상황에서 경제 활성

성화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경제연구원은 국회 연구

화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논의가 시

단체인 국회 경제정책포럼, 시장경제를 논의하는 언론인 모임인 한국시장경제포럼과 ‘대·
중소기업 산업 동향과 현안’에 대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박성
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중소기업 동향과 주요 현안’, 서비스산업 규제개혁 등을 골자
로 하는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의 ‘저성장 극복, 신산업이 답이다’ 주제발표 순서로 진
행되었다.

프로그램
개회사

정희수 국회 경제정책포럼 대표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주제발표 1

중소기업 동향과 주요 현안
발표자: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주제발표 2

저성장 극복, 신산업이 답이다
발표자: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급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경제연구
원은 국회 경제정책포럼, 한국시장
경제포럼과 ‘대·중소기업 산업 동향
과 현안’에 대한 공동 세미나를 개최
하였다.

3. 세미나·포럼

2015 시장경제연구백서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점검 및
향후 과제
일시 | 7월 9일(목) 14:30~17:10
장소 |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룸

개최배경

박근혜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박근혜 정부는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를 보이며 본격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

강력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러나 지난 2년여간의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기업의 평가는 여전히 부정적이며 만족도가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낮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가 필
요한 시점이다. 특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지방규제, 서비스산업 규제, 수도권 규제와 같
은 핵심 규제가 정비·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체

평가가 많다. 특히 서비스산업 규제,
수도권 규제 및 지방 규제 등 핵심
규제의 개혁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핵심 규제의

계를 점검하고 지난 2년간의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를 진단하고 향후 경제 활성화

실태, 규제개혁의 정도 및 향후 규제

를 위한 규제개혁 방향을 제시하였다.

개혁의 과제 등을 논의하였다.

프로그램
발표 1

규제개혁의 창 - 추진체계의 정비
발표자: 이혁우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진국 배재대학교 중소기업컨설팅학과 교수

발표 2

지방규제개혁 추진체계의 점검 - 경쟁은 작동하는가?
발표자: 이민창 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과 교수
김주찬 광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토론

김성준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이혜영 광운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발표 3

경제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 규제개혁과제
발표자: 박정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발표 4

수도권 규제는 성역인가? - 현실적 접근의 필요성
발표자: 최성호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박정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토론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업연구실장
이민호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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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개혁의 주요 쟁점 점검:
해고제도, 취업규칙변경을 중심으로
일시 | 9월 9일(수) 10:00~12:00
장소 |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룸

개최배경

최근 노동시장개혁의 필요성은 모두

해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부분적인 노동시장 개혁은 부작용만 낳을 가능성이 높다. 이

인식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에

번 기회에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완벽한 변신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한국경제연구

대해서는 이견이 상당하다. 한국경

원은 노동시장 개혁의 주요 쟁점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한 해고제도의 개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의 명
확화 및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주요 쟁점을 점검하고 개혁방향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프로그램
발제 1

해고의 불확실성 완화와 해고제도의 개선
발표자: 김희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2

임금피크제의 도입과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발표자: 이 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3

기업경영 관점에서 본 임금피크제의 필요성과 청년채용 확대방안
발표자: 이지만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발제 4

정년연장 비용과 임금피크제 시사점
발표자: 우광호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

김영문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희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거시연구실장
우광호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승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제연구원은 노동시장개혁의 핵심요
소인 해고제도 및 취업규칙변경의 개
선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았다.

3. 세미나·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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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금융시장 불안과 신흥시장국 위기:
전망과 대응방향
일시 | 9월 14일(금) 14:30~17:30
장소 |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룸

개최배경

최근 중국 경제의 추락과 미국의 금

중국 경제의 추락과 곧 다가올 미국 금리인상이라는 G2 리스크로 인해 신흥시장국들은

리인상이라는 G2 리스크로 인해 세

위기 가능성에 놓여 있다. 위안화의 평가절하는 특히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들

계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신흥시

의 성장에 타격을 줄 것이며 미국의 금리인상은 신흥시장국으로부터 자금을 유출시키며
심각한 위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외환위기마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되는
시점에 한국 또한 위기에 대응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에 한국경제연구원은 세계금
융시장의 불안과 신흥시장국의 위기: 전망과 대응 방향이라는 주제를 통해 한국경제가
위기에 대비해 안정적인 성장을 이룩할 수 있도록 모색하는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프로그램
발제

세계금융시장 불안과 신흥시장국 위기
발표자: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건국대학교 특임교수

토론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한국경제학회 명예회장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백승관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신광호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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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국들의 위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G2 리스크의 동향과 전
망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향후 영향
과 이에 대한 정책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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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기업 CEO가 바라본
한국의 노동시장
일시 | 9월 17일(목) 14:00~15:45
장소 |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1층 그랜드볼룸

개최배경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직접

현재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살펴보면 불합리한 관행으로 노사 간 교섭력의 균형이 깨져

기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한국GM

있는 상황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기업을 직접 운영하거나 경영인들

의 세르지오 호샤 사장을 초청하여

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외국기업 CEO를 초청하여 우리나라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장점과 단점을 글로벌 스탠더드 관점에서 정확히 파악하고자 특별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좌담회를 통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실을 파악하고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강
조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현
상황을 외국기업 CEO 관점에서 냉
정하게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
였다. 이번 좌담회를 통해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과 노사협력의 중요성
을 강조하였다.

프로그램
발제

Labor Market Challenges in Korea
발표자: Sergio Rocha 한국GM CEO, 사장

토론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Mr. Sergio Rocha 한국GM CEO, 사장
Ms. Amy Jackson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
Mr. Vikram Doraiswami 주한인도대사
Mr. Shitak Yoo 前 한국파커 대표이사

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3. 세미나·포럼

2015 시장경제연구백서

위기의 소프트웨어산업,
돌파구는 무엇인가?
일시 | 10월 5일(월) 14:00~16:00
장소 |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룸

개최배경

IT서비스산업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은 세계 최첨단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민 경제의 재도약을 가능케

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을 진단한

할 주요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이제 막 가파른 성장기를 지나 글로벌 리더로서

다. 그리고 공공정보화 시장에 대한

인정받게 된 한국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곳곳에 산재한 규제들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어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한국경제연구원은 위기의 소프트웨어
산업의 돌파구를 찾기 위하여 전문가들의 연구결과와 주장들을 심도 있게 토론하고 바
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프로그램
발표 1

IT서비스산업 대기업 참여 제한의 문제점
발표자: 김미애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발표 2

소프트웨어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연구
- 공공정보화 시장 대기업 진입규제 실효성 분석을 중심으로
발표자: 이호근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토론

좌 장: 권현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강철하 한국IT법학연구소 소장
김기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김미애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진기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정책본부장
이호근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2015 ANNUAL REPORT

대기업 진입규제가 실효성이 있는가
를 진단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산업 생
태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3. 세미나·포럼
1. 연구 및 정책제안

2. 현안정책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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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인가 앞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향과 정책과제
일시 | 10월 29일(목) 14:00~17:00
장소 |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룸

개최배경

최근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업 진출

전 세계적으로 모바일 기기 사용자가 많아지면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스마트금융거래

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한국에서

를 통해 금융의 효율성을 높이는 금융산업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한국에서도

도 인터넷전문은행이 영업을 시작할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인가를 받고 영업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으나 아직 금산
분리, 대기업 진출 불허와 같은 높은 규제 장벽으로 인해 과연 경쟁력 있는 신금융산업
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인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경제연구원과 한
국금융ICT융합학회는 경쟁력 있는 금융 서비스의 혁신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의 바람직
한 설립방향과 정책과제를 강구하고자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프로그램

주제 1

현행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향과 문제점
발표자: 문종진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토론자: 강임호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유순덕 한세대학교 e-비지니스학과 교수

주제 2

글로벌 경쟁력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향과 정책과제
발표자: 오정근 건국대학교 금융IT학과 특임교수
이영환 건국대학교 금융IT학과 교수
토론자: 김정혁 한국은행 전자금융팀장
김동현 ICTK 대표

종합토론

토론자: 김창헌 고려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문정숙 숙명여자대학교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박소영 페이게이트 대표, 한국핀테크포럼 의장
이윤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
황승익 한국NFC 대표

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른 높
은 규제장벽의 우려 또한 제기되는
시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올바른
설립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3. 세미나·포럼

2015 시장경제연구백서

데이터 주도 경제시대의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모색
일시 | 11월 12일(목) 14:00∼17:50
장소 |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룸

개최배경

세계적인 성장유망산업으로 주목받

빅데이터 산업은 한 국가의 미래경쟁력을 결정짓는 ‘21세기 원유’라 할 만큼 세계적인 성

고 있는 빅데이터 산업의 중요성과

장유망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빅데이터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다양

활용전략, 그리고 발전가능성을 검

한 정책적인 수단을 마련 중에 있으나, 개인정보보호 등 법적 측면과 빅데이터의 효율적
인 활용 등 산업적 측면에서에서 적절한 접점을 찾지 못하여 아직까지 관련 산업이 활
성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학계와 산업계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빅
데이터의 산업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하
였다.

프로그램
축 사: 임종인 청와대 비서실 안보특별보좌관
사 회: 이영조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발제 1

한국형 빅데이터 활용 모델
발표자: 이원석 연세대학교 컴퓨터학과 교수

발제 2

빅데이터의 활용과 산업 - 중국 따라하기
발표자: 이진권 SAS KOREA 상무

발제 3

한국 기업의 빅데이터 현황 및 걸림돌
발표자: 이성욱 Deloitte 상무

발제 4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제화 방안
발표자: 김이식 KT 빅데이터센터 상무

발제 5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서 얻는 시사점
발표자: 김수연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토론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김장원 한국 오라클 상무
양금승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산업연구실장
유성완 미래창조과학부 융합신산업과 과장
이종석 신한카드 빅데이터센터 본부장
이원석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 교수
함유근 건국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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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하고, 빅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
기 위한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논의
하는 세미나를 마련하였다.

3. 세미나·포럼
2. 현안정책 대응

1. 연구 및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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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기업경쟁력, 실상과 극복방안
일시 | 11월 16일(월) 15:15~17:00
장소 |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룸

개최배경

기업경쟁력이 대내외적으로 위기를

한국 기업의 기업 경쟁력이 위기를 맞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수출과 내수부진으로 인한

맞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국내 제조기

영업이익 감소뿐만 아니라 경직된 노동시장, 과다한 규제, 반기업정서 확산 등 여러 면에

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을 진단하고

서 기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비해 경쟁국의 기업들은 무서운 속도로 경쟁
력을 높이고 있다. 중국은 기술력까지 갖추면서 한국 기업과 경쟁에 나서고 있고 일본은
엔저 현상에 힘입어 오랫동안 힘들었던 경기침체로부터의 극복을 꿈꾸고 있다. 이에 한
국경제연구원은 기업들이 활력을 되찾고 경제 전반에 드리운 저성장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를 모색하였다.

프로그램
발표 1

국내기업, 글로벌 경쟁력의 위기
발표자: 신현한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토론

좌 장: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남성일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업연구실장
이형오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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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악화되었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
고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으로서 노동력 활용, 기술혁신, 사업
재편 등의 전략에 대하여 논하였다.

3. 세미나·포럼

2015 시장경제연구백서

한국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신성장동력 확충방안
일시 | 11월 19일(목) 14:30~17:10
장소 |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룸

개최배경

대외경제환경의 악화로 한국 제조업

최근 미국의 연내 금리인상 검토, 중국의 경기 둔화와 신창타이(新常態) 본격화, 그리고

의 국제적 위상에 비상등이 켜지고

일본의 엔저 장기화 등으로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외환경이 급변하고 불확실성이 높아지

있는 가운데, 한국경제의 재도약과

고 있다. 그동안 한국경제의 성장엔진 역할을 해온 주력산업에 대한 글로벌 시장 수요 감
소와 공급과잉으로 구조조정의 압력이 거세지는 시점에서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계 및
학계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한국 산업의 대내외 경제 리스크 요인과 글로벌 경쟁력을 진
단하고, 세계시장에서 한국 주력산업의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
기 위한 한국산업의 구조 및 혁신전략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프로그램
발제 1

한국 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경제 리스크 요인 진단과 전망
발표자: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장

발제 2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주력산업의 수출경쟁력 점검과 대응과제
발표자: 이순철 부산외국어대학교 인도학부 교수

발제 3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한국산업의 구조 및 혁신전략
발표자: 김영신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노영진 한국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양금승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산업연구실장
이태정 연세대학교 정경대학 교수
최윤희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융합기획팀장
하태정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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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성장을 위한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산업 간 융복합을 통
해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 방안을 논
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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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개혁의 주요 쟁점 점검:
파견 및 기간제를 중심으로
일시 | 12월 3일(목) 10:00~12:00
장소 |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룸

개최배경

한국경제연구원은 파견과 기간제 관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로 대변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화시키고 보다

련된 해외 사례뿐만 아니라 현재까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비정규직보호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한

지의 국내 논의를 점검하고 유연한

국경제연구원은 유연한 노동시장을 기반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동시에 공정한 노동시
장 질서를 세워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목적을 염두에 두고 파견 및 기간제를 중심으로 노
동시장 개혁의 주요 쟁점을 점검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프로그램
발제 1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본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
발표자: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거시연구실장

발제 2

기간제 노동개혁법안의 내용과 문제점
발표자: 김희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3

근로자파견법의 목적과 개선방향
발표자: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융합학부 교수

토론

김소영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희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철성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거시연구실장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융합학부 교수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
조영길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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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성도 제
고할 수 있는 노동시장 개혁의 올바
른 방향을 모색하였다.

3. 세미나·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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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한국경제 5대 이슈:
전망과 대응방향
일시 | 12월 15일(목) 9:40~12:00
장소 |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룸

개최배경

2016년 여러 내우외환으로 인해 한

2016년 새해 한국경제는 미국 금리인상,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 등으로 인해 수출 회복

국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기업 구조조정 문제, 구조개혁과 규제혁파 지연 등으로 인해

전망되는 가운데 이러한 위기 극복

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6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2% 중반대로 그쳐 내부적인 분열을 하나로 통합해 경제위기를 극복해나가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 이러한 뜻에 따라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미국 금리인상, 중국경제 성장둔화,
수출 감소, 기업구조조정 표류, 구조개혁과 규제혁파 지연 등 2016년 한국경제의 5대 이
슈를 전망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정책세미나를 주최하였다.

프로그램
주제 1

다가온 미국 금리인상과 거시경제정책 운용방향
발표자: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주제 2

점증하는 중국 리스크와 한국의 대응방향
발표자: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건국대학교 특임교수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연구분석실 중국팀장

주제 3

추락하는 수출 리스크 점검과 대응방향
발표자: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주제 4

급류 타는 기업구조조정·바람직한 추진 방향과 GM의 사례
발표자: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건국대학교 특임교수
정종우 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 상무

주제 5

표류하는 구조개혁과 규제혁파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발표자: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종합토론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윤창현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부장
정종우 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 상무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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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변화의 토대를
마련하다
자유주의에 대한 바른 인식, 시장경제 원리의 확산,
기업에 대한 오해 바로잡기 등
단기 처방으로 해결되지 않는 뿌리 깊은 문제들을
천천히 변화시키기 위해 지속 가능한 소통과
배움의 장을 마련하다.

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4. 연구회·도서발간·칼럼·온라인 지식정보 서비스

2015 시장경제연구백서

연구회

2015 ANNUAL REPORT

1

4. 연구회·도서발간·칼럼·온라인 지식정보 서비스
1. 연구 및 정책제안

2. 현안정책 대응

3. 세미나·포럼

182 183

기업집단연구회

발족 배경 및 운영

정치, 경제, 경영, 법학, 사회, 회계

기업·기업집단 시스템의 발전을 위해서는 경영, 법학, 사회, 경제, 정치 등 학제 간

등 다양한 학제적 접근을 통해 기업

convergence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2014년 ‘기업집단연구회’가 발족되었다. ‘기업집

및 기업집단 관련 이슈를 검토하여

단연구회’는 경제적 효율성 및 경영학적 성과들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기업·기업
집단에 대한 오인 요소를 해소하는 한편 기업·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효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법적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기업·기업집단 정책 방향에 대한
바람직한 국민인식 형성을 위해 정치학·사회학적 연구도 함께 수행한다.

인적 구성
원외

송옥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태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세진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박정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신현한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정지웅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이연호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 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두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원내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
김윤경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2015년 운영 실적
제1회

◆ 일시 l 2월 26일(목) 16:00
◆ 주제 l 배태적 자율성의 실패: 발전국가인가, 규제국가인가
◆ 발표 l 이연호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 내용 l 최
 근 자율감독의 실패는 국가가 감독권을 회수하는 계기가 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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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 차원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
고 개선방안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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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이러한 규제국가적 전환은 사후규제의 증가를 가져왔다. 규제
기관 및 기업의 관료화 문제점을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사후규제
보다는 사전규제를 통한 보호와 육성의 발전국가적 특성의 필요성
을 제시하였다.
제2회

◆ 일시 l 3월 19일(목) 16:00
◆ 주제 l 회사지배구조 논의에 관한 소고
◆ 발표 l 김태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내용 l 국
 내 기업지배구조의 모델과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을 검
토하였다. 회사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게 강요하는 감독위원회
설치 의무조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사회 구
성에 대한 인적 구성과 관련되어 사외이사 결격요건 규정의 재검토
및 완화 등을 제언하였다.
제3회

◆ 일시 l 4월 23일(목) 17:00
◆ 주제 l EU 복합금융그룹 지침 관련 국내 정책 동향 및 시사점
◆ 발표 l 민세진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내용 l 서
 로 다른 업종의 금융회사가 한 그룹 내에 존재하는 복합금융그룹
(Financial Conglomerate)에 대한 세계 감독기관의 방향성이 변화하
고 있다. EU 복합금융그룹 지침의 선정기준, 감독방향을 살펴보고
국내 적용 시 문제점과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제4회

◆ 일시 l 6월 2일(화) 17:00
◆ 주제 l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발표 l 김두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내용 l 징
 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채 도입이 확대
되고 있으며, 이는 법체계의 왜곡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
하였다.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최적 손해배상의 의미를 설명하여 징

2015 ANNUAL REPORT

4. 연구회·도서발간·칼럼·온라인 지식정보 서비스
2. 현안정책 대응

1. 연구 및 정책제안

3. 세미나·포럼

184 185

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같은 입법적 해결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제5회

◆ 일시 l 7월 2일(목) 10:00
◆ 주제 l 국내 핀테크 시장의 활성화 방안
◆ 발표 l 정지웅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내용 l 금
 융과 IT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및 산업의 변화를 통칭하는 핀
테크가 국내에서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국내 금융시스
템과 규제 현황에서 검토하였다. 해외기업의 사례연구를 통해 국내
금융당국 감독의 방향성과 기업의 보안시스템에 대한 시사점을 제
시하였다.

제6회

◆ 일시 l 9월 21일(월) 17:30
◆ 주제 l 기업집단 연구의 새로운 방향성 모색
◆ 발표 l 기업집단연구회 토론

	◆ 내용 l 기
 업집단 관련 국내 및 해외 연구의 진행과정을 검토하고 국내 기업
집단 관련 주요 정책을 논의하였다. 기업집단 특화된 이슈 외에도 이
사회, 의결권 등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올바른 정책대안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연구주제를 제시하였다.
제7회

◆ 일시 l 11월 16일(월) 17:30
◆ 주제 l 비정규직비율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 발표 l 신현한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내용 l 국
 내기업의 비정규직 규모가 증가한 동시에, 기업의 수익 대비 인건
비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임금상승 여력이 감소하고 있다. 앞
으로 가속화될 소득증대성장론 논의에 대한 실증적 결과를 제시하
기 위해 2013년 상장사에 도입된 고용형태공시제 등의 자료를 이용
한 기업 경영성과 분석 proposal seminar를 진행하였다.

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4. 연구회·도서발간·칼럼·온라인 지식정보 서비스

2015 시장경제연구백서

제8회

◆ 일시 l 12월 30일(수) 18:00
◆ 주제 l 헤지펀드 무엇이 문제인가?
◆ 발표 l 정지웅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내용 l 헤
 지펀드, FoF(Funds of Funds), 프라임브로커 등 복잡화되어가는
자본시장의 변화 동향과 시장 참가자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또
한 인센티브,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하여 투자 성격을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지난 금융위기와 앞으로의 위기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
하였다.

2015 ANNUAL REPORT

4. 연구회·도서발간·칼럼·온라인 지식정보 서비스
2. 현안정책 대응

1. 연구 및 정책제안

3. 세미나·포럼

186 187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발족 배경 및 운영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는 자유주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는 하이에크, 미제스, 밀턴 프리드먼 등 고전파 자유주의 학자들

의 철학과 경제학 연구를 통해 정

의 철학을 연구하고, 변화된 사회경제적 환경과 한국적 상황을 고려하여 자유주의 사상

치·경제·교육·언론·복지 등 한국

을 발전시키는 데 설립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 참여하고 있
고, 월례발표회, 하계 초정 포럼, 추계 정책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고 있다.

사회의 모든 부문에 자유주의와 시
장경제의 풍토를 조성하고, 자유주
의 법·제도적 토대를 확립하는 데 기
여하고자 한다. 2015년 한 해 동안

인적 구성

총 7회의 연구회가 개최되었다.

회 장 황수연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부회장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이 사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정회상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창규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감 사 정기화 전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전용덕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2015년 운영 실적
제1회

◆ 일시 l 3월 27일(금) 17:00
◆ 주제 l 자유 개념에 대한 혼란과 교훈
◆ 발표 l 장대홍 한림대학교 명예교수
◆ 내용 l 전
 체주의, 공산주의는 패퇴했지만 반자유체제나 반자유주의 성향은
남아 있고, 반자유주의 성향의 원천은 소극적 자유에 대한 오해와
혼란에서 기인한다. 현재의 사회적 혼란과 정체는 자유에 대한 이해
가 부족한 데서 나온다. 자유를 올바로 이해하는 한국적 계몽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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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 일시 l 4월 23일(목) 17:00
◆ 주제 l 규제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 발표 l 박문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내용 l 규
 제완화는 산업 전반적으로 총요소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 이때 제조업은 규제완화의 효과가 거의 없는 반면, 서비스업의 규
제완화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제3회

◆ 일시 l 5월 29일(금) 17:00
◆ 주제 l 한국 부패 연구의 쟁점들
◆ 발표 l 안도경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 내용 l 행
 정·제도 영역으로 정부의 효과성, 규제, 부패 규제 지표는 높고,
GDP는 상대적으로 낮다.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HID(인간개발지수),
삶의 만족도는 높지만 불평등도 높다. 민주화에 의해 발생한 사회변
동 과정에서 새로운 가치관과 계층 형성으로 지역 구도의 정치 파
벌이 형성되었다.

제4회

◆ 일시 l 7월 24일(금) 10:00
◆ 주제 l Political Capitalism
◆ 발표 l Randall G. Holcombe Economics at Florida State Univ.
◆ 내용 l E
 conomic Foundations of Political Capitalism: Rent-seeking,
Regulatory protection from competitors, Regulatory capture, Interest
group politics; Political Foundations of Political Capitalism: Elites
versus masses, 1% versus the 99%, Bourgeoisie versus the
proletariat, Low-transaction cost group versus the high-transaction
cost group.

제5회

◆ 일시 l 9월 18일(금)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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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l 역사학과 미제스의 기대이론
◆ 발표 l 전용덕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 내용 l 기
 대는 역사학의 연구 방법인 ‘이해’ 또는 ‘특정한 이해’라는 방법을
통해 역사적 지식 또는 심정학적 지식을 얻고, 그런 지식을 기초로
하여 투기적으로 예측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대와 기대 형성 방법
은 경제학의 일부는 아니다. 미제스는 기대 또는 예상을 ‘미래에 대
한 특정한 이해’라고 불렀다.
제6회

◆ 일시 l 11월 12일(목) 17:00
◆ 주제 l H
 eterogeneity in Household Consumption Behavior in a Dynamic
Panel Setting
◆ 발표 l 설 윤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내용 l W
 e link a number of factors to excess sensitivity: Households
exhibiting excess sensitivity are more likely to reside outside of the
capital city Seoul, spend less on education and insurance, and
are clustered in the sub-sample period before the Asian financial
crisis. We conclude that estimated excess sensitivity is largely due
to households’ inattention to consumption decision.

제7회

◆ 일시 l 12월 18일(금) 17:00
◆ 주제 l 경영전략학과 오스트리아 자유주의 경제학
◆ 발표 l 이웅희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내용 l 사
 회주의식 중앙 계획과 자생적 시장질서 간 선택의 논쟁을 최근 기
업 전략계획 수립의 논쟁과 비교분석한 결과, Planning 학파보다는
Learning 학파가 하이에크의 지식 이론과 부합한다. 또한 포터 이론
에 대해 비판적 검토를 한 결과 포터의 진입장벽과 이동장벽의 개념
이 잘못되었고 그의 이론이 경영학의 교육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
을 수 있음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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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혁신연구회

발족 배경 및 운영

기업과 혁신연구회는 경제의 기본단

기업집단 시스템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및 경영전략 연구, 상장제도, 회계제도 등 기업 관

위인 기업조직과 관련된 학술 토론

련 제도 분석, 대·중소 하도급과 기업 성과, 기업의 내생적 성장 요인과 환경요인 연구

및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발족되었다. 1996년 연구회 모임 결성과 함께 첫 공동 프
로젝트로 동경대학교 아오키 교수의 『비교경제제도론』을 『기업시스템의 비교경제학』이라
는 제목으로 번역 출판한 것을 시작으로 『외환위기 이후 기업환경 변화와 기업 성과』, 베
인&컴퍼니의 『Profit from the core』를 『핵심에 집중하라』는 제목으로 공동 번역서를 출판
하는 등 연구발표회 이외에도 적극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인적 구성
연구회장 이 근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원

내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미애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간

사 김 욱 건국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회

원 이우관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곽만순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곽주영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진태홍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용렬 홍익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박영렬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최경규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강명헌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정표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장지상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조성욱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정균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진방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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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소장학자들을 중심으로 결성
되었으며 정기적인 연구발표회를 통
해 기업 구조와 전략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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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장하성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기원 방송통신대 경제학과 교수
최인철 삼성경제연구소 상무
김윤지 한국수출입은행 연구위원
등 80여 명

2015년 운영 실적
제1회

◆ 일시 l 1월 27일(화) 18:00
◆ 주제 l 중견기업 진입에 따른 성장 단절, 실제 존재하는가?
◆ 발표 l 엄부영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 내용 l 중
 견기업의 초기 성장 단절 현상을 발견할 수 있으므로 소멸 기한
및 선별적 정책 등 중견기업의 연착륙 방안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며
중견기업으로의 진입을 유예시켜주는 기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
가 있다.

제2회

◆ 일시 l 2월 24일(화) 18:00
◆ 주제 l W
 hy Industrial Hegemony Shifts Needs Evolution and Dynamic
Management
◆ 발표 l 김인호 한양대학교 명예교수
◆ 내용 l 제
 조업의 수익성이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의 제고를
가져오는 부품, 소재업에 대한 새로운 기술혁신 등 제조업에 대한 인
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기업집단은 기술적, 산업적 변화를
이루는 전략으로서 다각화에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제3회

◆ 일시 l 5월 13일(수) 18:30
◆ 주제 l 계층적 공급네트워크에서의 기업 간 이익배분과 수익성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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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l 홍장표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내용 l 대
 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익배분의 불균등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
서 관계 특수적 기술이 요구되는 기업 간 거래에 있어서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형태에 적합한 규제정책이 필요하다.
제4회

◆ 일시 l 7월 13일(월) 18:30
◆ 주제 l 한국과 프랑스 영화산업 비교: 스크린쿼터와 보조금 영향
◆ 발표 l 박
 지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EU센터 박사, 			
Patrick Messerlin 파리정치대학 교수
◆ 내용 l 국
 내 영화산업은 1960년대 스크린 쿼터제와 수입 쿼터제를 통해 철
저히 보호받아 왔으며 그 결과 영화산업의 성장이 지연되었지만, 오
히려 스크린쿼터제가 해지된 2008년 이후 자유경쟁 상황에서 영화
산업의 성장성이 강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5회

◆ 일시 l 9월 2일(수) 18:30
◆ 주제 l 저성장시대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 발표 l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내용 l 일
 본의 생산가능인구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격히 감소하여 인
구 절벽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 일본은 엔고, 전력 부족, 높
은 법인세율, 높은 노동규제, 높은 환경규제, 외국과의 FTA 지연 등
의 정책적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제6회

◆ 일시 l 10월 14일(수) 18:30
◆ 주제 l The innovation process of Huawie and WTE: Patent data analysis
◆ 발표 l 강병우 IDE-JETRO 박사
◆ 내용 l 글
 로벌 마켓에서 기술력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는 두 개의 기업
후와웨이(Huawei)와 ZTE는 사기업(private firm)과 공기업(Stateowned frim)이라는 차이점이 주목되고 있다. 성과 면에서 보면 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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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의 연구인력과 R&D 지출은 절대적으로 크며 글로벌 마켓에서
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특허출원이 국내
출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다. 이에 반하여 ZTE의 경우 R&D 후
와웨이에 비하여 늦게 시작하였으나 특허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R&D 투자의 효율성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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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규제연구회

발족 배경 및 운영

각 분야 규제 연구 전문가를 중심으

한국경제가 저성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안전·기술, 의료·관광, 인터넷, 환경 등 새로

로 산업규제 연구회를 구성하여 안

운 먹거리 산업 분야에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개혁과 제도 정립이 필요하다.

전·기술, 의료·관광, 인터넷, 문화,

따라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지만 각종 규제와 제도적 미비함으로 인해 기업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분야를 대상으로 규제개혁과 제도적 정립 과제를 발굴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회에서는 각 분야 규제 연구 전문
가를 중심으로 안전·기술, 의료·관광, 인터넷, 환경 등 부문별 규제 개선방안과 법·제도
적 정립 방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인적 구성
원 외

김 신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혁우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수일 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소장
박문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원 내

양금승 한국경제연구원 산업연구실장
김영신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정회상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수연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송용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원

2015년 운영 실적
제1회

◆ 일시 l 9월 11일(금) 17:00
◆ 주제 l 중국의 배출권 거래제 도입 현황과 한국 기업의 시사점
◆ 발표 l 김정인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내용 l 중
 국은 2017년까지 천연가스 발전소를 세우고, 대기오염 규제 계획
에 의해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있다. 2011년 11월에 시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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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등 부문별 규제개혁 과제를 발
굴하고 그 개선 방향을 심층적으로
논의한다. 2015년 하반기에 총 2회
의 연구회가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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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선전시를 중심으로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을 시작했다. 향후
한중일 배출권 거래제 시장의 형성을 위한 기초 연구가 필요하고,
중국기업 중 성공사례 분석과 베이징-서울-동경 간 도시형 거래제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2회

◆ 일시 l 11월 6일(금) 16:00
◆ 주제 l 의료서비스산업의 현황과 발전 방향
◆ 발표 l 김대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내용 l 국
 민소득 증가로 GDP 대비 의료 서비스산업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충분한 고용이 이뤄지지 않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개발도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의료 형평성 악화와 의료비 폭등이 우려되고
있다. 의료 서비스 관련 정책 현황과 이슈로 의료기관 자본 참여 및
부대사업 확대, u-health, 의료 서비스 무역, 의료자원의 공급과 분
포, 공공성과 영리성이 충돌하는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
한 논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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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신전략연구회

발족 배경 및 운영

본 연구회는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본 연구회는 급변하는 대외 경제환경에 산업 및 기업의 입장에서 신속ㆍ정확하고 체계적

경쟁력을 진단하고 미래 비전을 제

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업혁신 전략을 고찰하고자 발족되었다. 세계 산업 통상환경에 관

시하고자 국제통상 및 산업 전반에

한 동향과 분석 및 전망을 통해 산업 고도화와 융복합을 통한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방
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매월 1회 회동을 원칙으로 주제 발표 후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
하고 있다.

대해 연구기관, 대학, 업종단체 등
각계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발제 및
토론을 통해 현안을 파악하고 심층
분석을 함으로써 연구 역량을 결집
하고자 한다.

인적 구성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노영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송치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성한경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신현곤 포스코경영연구원 철강연구센터 상무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실장
정재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전자산업정책실장
차경수 부산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015년 운영 실적
제1회

◆ 일시 l 10월 22일(목) 16:30
◆ 주제 l TPP 체제로 인한 동아시아 무역구조 변화와 한국경제의 파급 영향
◆ 발표 l 성한경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내용 l 한
 국의 FTA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과 이미 발효가 된 대상국, 타결
국, 협상이 진행 중인 국가 등에 대한 검토 및 특이 사항을 점검하
고, 한국이 TTP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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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 일시 l 12월 3일(목) 16:30
◆ 주제 l 창조형·선도형 기술혁신전략과 K-ARPA의 필요성
◆ 발표 l 송치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내용 l 한
 국의 GDP 대비 R&D 지출 비율은 세계 top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원천 핵심기술 개발 실적이 저조한데다 사업화할
수 있는 결과물은 많지 않은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미국의 우주 및
국방 관련 기술 개발의 성과 모델(DARPA)을 벤치마킹하여 창조적
이고 선도적인 기술혁신전략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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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략워크샵

발족 배경 및 운영

미래전략워크샵은 노동·인적자원,

미래전략워크샵은 우리나라 노동·인적자원, 통일·외교, 산업·기술 등 분야에서 지향해

산업·기술, 통일·외교 등 분야의 전

야 할 미래상 제시와 이에 도달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 미래전략연구의 플랫폼으로

문가들이 분야별로 선정된 주제에

서 발족되었다. 또한 본 워크샵을 통해 국가적 어젠다에 대한 민간 차원의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전문가 간 컨센서스를 도출을 이루고자 한다. 분야별로 전문가로 워크샵 회원
을 구성하여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워크샵을 진행하며 논의된 주제를 중심으로 보고서
를 발간한다.

인적 구성
노동·인적자원 분야
박기성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용민 국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남성일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오호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조영길 I&S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미래전략실장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연구실장
이진영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통일·외교 분야
최수영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 석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연구부 연구위원
김석진 통일연구원 남북통합연구센터 연구위원
이상준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본부장
이석기 산업연구원 국제산업협력실 선임연구위원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통일연구센터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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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고 이
를 통해 현안에 대해 장기적, 미래적
관점에서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2015년 한 해 동안 총 5회의 워크샵
이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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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
유호열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미래전략실장
산업·기술 분야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용수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박병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연구센터장
도보은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경제분석실장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미래전략실장

2015년 운영 실적
제1회

◆ 일시 l 1월 23일(금) 16:30
◆ 주제 l 북한경제개발 마스터플랜
◆ 발표 l 최남석 전북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 내용 l 통
 일한국의 경제적 미래상을 구현한다는 차원에서 북한 경제 마스
터플랜을 제시한다. 북한 경제의 고도성장과 발전, 남북한 경제의 상
생·발전과 점진적 통합, 한반도 경제의 새로운 도약(업그레이드), 동
북아 경제권의 기반 형성의 네 가지 목표를 바탕으로 이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2회

◆ 일시 l 2월 26일(목) 16:30
◆ 주제 l 노동소득과 경제성장률
◆ 발표 l 박기성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내용 l 노
 동분배율과 경제성장 간의 역 U자 관계를 실증적으로 증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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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다수의 OECD 국가들이 역 U자의
오른쪽, 즉 노동분배율이 증가할수록 경제성장률은 하락하는 영역
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소득 주도 성장률이 현실적으
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제3회

◆ 일시 l 4월 24일(금) 16:30
◆ 주제 l 사물인터넷과 개인정보보호: 입법동향과 쟁점
◆ 발표 l 심우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내용 l 사
 물인터넷의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간의 충돌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ICT 관련 정책의 중요한 과제이다. 이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서 사물인터넷 분야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규제 상황을 미리 성
급하게 예견하여 법제화하기보다는, 오히려 ‘현장에서의 기술적 상
황’과 ‘실제 사업자 및 이용자들의 규제 요청’을 유연성 있게 반영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제4회

◆ 일시 l 5월 22일(금) 16:30
◆ 주제 l ‘5·24 조치’ 해제 이후 남북경협의 전략적 추진 방안
◆ 발표 l 최수영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내용 l ‘5·24 조치’ 해제 이후 남북경협은 과거의 사례와는 달리 보다 전략
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기업의 대북 진출 요구를 반영하고, 둘째, 북한의 노동집약적 수출
산업을 육성하고, 셋째, 북한의 경제개발구·경제특구 프로젝트 선
별적으로 참여하고, 넷째, 북한의 대중국 경제의존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남북한 접경지역 협력사업을 확대하여야 한다.

제5회

◆ 일시 l 10월 29일(목) 16:30
◆ 주제 l 남북 간 군사적 위기 가능성과 그 영향
◆ 발표 l 김동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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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l 북
 한의 장기전 능력, 한반도 주변의 역학관계 등으로 인해 남북 간
의 전면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습 국지전의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으며 북한은 전략적으로 국지전을 활
용하고자 할 것이다. 하지만 과거의 경우를 볼 때 국지전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므로 국지전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그리 크지 않
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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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강화포럼

발족 배경 및 운영

경쟁력강화포럼은 기업환경 개선에

본 포럼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국경위) 폐지로 한국경제연구원이 세계경쟁력위원회연

필요한 규제개혁 방안, 산업경쟁력

합(GFCC: Global Federation of Competitiveness Councils) 이사회원 자격을 승계함에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및 교육, 환경,

따라 국경위가 수행하던 경쟁력강화 관련 사업을 민간 차원의 경쟁력강화 정책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하는 주체로 활용하고자 한다.
교수 및 연구원 등 학계 전문가, 기업 및 언론계 인사들이 분기별로 모여 다양한 국가경
쟁력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정례 회의체로서 발족되었다.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
고 주제 발표 후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인적 구성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미래전략실장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강상진 ㈜코씰 대표
강성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기흥 경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성곤 한국문학번역원 원장
김세형 매일경제신문 주필
김영근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본부장
김영욱 금융연구원 상근자문위원
김종석 여의도연구원 원장
김태윤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박영숙 프레시먼 힐러드코리아 대표
박우규 리인터네셔널 특허법률사무소 고문
박혜린 바이오스마트 대표
신현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윤창현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2015 ANNUAL REPORT

과학기술 등에서의 국가인프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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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순 리컨벤션 대표
이인실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정 준 한국솔리드 사장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조준모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창규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황호택 동아일보 주필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

2015년 운영 실적
제1회

◆ 일시 l 1월 28일(수) 17:00
◆ 주제 l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개선 과제
◆ 발표 l 이시욱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내용 l 경
 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뒷받침해줄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이 시급하다. 물류시스템 및 산학협력뿐만 아니라 금융지원 등이 어
우러지는 환경을 마련이 필요하며, 고용창출, 외국인투자유치, 자국
민 권리 간의 밸런스를 취하는 정책 콘텐츠 및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 투자 인센티브 개발 등 글로벌 트렌드에 맞춘 방안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수도권규제로 인한 비효율성 및 투자부진의 근원
에는 서비스업 규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

제2회

◆ 일시 l 4월 29일(수) 17:00
◆ 주제 l OECD 대비 복지지출 적정성 논쟁의 인식 오류
◆ 발표 l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내용 l 우
 리나라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을 사회·경제적 여건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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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은 채 OECD 평균치와 단순 비교는 부적절하다. 공적연금성
숙도, 노령인구비율 등 주요 사회·경제적 여건이 OECD 수준에 도
달할 경우,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도 OECD 평균과 유사한 20%
대 초반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현 수준의 복지정책을
유지하더라도 가까운 미래에 OECD 수준의 사회복지비용을 지출하
게 되므로 국가부채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지속가
능한 복지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제3회

◆ 일시 l 6월 26일(금) 17:00
◆ 주제 l 글로벌 시대의 한국인과 국가경쟁력
◆ 발표 l 김성곤 한국문학번역원 원장
◆ 내용 l 글
 로벌 시대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확산, 다국적기업의 투자와 무
역의 확산, 국경의 해체와 문화적 경계의 소멸 등으로 사람들이 공
동의 세계관과 아이디어를 갖고, 공통의 문화와 상품을 공유하는 시
대를 지칭한다. 우리는 한국을 바라보는 외국인의 시각에 대해 생각
해볼 필요가 있다. 외국인이 보는 한국인의 모습 중에는 인문학 교
육의 결여에서 비롯된 모습이 많으며, 이는 적절한 인문학 교육을 통
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 또한, 기술과 인문학의 융복합에 대한 필
요성을 강조하지만 학생에게 제도적인 인센티브가 부족하고 취업 등
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다. 융복합 인문학 교육을 받쳐줄 수 있는 제
도 개선이 필수적이다.

제4회

◆ 일시 l 9월 30일(수) 17:00
◆ 주제 l 우리나라 물류산업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
◆ 발표 l 양창호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 교수
◆ 내용 l 우
 리나라는 무역규모에 비해 국가 물류경쟁력을 낮은 수준이므로 물
류정책 추진 기반 개선 및 정책의 시각 변화가 시급하다. 정부는 물
류산업 육성에 대한 정책 의지를 밝히고 있으나 예산확보,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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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정책수단 수립이 미흡한 상황이다. 물류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
해 중소물류기업의 경쟁력을 상화하고 물류시장 구조조정 및 기능
회복, 수도권 규제완화가 시급하다. 정부의 활발한 참여로 글로벌 물
류 기업 육성, 인프라 투자 확대 등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
제5회

◆ 일시 l 12월 16일(수) 17:00
◆ 주제 l 기술혁신과 국가경쟁력
◆ 발표 l 정선양 건국대학교 기술경영학과 교수
◆ 내용 l 우
 리나라는 지난 10년간 120조의 국가 R&D 예산을 투입했지만 경
쟁력 있는 결과물이 많지 않다. 국가 경쟁력과 과학기술 혁신능력,
R&D 투자에 대한 생산성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이 점점 확대되면서 규제
가 많아지고 연구 성과를 악화시키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과학
기술 분야의 연구성과 제고를 위해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연구체계
변경 필요하다. 대규모 연구사업의 경우 박사급 전문 인력을 갖춘 국
책연구기관이 담당하고,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소규모 연구는 대학
에서 자유롭게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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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연구회

발족 배경 및 운영

조세재정연구회는 우리나라 조세체

복지와 분배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철저한 검토 없이 정부의 재원조달

계와 중앙·지방 정부의 재정 현황

방안이 수립될 경우 경제활동은 심각하게 왜곡되고 국가의 부담은 증가하는 한편 경제

및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향후 합리

의 효율성은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회는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 과세체
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공공지출의 재원조달을 마련하기 위한 바람직
한 세제개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발족되었다. 또한 최근 증대되고 있는 재원 부담 주체

적인 세제개편과 건전한 국가 재정
수립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조세체계 및 조세
정책, 재원조달을 위한 세제개편 방

(소득계층 간, 세대 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 문제를 검토하고 이로부터 지속 가

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분

능한 국가 재정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매월 1회 회동을 원

담 등 조세재정과 관련된 폭넓은 주

칙으로 연구회 위원들의 발표와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제를 다루고 있다. 2015년 한 해 동
안 총 7회의 연구회가 개최되었다.

인적 구성
상반기 (1~4회)
김상겸 단국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승래 한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지출성과관리센터장
김 진 동덕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류덕현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박기백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성명재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이영환 계명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하반기 (5~7회)
김상헌 서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영덕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세외수입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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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윈
성명재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동원 성균관대학교 글로벌경제학과 교수
이영환 계명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임준환 보험연구원 금융전략실장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정승영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2015년 운영 실적
제1회

◆ 일시 l 1월 23일(금) 16:30
◆ 주제 l 주택 과세의 거래영향 분석
◆ 발표 l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 내용 l 주
 택을 포함한 부동산에 과세되는 세목은 과세 원인별·과세 주체별
로 구분되며 과세 원인별로는 취득단계, 보유단계, 처분단계로, 과세
주체별로는 국세와 지방세로 나눌 수 있다. 주택의 거래·보유 단계별
시장 참가자가 체감하는 평균적 세 부담을 과표 대비 세수를 이용한
평균 실효세율과 과세 건당 평균 세액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제2회

◆ 일시 l 3월 20일(금) 16:30
◆ 주제 l 공익법인 현황 분석 및 공시관리에 대한 쟁점
◆ 발표 l 김 진 동덕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내용 l 최
 근 기부금 등을 통한 모금으로 고유사업을 수행하는 공익법인의
책무성 및 투명성 제고하기 위해 국세청 공시자료를 중심으로 모금
기관 공익법인들의 자료들을 일차적인 수준에서 분석하고 공익법인
들의 유형 및 모금 현황, 공시자료의 개선 방향 등을 살펴보았다.

제3회

◆ 일시 l 4월 24일(금)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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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l 우리나라 재정현황과 쟁점
◆ 발표 l 박기백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 내용 l 국
 가채무가 늘어나면서 대외 부채가 증가하게 되면 대외신인도의 문
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재정안정제도를 도입되어야 하며 근원적 재
정적자 및 부채를 해소하려면 세입을 늘리거나 지출을 축소가 필요
하다. 특히 미국의 예산 강제법은 한국의 현황과 비교해볼 때 가장
적합한 사례로 평가된다.
제4회

◆ 일시 l 6월 5일(금) 16:30
◆ 주제 l 지역 R&D 재정지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발표 l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지출성과관리센터장
◆ 내용 l 지
 역 발전을 목적으로 지원 대상, 지원 효과 등의 공간적 범위를 특
정 지역에 한정되는 지역 R&D 사업의 효과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
R&D 컨트롤 타워 설치 및 신규 사업 추진원칙 수립, 지자체의 책임
성 강화, 민간의 책임성 강화 및 기업 중심의 지역 R&D 추진 등이
모색되어야 한다.

제5회

◆ 일시 l 10월 1일(목) 16:30
◆ 주제 l 소
 득계층별 조세부담·재정수혜 결합분포의 변화 추이와 재분배 정
책효과의 추정 연구
◆ 발표 l 성명재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내용 l 인
 구 고령화 등으로 인한 소득불균등 변화 추이와 연계해 가구 소
득 분포를 추정하고 자연대수 정규분포 여부와 가구 소득 확률분포
의 구조 변화 여부를 파악하였다. 2006~2014년 동안 총 소득재분
배 효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구축효과로 민간이전 효
과는 감소하나 공공부문 효과는 증가하는 추세가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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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 일시 l 11월 6일(금) 16:30
◆ 주제 l 재정지출의 지역효과에 관한 연구
◆ 발표 l 김영덕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내용 l 지
 역별 재정지출의 합계 소득효과가 1보다 높은 지역은 대다수 지역
이 해당되지만 합계 고용효과가 1보다 높은 지역은 일부 광역시와
수도권에서 나타나고 있어, 소득에서는 거의 전 지역에 효과가 발휘
되지만 고용 측면에서는 수도권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7회

◆ 일시 l 12월 11일(금) 16:30
◆ 주제 l 법인지방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발표 l 이영환 계명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 내용 l 2 014년 이후 지자체가 직접 사무 처리하는 독립세로 전환된 지방법
인 소득세로 인해 중복조사, 세무조사권의 남용이 예상되는 바, 납
세자와 과세관청 간의 마찰 비용 및 조세협력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
는 개선 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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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연구회

발족 배경 및 운영

시장경제연구회는 저성장 기조가 고

현재 한국경제는 저출산, 고령화 등의 구조적 문제에 더하여 성장 잠재력마저 저하되고

착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현 한국경

있으며, 한국도 일본형 장기 저성장과 장기 디플레이션 초입에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

제에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성장을

어 새로운 정책 방향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회는 우리 경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발족하였다.
경제 분야 교수 및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시장경제에 기반을 둔 경제성장 방안에 대해 주
기적으로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인적 구성
신현윤 연세대학교 교학부총장
유지수 국민대학교 총장
안재욱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좌승희 영남대학교 박정희정책새마을대학원 교수
조동성 중국 장강상학원 교수
이영훈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영용 전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종욱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남성일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종석 여의도연구원 원장
김태준 동덕여자대학교 국제경영학과 교수
유호열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정호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이인실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승욱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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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일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김인영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
노성태 (전)대한생명경제연구원 원장
정구현 카이스트 경영대학 초빙교수
윤창현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황인태 중앙대학교 경영대학 회계학 교수
정재호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석좌교수
박우규 안민정책포럼 이사장
최완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5년 운영 실적
제1회

◆ 일시 l 3월 6일(금) 11:30
◆ 주제 l 최근 노동정책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
◆ 발표 l 권영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 내용 l 산
 업구조 변화에 노동시장의 제도 및 관행이 부응하지 못해 현실과
괴리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노동시장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기업 규모, 고용형태, 성별 간 임금격차가 지속되고 사회안전망이 부
족하다. 이에 일한 만큼 공정한 대우를 받으면서 60세까지 안정적으
로 일할 수 있으며 청년 등 미래 세대 일자리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고용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노사정위원회와 전문가 그룹을 구성·운
영하고 있다.

제2회

◆ 일시 l 5월 7일(금) 11:30
◆ 주제 l 노동-복지-재정의 선순환 구조개혁
◆ 발표 l 박재완 前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장관 (現 성균관대학교 교수)
◆ 내용 l 핵
 가족화와 고령화로 분배지표가 추세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주관
적인 빈부격차 인식이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개혁은 자유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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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공동체주의를 가미한 정책 가치(철학)를 정립하여 작은 원
칙들을 만들어야 한다. ‘구조조정과 체질 강화’가 ‘수요 촉진과 경기
부양’보다 앞서야 하며, 세계 표준 수용과 창출, 개방·공유·혁신 등
의 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 또한 창도(Advocacy) 리더십을 함양하
는 것이 개혁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제3회

◆ 일시 l 5월 27일(수) 07:30
◆ 주제 l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 문제점과 허구성
◆ 발표 l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내용 l 지
 난 2014년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국회에서 곧 통과될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바탕으
로 자유와 창의라는 기본적 가치를 추구하는 헌법적 가치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각종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포획하려는 비생산적 지대
추구 활동을 부추기는 유인 구조를 제공하는 등 경제적 부작용을
야기한다.

제4회

◆ 일시 l 7월 10일(금) 11:30
◆ 주제 l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발표 l 이찬우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 내용 l 하
 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경제 활성화 5대 과제를 해결하고 4대 부
문 구조개혁을 단행하는 쪽으로 이뤄져야 한다. 추경을 통한 재정보
강으로 경기 충격의 극복, 청년 고용의 절벽 완화, 수출 부진에 적극
적인 대응, 전략적·선도적 투자 유도, 소비여건 개선을 통한 중산층
의 자산 형성 지원 및 대내외 위험 요인에 선제적인 대응을 적극적
으로 해야 한다. 또한 노동개혁과 금융개혁을 통한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및 금융 산업 경쟁력을 제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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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 일시 l 10월 2일(금) 11:30
◆ 주제 l 우리 제조업의 현황과 주요 정책방향
◆ 발표 l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 국장
◆ 내용 l 제
 조업의 수출실적 둔화에 따라 우리 제조업이 경쟁력 한계에 도달
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쟁력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중국
의 추격과 고비용 생산 구조, 제조업의 소프트파워 경쟁력 부족을
꼽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주력 업종별 활력 제고를 위해 선제적 신
규 설비 투자를 지원 및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 지원, R&D 투자와
사업화를 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제6회

◆ 일시 l 12월 9일(금) 11:30
◆ 주제 l 2016년 한국경제연구원 사업계획
◆ 발표 l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기획조정실장
◆ 내용 l 기
 업연구실은 기업활력 제고, 경제민주화, 사업재편제도 개선을 계
획하고 있다. 산업연구실은 산업의 혁신규제 개혁, 고부가가치 성장
유망산업 경쟁력 제고, 주요 서비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주
제로 연구를 계획했다. 공공연구실은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공공정
책,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 방안들을 모색할 계획할 계획이
다. 거시연구실은 장기 저성장 구조 문제와 환율 변동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올해 노동 이슈가 많이 부각돼서 노동시장연구 T/F를 만
들어서 많이 대응했다. 미래전략실은 성장동력이나 인구 정책 문제
그리고 통일 준비에 관한 문제들을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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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도덕과 시장
◆ 저자 l 복거일
이 책은 제목 『도덕과 시장』이 가리키는 것처럼, 도덕과 시장 사이의 유기적 관계를 살핀
글들을 모은 경제 평론집이다. 시민들이 재산권을 존중하면서 협력하는 것이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이므로 시민들이 서로 신뢰할 수 있어야 시장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 신뢰를 함
양하고 보장하는 것은 사람들의 도덕심이며 시장의 발전은 시민들이 도덕심을 발휘하고
함양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 책은 이런 관점에서 사회적 관심을 끈 현안들을 경제적 자
유주의의 관점에서 살피고 아주 낮은 대한민국의 도덕 수준을 높이는 길을 모색했다.

고용개혁의 오해와 진실
◆ 저자 l 오오우치신야

◆ 옮긴이 l 이정

지금 우리는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는 있지만 마음속에는 노동시
장 개혁에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두려움은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
한 것에 기인한다. 일본 코베대학교 오오우치신야 교수의 저서 『雇用改革の真実』을 번역
한 『고용개혁의 오해와 진실』은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각종 오해와 우려를 명쾌히 바로잡
을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청년실업문제
는 이미 임계점에 와 있고, 이중적 노동시장구조의 심화로 정규직·비정규직, 원·하청,
대·중소기업 간의 소득격차문제 또한 심각한 사회적 불안요소로 고착화되고 있는 실정
이다. 이런 시점에 이 책은 일본의 노동개혁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
의 노동현안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고개혁: 일본형 고용의 미래를 생각하며
◆ 저자 l 오오우치신야

◆ 옮긴이 l 김희성

이 책에서 저자는 일본에서 현재 시행 중인 해고법제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점을 감안하
여 재검토하고, 새로운 해고법제를 위한 그랜드 디자인을 그려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일
본의 고용시스템 속에서의 해고법제의 의미, 해고법제 적용 사례, 외국의 해고법제에 대
해 살펴보고 새로운 해고법제에 대한 구체적인 제언을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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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복규제 개선과제
◆ 저자 l 양금승
한국경제연구원의 300대 기업 실태조사(2015.7~2015.8)에서 발굴된 신규 과제(62社, 84
件)와 2012년 이후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상장사협의회, 대한건설협회, 편의점협회의 건의과제(85件)에서 중복
된 20件을 제외한 총 169件의 중복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개선과제 169건 중에는 환
경(18.9%,32건), 건설·건축(12.4%,21건), 토지·수도권(11.8%, 20건), 경영·지배구조·공정거래
(8.9%,15건), 산업(8.3%,14건), 기술인증(7.7%,13건) 順으로 많았다. 발굴한 개선과제를 국무
조정실을 비롯한 소관 정부부처에 정책 건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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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변양규 | 연구위원, 거시연구실장
김창배 | 연구위원
김윤진 | 연구원

연구배경 및 목적

2015년 성장률을 2015년 3월호

국내외 경제 현안에 대한 심층 분석과 향후 경제 흐름에 대한 예측을 통해 기업 경영전

3.4%, 6월호 2.7%, 9월호 2.4% 그

략 수립을 용이하게 하고 정책 당국에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

리고 12월호에서 2.5%로 비교적 일

을 두고 있다. 본 보고서의 심도 있는 분석과 예측은 자체 경제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대부분 회원사들에게 직접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의가 있다. 정책방향
제시는 민간의 시각을 대변하는 종합연구소로서의 본원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
이다.

관되게 전망하였다. 6월호에서의 큰
폭의 성장률 전망 하향은 수출 부진
및 메르스 사태에 따른 것이었다. 이
슈 분석에서는 소비 부진의 현황과
시사점, 엔저 진행과정과 우리 기업
에 대한 시사점, 위안화 평가 절하

연구내용

와 중국 경제에 대한 진단, 2016년
수출 리스크 점검과 대응방향 등 대

2015년 3월호(통권 제25-1호)

전망 l 2015년 우리 경제의 연간 성장률은 3.4%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대내적 확장
적 정책에도 불구, 글로벌 성장률 하향·수출 불안 요인 등을 반영하여 12월 발표한 3.7%

내외 현안을 시의성 있게 분석하고
바람직한 정책 대응을 제시했다.
2016년 성장률은 2.6%로 2015년
(약 2.5%로 추정)보다는 높지만 매

에 비해 전망치가 0.3%p 낮아졌다. 중국의 성장률 목표치 하향,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우 완만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

가능성에 따른 신흥국 중심의 금융·외환시장 불안, 일본의 추가 양적완화에 따른 엔저

했다.

심화 등이 주요 수출 불안 요인이다. 한편, 민간소비는 고용의 양적 회복세 지속·주택경
기 회복 조짐·유가 하락에 따른 구매력 증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개선될 전망이다.
수요와 공급 측면 모두에서 하락 압력이 작용함에 따라 소비자물가는 낮게 유지될 것으
로 예상되고, 환율은 연내 달러화 강세가 전망된다.
정책과제 l 가계동향조사 분석 결과, 2006~2013년 사이 가계소득은 30.6% 증가했으
나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증가율은 19.2%에 불과했다. 국민계정을 분석해도 2000년 이후
가계소득 증가 부진의 주요 원인은 자영업자의 영업이익 증대 부진에서 비롯됐다. 문제
는 이러한 가계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소비지출 증가로 소비가 진작되기 어려운 상황에 있
다. 가계는 사회보장·이자비용·경상조세·연금 등 비소비지출 및 부채 감소를 위한 기타
지출·자산변동으로 인한 지출 등 기타지출을 늘리고 있다. 결국 가계소득 증대만으로 내
수 진작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고소득층의 소비성향
증대나 국내 소비여건의 개선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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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호(통권 제25-2호)

전망 l 연간 성장률을 2.7%로 0.7%p 하향 조정했다. 글로벌 성장전망 약화, 상반기 수
출이 부진한 데다 메르스 발발로 인한 급격한 내수위축 가능성 때문이다. 만약 메르스
사태가 7월까지 2개월간 지속될 경우, 성장률은 2.0%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있음을 예측
했다. 중국 성장 둔화, 엔저 지속, 신흥국 경기변동성 확대 등으로 연간 수출은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민간소비는 자산가격 상승·유가하락에 따른 구
매력 증대 등으로 전년대비 소폭 개선되겠으나 낮은 임금상승률·가계부채 부담과 노후
대비 등에 따른 평균소비성향 하락으로 성장률을 하회하는 낮은 증가율이 지속될 것으
로 예상했다. 물가 상승 압력 요인이 부재한 가운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연간 1.0%에 그
칠 것으로 전망했고, 원/달러는 연내 1,100원대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책과제 l 엔저로 인한 원화가치의 상대적 상승을 극복하기 위해 엔저 진행 과정 분석
을 통한 시사점 발굴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본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이후 엔저가 본격화
됐고, 이후 일본 기업은 경상이익 확대를 위해 간헐적으로 수출 단가마저 하향 조정한 것
으로 판단된다. 산업별로는 경쟁력이 하락한 금속산업 등에서 수출단가를 지속적으로 인
하해왔고,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일반기계·운송장비 등에서는 이윤 확대에 주력하
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문제는 이윤 확대를 추구했던 산업들도 향후에는 공격적 가격
인하를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 전략으로 전환할 것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에 정부는 제
도 개선을 통해 과도한 원화 절상 압력 완화하고 엔저의 직접적인 피해를 완화할 맞춤형
수출 지원책을 마련하며,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강력한 원가절감 노력, 중장기적으로는
비가격 경쟁력 제고 및 글로벌 사업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15년 9월호(통권 제25-3호)

전망 l 2015년 성장률은 2.4%, 2016년 성장률은 2.6%로 전망했다. 2015년 수출, 내수
동반 부진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준금리 인하 및 추경 등 정책효과로 하반기도 상반
기와 유사한 수준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 증가율은 세계 경제 성장률
둔화·엔저·중국 리스크 등으로 2015년 -9.7%의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일 것으
로 예상되나, 경상수지 흑자는 불황형 흑자(수입 증가율의 수출 증가율 하회)로 사상 최
대치인 1,05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민간소비는 소비심리의 추세적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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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의 양적 증가세 둔화 등으로 부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원자재 가격 하락의 영
향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보다 낮은 0.8%로 낮아질 것으로 보이고, 원/달러 환
율은 1,136원으로 2분기 전망치보다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정책과제 l 중국은 성장률 둔화, 수출 증가율 급락, 주식시장 회복세 부진 등을 이유로
8월 위안화를 총 4.6% 평가 절하했고, 추가 절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인구보너스의 혜택이 줄고 투자 중심의 성장정책도 한계를 만나면서 중국은 성장 변곡
점을 지나 뉴노멀(new normal) 혹은 신창타이(新常態)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UN 인
구전망에 의하면 15~64세 인구 비중은 현재의 73% 수준에서 2060년 53% 수준까지 지
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 고정자산투가 증가율 또한 10.9%로 15년 새 최저
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급격한 성장 둔화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안화 절
하를 단행했다. 한국은 원/엔, 원/위안 환율 간 적정수준을 고려하며 원화의 나홀로 강세
를 방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對중국 수출 비중이 큰 한국으로서는 중국의 산업구
조조정에 의한 부작용을 미리 대비하고, 서비스산업, 최종재 시장 및 인프라산업 진출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2015년 12월호(통권 제25-4호)

전망 l 2015년 2.5%, 2016년 2.6%의 저성장으로 L字형 경기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했다. 중국경제 불안, 미국 금리인상의 여파, 엔저 후폭풍 등으로 수출부진이 지속되는데
다 한국 기준금리 인상 압력 증가, 예산 총지출의 낮은 증가율 편성 등 내수부진을 완화
할 정책여력도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6년 수출은 0.9% 증가에 그치고 민간
소비의 부진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는 큰 폭의 불황형 흑자가 지속되겠으
나 상품수지 흑자 축소,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전체 흑자규모는 올해 1,011억 달
러에서 내년 936억 달러로 소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하락세 진정, 원/달러 환율 상승 전망, 국내 물가 관련 정책의 변화 등으로 내년에 약 1.5%
의 소폭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강세 및 위안화 추가 절하
가 원화약세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올해와 내년 각각 연평균 1,131원, 1,181원의 완만한 상승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정책과제 l 경기침체뿐만 아니라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우리 수출 환경이 점차 악화되

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4. 연구회·도서발간·칼럼·온라인 지식정보 서비스

2015 시장경제연구백서

고 있는 점이 우려스럽다.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이 전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중 무
역보완도 지수가 10년 사이 0.524에서 0.348로 하락하였고, 미국시장에서 한·중 수출경
합도는 오히려 0.533에서 0.592로 상승하여 중국의 수출 회복이 우리 수출 반등으로 이
어질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이처럼 수출 환경이 열악해지는 환경에서 △중국 기
업 M&A를 통한 중국 내수시장 공략, △원·엔, 원·위안 환율 간 적정수준을 고려한 환율
정책, △선택과 집중에 근거한 R&D,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재편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평가
세계 교역량 감소, 메르스 사태 발발 등의 거시경제 악재에도 불구하고 2015년 성장률을
시의적절 하게 하향하여 2.4~2.7%로 큰 폭의 오차 없이 전망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국내
외 연구 기관 중 가장 높은 예측 정확도를 보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
인 모형 개선을 통해 예측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 소비
부진의 현황, 엔저 진행과정과 우리 기업에의 영향력, 위안화 평가 절하와 중국 경제 진
단 및 수출 리스크 점검 등의 분석은 대내외 요인을 모두 포괄한 시의적절하고 선도적인
현안 대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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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Economic Bulletin
김창배 | 연구위원
김윤진 | 연구원
권소야 | 연구원

연구배경 및 목적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소비, 투자

시장 및 기업의 세계적 연결성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거시경제 상황의 변화가 국내 경제

가 더욱 글로벌화 되어 감에 따라 대

주체뿐 아니라 해외의 기업가, 투자가 등 다양한 경제 주체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친

한민국의 거시경제 건강에 대한 국

다. 특히, 국내 경기가 국내 기업의 해외 지점 및 해외 기업의 이익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
우가 빈번해 이들의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거시경제 동향 및 전망에 관해 영문 보
고서를 제작했다.

연구내용
보고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모든 내용이 하나의 장으로 요약되어 있는 Executive
Summary, 최근 대한민국의 경제 동향과 다음 기에 대한 전망, 시의성 있는 정책 이슈에
대한 분석이 있는 Economic Trends and Outlook, 그리고 본원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
가 소개되어 있는 Recent Publications이다. 올해 한국의 GDP는 2/4분기까지 4분기 연
속 전기대비 1.0% 미만의 낮은 성장률을 보이다 3/4분기 전기대비 1.3%로 성장률이 증가
했다. 수출 증가율은 1~11월 -7.4%, 수입 증가율은 동기간 -16.6%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고, 경상수지는 불황형 흑자의 영향으로 1~10월 878.9억 달러에 달했다. 2015년
성장률은 3월호 3.4%, 6월호 2.7%, 9월호 2.4%, 12월호 2.5%로 전망했고, 6월호에서의
큰 폭의 성장률 전망 하향은 수출 부진 및 메르스 사태에 따른 것이었다. 정책 이슈 분석
은 소비 부진의 현황과 시사점(3월), 엔저 진행과정과 우리 기업에 대한 시사점(6월), 위
안화 평가 절하와 중국경제에 대한 진단(9월), 2016년 수출 리스크 점검(12월)에 대해 분
석했다. KERI Economic Bulletin은 온라인으로 분기마다 발간되는 보고서로 3월, 6월, 9
월 발간되었으며 12월 연내 마지막 발간을 앞두고 있다.

평가
영문으로 된 간결한 경제전망과 정책과제라는 측면에서 주요 대한민국의 거시경제 동향
과 전망 및 이슈에 대해 명확하면서도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했다. 또, 시의성 있는 거시
경제 변동 및 정책 변화에 대해 간략하게 원인과 분석까지 내놓아 독자의 의사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쳤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내외 수요에 부응하고자 분기별로 주
요 거시경제 동향과 전망, 그리고 시
의적절한 정책 이슈에 대해 영문으
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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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연구』 발간 사업

발간배경 및 목적

규제연구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발간

『규제연구』는 국내 유일의 규제전문학술지로서 규제 관련 연구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수

되는 학술지로 규제개혁, 경쟁정책,

행하고 있다. 2002년부터는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어 해당 연구에 대한

민영화 및 공공부문 개혁 등 경제·

기여도를 더욱 증진하고 있다.

발간내용

사회적 규제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기여도가 높은 논문을 다루고 있다.
규제완화, 경쟁촉진 등에 대한 사회
의 전반적인 인식수준을 제고하고

『규제연구』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연 2회 발간되고 있으며, 정기발간 외에 특집호를 발간

자유시장경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하고 있다. 투고된 모든 논문은 2명의 심사위원 모두로부터 등급 B 이상의 평가를 받아

발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야 하는 바, 『규제연구』에 투고되었으나 게재되지 못하는 논문 기각률은 50%를 넘는다.
이와 같은 엄격한 심사 기준은 높은 수준의 논문만을 게재함으로써 『규제연구』가 규제전
문학술지로서 명성과 위상을 유지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2015년 상반기에 발간된 제24권 제1호는 「규제네거티브화 효과의 시론적 평가와 측정」,
「서비스 산업 진입규제와 일자리창출」, 「해고법제의 개선방향」, 「LTV 규제의 금융기관 경
영건전성 효과 분석」, 「행정규제 판단기준에 관한 소고: 쟁점사항 분석과 개선안」, 「포스
코 거래거절 사건에 있어서 지리적 시장획정을 위한 경제분석과 대법원의 부당성 판단」
등 총 6편의 논문을, 하반기에는 제24권 특집호를 마련하여 「박근혜정부의 규제개혁 추
진 점검 및 향후 과제(안)」이라는 주제로 「규제개혁의 창(槍): 추진체계의 정비」, 「지방규제
개혁 추진: 경쟁은 작동하는가?」, 「서비스 산업 규제개혁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 「수도권
규제는 성역인가? 현실적 접근의 필요성」 등 총 4편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하반기 제24
권 제2호는 「이중노동시장과 해고비용」,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의 적정성에 관한 연
구」, 「규제 로그롤링?: 의원발의 규제법률안의 네트워크 분석」, 「고등교육기관 국외진출
관련 규제의 현황과 문제점」 등 총 4편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평가
『규제연구』는 규제와 경쟁정책 관련 연구를 촉진하고 이러한 논문들이 대중에게 알려질
수 있는 장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전 분야에서 규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규
제완화 및 경쟁촉진을 통해 시장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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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칼럼

2015년 KERI 칼럼 게재 현황

한국경제연구원은 과거 ‘전문가 칼
럼’, ‘경제이슈 논평’, ‘기업법과 제도

날짜

내용

필진

이슈’ 등 세 가지로 나누어 운영하였

001

01.07

정치인이 민생을 챙긴다고?

김종석 여의도연구원 원장

던 주요 오피니언 리더 대상의 웹메

002

01.21

한·중 FTA 시대, 글로벌 가치사슬
업그레이드를 통해 무역협력 도모해야

최남석 전북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일링 서비스를 2009년 7월 1일부터

01.29

미래지향적 외환시스템의 구축과 원화의
국제화 방안

김경수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004

02.04

박근혜정부 규제개혁 성공의 척도는 수도권
규제 합리화

김은경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005

02.17

갈등을 불러오는 복지확대

장대홍 한림대학교 금융경제학 명예교수

006

02.27

정부에 대한 환상과 시장에 대한 오해

박기성 성
 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몽펠르랭소사이어티 회원

007

03.04

경제 회생의 관건, 정책보다 제도혁신에
달려있다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008

03.17

규제비용총량제가 성공하려면

김 신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009

03.30

경제의 이동성 제고:
성장과 분배를 함께 얻는 대안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

010

04.07

복합리조트 개발, 부정적 시선 버려야

김흥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011

04.16

쏟아지는 해외 진출 기회,
철저한 대비로 재도약하자

오정근 건국대학교 특임교수,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012

04.28

금리인상의 충격, 구조개혁으로 흡수해야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미래전략실장

013

05.07

지역 간에 ‘품앗이’ 정신을 부활시키자

박완규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014

05.18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합리적 해결방법 모색
은 저성과자의 해고요건 완화에서 시작해야

김희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015

05.21

저성장의 원인과 해법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공공연구실장

016

05.29

초고령사회의 도래와 미래지향적 관점에서의
성명재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부가가치세 개편 제언

017

06.04

나고야의정서와 통상분쟁의 씨앗

박원석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018

06.11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박덕영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019

06.17

추경카드 빼들 때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

020

06.23

기술금융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

 리금융경영연구소
김종현 우
선임연구위원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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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내·외부 필진이 집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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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

07.02

임금 주도 성장론의 비현실성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연구실장

022

07.24

영국의 법인세율 체계 개편의 시사점

 국조세재정연구원
김학수 한
조세지출성과관리센터장

023

08.06

북한경제의 플러스 성장을 견인하는
대중국 수출과 시장화

최수영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024

08.12

근로자파독 52년 한독관계의 모습과 교훈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건국대학교 특임교수

025

08.21

핀테크 관련 규제, 균형의 안정성,
변화대처능력

강임호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026

09.04

창조경제의 성공과 경제적 지대의 제거

신석하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027

09.22

사적 자본시장의 성장과 시사점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028

10.23

한일관계 정경분리 원칙 지키고 미래지향적
으로 개선해야

최남석 전북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029

10.30

국민연금은 기본투자원칙 지키며
기금운용 해야

김성훈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030

11.12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지출 구조조정 없인 어려워

유진성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031

11.26

원격의료 도입,
정부와 의료계는 진지하게 논의해야

정회상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032

12.09

청년실업 문제, 노동시장 개혁이 답이다

이진영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033

12.30

1996년 2015년의 겨울,
한국은 다시 위기로 가는가

오정근 건국대학교 특임교수,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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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 KERI

사업의 목적

본원은 회원사 임직원 및 일반회원

온라인 지식정보 서비스 사업은 21세기 디지털 시대를 맞아 회원사 임직원 및 일반회원

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고,

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고, 회원사 임직원과의 사이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상

회원사 임직원과의 사이버 네트워크

호 효율적인 정보교류의 장으로 발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인터넷 환경변화와 스마트 미디어 기기의 발전에 따른 회원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
용하고, 정보 콘텐츠 강화 및 서비스 고도화 전략을 통해 온라인 지식정보의 허브로 자

를 형성하여 상호 효율적인 정보교
류를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지식정
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지식정보 서비스는 본원의 연구발간

리매김하여 명실상부 ‘자유시장경제’를 대표하는 ‘Data Bank’로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

물을 게재하는 ‘연구자료’ 부문, 다

시하고자 한다.

양한 이슈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층
적 진단과 분석정보를 제공하는 ‘이

사업의 주요 내용

슈분석’ 부문, 경제동향 및 30대 대

다양한 콘텐츠와 차별화된 서비스, 정보의 구조화 및 사용자 접근성 강화를 통해 스마

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

트 미디어 환경에 최적화된 온라인 지식정보 서비스(www.keri.org)의 주요 콘텐츠는 다
음과 같다.
‘연구자료’ 부문은 ‘연구보고서’,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규제연구지’, ‘세미나 자료’ 등 본
원에서 발간되는 모든 자료의 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기업경영에 관련된 정부정책 등
의 분석 및 최근 경제동향 및 전망을 제공하여 능동적인 기업경영전략 수립과 최근 경기
및 경제정책에 대한 이해 등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슈분석’ 부문에서는 잘못된 보도와 오해를 바로잡는 ‘KERI Facts’를 비롯하여, 주요 경
제현안에 대한 분석과 정부정책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담은 ‘KERI 브리프’, 다양한 이슈
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층적 진단과 분석정보를 제공하는 ‘KERI 칼럼’을 통해 시장경제원
리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의 구심점을 잡아주는 역할을 담당하
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음으로 ‘KERI DB’ 부문은 최근 경제동향 및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의 경제전망 데이터
를 제공하는 ‘경제동향과 전망’ 코너와 우리나라 상위 30대 대규모기업집단의 연도별 순
위, 경제성과 추이, 영위업종 및 계열기업수, 기업공개 현황 등의 요약정보를 제공하는
‘30대 대규모기업집단’ DB가 구축되어 있다.
또한 경제·경영 관련 도서에 대한 전문가 리뷰를 게재하는 ‘KERI 서평’과 본원 연구진과
각계 전문가들과의 학술적 교류 및 연구지원을 위한 모임인 각종 연구회의 발표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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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KERI DB’ 부문 등으로 구성하
여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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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하는 ‘지식네트워크’ 부문 등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양질의 정보를 회원 개개인에게 보다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한 메일링 서
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KERI 칼럼’과 ‘KERI 브리프’ 뉴스레터를 비롯하여 각종 행사 안
내 및 주요 콘텐츠를 종합·정리한 KERI Mailzine 등 한 해 동안 총 113회의 뉴스레터를
발송하였다.
본 연구원은 급변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이와 같은 온라인 지식정보 서비스
를 수행해왔으며 그 결과, 2003년 2월 회원제 사이트로 개편한 이래 현재 회원수가 7만
명이 넘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12년 10월부터 모바일 웹(m.keri.org)
을 통해 다양한 환경의 사용자들에게 본원의 온라인 지식정보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으
며, 소셜미디어 서비스인 트위터(twitter.com/keri_org)를 통해서도 정보의 유통과 회원들
과의 소통이 활성화되어 열린 지식교류의 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 지식정
보 서비스는 KERI의 브랜드 가치 향상 및 시장경제 철학을 전파하는 유용한 기제로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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