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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시장경제연구백서』
를 발간하며
한 해를 마감하면서 2007년 한국경제연구원이 수행한 연구사업과 다양한 활동을 정리
하여『2007년 시장경제연구백서』
로 발간하였습니다.『시장경제연구백서』
는 창간된 지
올해로 다섯 돌을 맞이합니다. 지난 네 권의 백서가 그러했듯이 이번에 발간하는 백서 또
한 본원이 1년간 수행한 연구사업 및 활동 내용의 축소판으로 한국경제의 흐름과 현주소
를 되짚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07년은 우리나라가 정치·경제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던 한 해였습니다. 상반기에
는 한·미 FTA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글로벌 개방경제하에서 국제경쟁을 통하여 선진국
으로 진입하기 위한 신호탄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미 FTA와 직간접적으
로 관련이 있는 이익단체 및 산업부문 간 갈등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많은 어려움도 겪었
습니다. 하반기에는 대선 정국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차기 대통령으
로 누가 선출될 것인가에 집중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경제는 지난 수년간 지속되
어 오던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고용사정은 점차 악화되어 가고 경제 성장잠재
력의 둔화, 환율과 고유가문제,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에 따른 후유증 등으로 경제 전반
의 불확실성이 심화되었습니다. 또한 기업의 투자는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불확실성과 경
영활동을 저해하는 수많은 규제들로 인해 여전히 부진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 여건 하에서 본원은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길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우리 사회의 현안을 깊이 고찰하는 시의성 있는 연구를 다양하게 수행하였습니다. 자유민
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입각한 시장경제질서를 제시하는 것을 본원 연구사업의 기본방향으
로 설정하여 규제개혁, 개방화 및 친기업 환경 조성 등에 중점을 둔 대표연구를 추진하였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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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규제개혁 종합연구」
는 5,000여 건의 정부규제에 대해 전수 점검 및 평가 작업을
수행하여 1,664건의 규제개혁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둘째,「개방경제 한국의 현안과
제」
라는 제목으로 수행한 대표연구는 한·미 FTA 타결 이후 후속 연구 사업으로서 우리
경제의 선진화, 국제화 및 지속성장에 한·미 FTA가 기여하는 효과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셋째, 대기업 관련 정책 및 규제의 실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각 정
책·규제별 주요 쟁점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을 지적하는 연구사업으로「한국의 대기업 정
책 평가와 발전방향」
을 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 출범하여 향후 5년간 국정을 이
끌어 갈 차기정부의 장·단기 정책 과제를 9개 분야로 구분하여 심도 있는 대안을 제시한
「차기정부 정책과제」
가 있습니다. 각각의 대표연구 사업들은 금년 본원이 원내 연구진 및
원외 전문가들을 총망라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한 사업으로 향후 우리 경제가 당면할 많은
과제들을 사전적으로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준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본원은 또한 6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개별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첫째,‘거시경
제 환경의 전망과 과제’
라는 주제하에 본원이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거시경제 동향과
전망을 수행하였고, 중국의 위안화 절상, 외환위기 이후 10년 평가 등에 대한 연구를 수
행하였습니다. 둘째,‘국제 및 지역경제의 주요 현안’
이라는 주제하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당면하고 있는 국제금융시장에 관한 연구, 우리 정부의
통상정책에 관한 연구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셋째,‘변화하는 경영환경과 이에 대한 대
응’
이라는 주제로 중국 및 세계 경제권별 M&A 현황을 통해 우리 기업에 주는 시사점을
연구하였고, 환율변동 등이 우리 기업의 경영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 연구하
였습니다. 넷째,‘고용 및 근로환경과 노동시장 연구’
라는 주제로 실업문제 및 임금, 노
동조합, 그리고 프랑스의 최초고용계약제도 등 국내외 노동 관련 이슈를 망라하여 다루었
습니다. 다섯째,‘기업정책의 주요 이슈’
라는 주제하에 수행된 연구과제는 공정거래정
책,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정책 등 기업정책 관련 연구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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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에 관한 이론 및 실증분석, 미국 및 일본의 기업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연구
등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시장경제 심층분석’
이라는 주제로 강제소화채권, 기
업도시, 소비세제 등 다양한 실물·금융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었으
며, 민영화 및 작은 정부 등과 같은 공공개혁의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심도 있게 연구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과물이 제대
로 전달되지 못하고 많은 독자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다면 결코 좋은 연구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 백서가 각 부문의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많은 분들에게 본원이 수
행한 연구결과들을 요약하여 전달하고 사색과 토론의 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
기를 바랍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26년간 민간차원에서 경제·사회의 제반 현안을 연구하고 정
책대안을 제시하는 민간경제계의 싱크탱크 역할을 꾸준히 지속해 왔습니다. 또한‘자유
시장(Free Market)·자유기업(Free Enterprise)·자유경쟁(Free Competition)의 확
립’
이라는 설립이념에 맞추어 우리나라가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확충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연구와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어 왔습니다. 앞으로 더
욱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끊임없이 숙고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매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끝으로『2007년 시장경제연구백서』
의 발간을 위해 노고를 아끼
지 않은 정연호 연구위원, 김필헌 연구위원, 변양규 연구위원, 신석훈 선임연구원, 강선
민 선임연구원 및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2008년 1월
한국경제연구원
원 장 김종석

『2007년 시장경제연구백서』
를 발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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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1
2
3
6

한국경제와 기업의 장·단기 발전과제를 종합적
으로 연구하고 효율적인 자유시장경제체제 구축
과 건전한 기업성장을 이루어 국민경제와 세계
경제의 성장·발전에 기여한다.
현실 경제에 뿌리를 둔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분석, 현장 중심의 조사사업을 토대로 실천적
정책대안을 개발·제시함으로써 민간경제계의
정책두뇌집단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한다.
국내외 경제 및 산업 동향에 관한 체계적 정보
수집 및 분석을 통해 기업의 세계적 경영전략
수립에 실용적 지침을 제공하는 데이터뱅크로서
의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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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혁
1981년 4월 1일 정부산하 연구기관에 상응하는 민간경제 연구기
능의 확충·강화를 위해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경제기술조사
센터」
(1967년)를 확대·개편해 사단법인「한국경제연구원」
을 설
립함.

198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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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

2

•제2대 원장 송인상 취임
•부원장 김진현 취임 (상근부원장제 실시)

1984

11

•부원장 구석모 취임

1987

2

•제2대 회장 구자경, 제3대 원장 최종현 취임
•
「민간경제기관연구협의회」발족 (회장 유창순)

1987

10

•부원장 조규하 취임

1988

2

•부원장 구석모 취임

1989

2

•제3대 회장 유창순 취임

1990

2

•이사회 개편 (사외이사제도 도입)

1993

2

•제4대 회장 최종현, 제4대 원장 조석래 취임

1995

2

•부원장 손병두 취임

1995

5

•본원의 장기발전계획『KERI Vision 21』수립 및 CI 제작

1997

4

•부회장 조석래, 제5대 원장 좌승희 취임 (상근원장제 실시)
•본원의「자유기업센터」→「(재단법인)자유기업원」
으로 분리 독립

1998

9

•제5대 회장 김우중 취임

2000

1

•
「한국경제연구원 동우회(원우회)」창립총회 개최

2000

2

•제6대 회장 김각중 취임

2003

3

•제7대 회장 손길승 취임

2004

10

•제8대 회장 강신호 취임

2005

4

•제6대 원장 노성태 취임

200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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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3

•제9대 회장 조석래 취임

2007

4

•제7대 원장 김종석 취임
연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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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및 본부 소개

김종석 원장

3771-0005

학

Princeton U 경제학박사

력

주요경력

jskim@keri.org

배상근

3771-0023

학

U of Missouri-Columbia 경제학박사

력

주요경력

원, 한국경제연구원 정보자료센터 소장, 산업연구원 연구

통상교섭자문위원회 위원(현), 뉴라이트

위원
연구분야

중앙일보 시평 정기 칼럼니스트, 바른사
회시민회의 공동대표, 한국규제학회 회장
연구분야

정부규제, 산업정책, 공기업관리, 공정거래

KERI
및 경쟁정책, 응용미시경제이론

경제연구본부
거시, 금융, 조세·재정, 국제경제 등이 경제연구본부의 주요
관심분야이며 궁극적으로 안정된 기업경영환경 조성과 국가경
제 활성화를 목표로 다양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깊이
있는 연구로 다져진 전문성을 바탕으로 각 분야의 동향과 주요
추세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 여러 분야에
서 중요하게 부각될 현안 및 정책이슈에 대한 분석, 전망과 정
책대안을 수시로 제시한다.

허찬국
학

력

주요경력

3771-0013

chan_huh@keri.org

안순권

3771-0015

학

U of Missouri-Columbia 경제학박사

력

주요경력

연구분야

화폐금융, 기업재무, 미시경제이론

이태규

3771-0041

학

U of Texas at Austin 경제학박사

력

U of Texas at Austin 경제학과 강사

연구분야

화폐금융, 금융제도, 응용계량경제

정연호

3771-0020

학

Cornell U 경제학박사

력

yhchung@keri.org

주요경력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

연구분야

국제경제, 국제관계, 정치경제, 북한

김학수

3771-0022

력

U of California, Santa Barbara 경제학박사

학

미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조사부 및 연방준비제도

주요경력

hskim67@keri.org

Ohio State U 경제학박사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Ohio State U 경제학과 강사

조경엽

3771-0042

송원근

glcho@keri.org

력

U of Texas at Austin 경제학박사

학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조정실장, 국회예산정책처 세입

주요경력

조세정책분석, 계량경제학

3771-0021

wsong@keri.org

U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경제학박사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 (주)원정제관 대표이사,
연세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건국대학교 강사

세제분석팀장
재정학, 응용거시경제학

tklee@keri.org

주요경력

거시경제, 통화금융, 통화정책, 국제금융

연구분야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한국일보 도쿄특파원, 일본
국제부 기자, 한국외환은행 조사부, 미국공인회계사

연구분야

주요경력

skahn@keri.org

게이오대 미디어센터 초빙연구원, 서울경제신문 정경부,

연구분야

력

경제정책, 거시경제, 금융기관 및 금융시장, 중앙은행론,
국제금융

이사회 국제금융부 연구위원

학

산림청 혁신서포터즈 위원(현), 전경련 금융조세위원회
자문위원(현), 국무총리실 소속 정책평가위원회 전문위

홍익대학교 교수(현, 휴직), 외교통상부
재단 이사(현), 교과서포럼 운영위원(현),

skbae@keri.org

연구분야

국제무역론, 정치경제학, 응용미시경제학
임원 및 본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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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헌

3771-0048

학

박성준

3771-0046

Ohio State U 경제학박사

학

Northwestern U 경제학박사

주요경력

웨스턴 워싱턴대 객원교수, 오하이오대 경제학과 강사

주요경력

연구분야

거시경제분석, 경제성장, 금융산업

력

phkim@keri.org

변양규

3771-0026

학

Texas A&M U 경제학박사

력

력

psj@keri.org

미 Cornell대 객원연구원, 고용보험연구기획단 자문위
원, 국제경제연구원(현 산업연구원) 연구원

econbyun@keri.org

연구분야

노동경제, 법경제학

박승록

3771-0027
Northern Illinois U 경제학박사

주요경력

Texas A&M U 경제학 강사, Rochester U 경제학 강사

학

연구분야

거시경제, 노동경제

주요경력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창배

3771-0017

연구분야

산업조직론, 계량경제, 응용미시, 기술경제, 중국경제

학

서강대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이인권

3771-0033

주요경력

한성대 강사

학

U of Texas at Austin 경제학박사

연구분야

거시경제전망, 모형개발

주요경력

력

kcb@keri.org

력

psr@keri.org

력

iklee@keri.org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 제도개혁 및 총괄분과 전문위원
(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경쟁/기업) 자문위
원,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공동편집위원장

기업연구본부
기업연구본부는 시장경제와 자유기업주의를 이념적 토대로 기
업과 산업에 대한 이론 및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여 기업과 정

연구분야

산업조직, 법경제, 경쟁정책

이병기

3771-0031

부차원의 정책대안을 모색·제시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본부

학

는 생산성 연구, 기업·산업분석, 기술·노동·환경 관련 연

주요경력

력

구 및 법경제적 제도분석을 기반으로 기업과 산업의 생산성 및

성균관대 경제학박사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중소기업지원사업 평가위원(현), 감
사원 IT감사위원회 위원, 미국 Vanderbilt대 공공정책연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영전략 및 정책대안을 제안하는 한편 민
영화, 경쟁정책과 공정거래, 기업지배구조, 기업가정신 관련

lbk@keri.org

구소 초빙연구원
연구분야

기업연구, 기술정책, 산업조직, 제도경제

최충규

3771-0034

연구 등을 통하여 경제성장의 토대가 되는 시장경제 시스템에
대한 종합적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학

이주선
학

력

주요경력

산업연구원, 한국은행

연구분야

산업조직론, 미시경제이론, 응용계량경제학

ABAC 2005 사무부총장, 외교통상부 경쟁정책부문 자

김현종

3771-0036

문위원, 오하이오 주립대 초빙교수, 공정거래위원회 경

학

3771-0038

zrhee@keri.org

Ohio State U 경제학박사

산업조직론, 규제개혁과 민영화, 법과 경제학, 공정거래법,
도시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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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rgetown U 경제학박사

주요경력

쟁정책 자문위원, 전자상거래 정책자문위원
연구분야

력

choicg@k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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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주요경력

U of Texas at Austin 경제학박사
외교통상부 경쟁정책부문 자문위원(현), 한국개발연구원
(KDI)

연구분야

kim@keri.org

산업조직, 게임이론, 기업재무

신석훈

3771-0047

sshun@keri.org

학
력
주요경력
연구분야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한림대, 서울여대, 경원대 강사, 연세대 법학연구소 전문
연구원
상법, 경제법, 법경제학

강선민

3771-0037

학
력
주요경력
연구분야

중앙대학교 경영학박사
중앙대 경제연구소 전임연구원, 중앙대 강사
재무회계, 회계감사

연구조정실
민간 유일의 정책연구소로서 소임을 극대화하고 창의적인 연
구문화를 조성하여 한국경제연구원이 세계적인 Think-Tank
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의 기획·조정·평가, 출판 및 홍보,
각종 연구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smkang@keri.org
조성봉
학

력

주요경력

3771-0016

sbcho@keri.org

Ohio State U 경제학박사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현), 산업자원부 정책평가위
원(현), 한국전력거래소 규칙개정위원 및 비용평가위원

경제교육본부

(현), 감사원 자문위원
연구분야

산업조직론, 법경제학, 정부규제이론

기인한다고 보고,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왜곡된 경제관과

조동호

3771-0049

기업관을 시정하기 위해 교육 및 시찰 프로그램을 개발, 집행

학

U of Maryland 경제학과 박사과정 및 서울대 경제학과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반기업정서와 반부자정서는 경제,
특히 시장경제 및 기업의 현실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 부족에서

력

한다. 이와 동시에 초·중·고 학생들의 왜곡된 경제관을 바
로잡고 시장경제활동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 대안 교재

cdh@keri.org

대학원 수료
연구분야

환경경제, 지역경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지원실
김석중

3771-0209

학
력
주요경력

Purdue U 경제학박사
전경련 경제조사본부장, 사회협력본부장, 금감위 구조개
혁기획단
농업경제(마케팅, 국제무역), 금융, 경제조사, 기업윤리,
경제교육 등

전문분야

sjk@keri.org

sjyoon1124@keri.org

윤성준

3771-0030

학
력
주요경력
전문분야

히토츠바시대(동경상대) 석사
북경대, Denver대 객원연구원, 한화경제연구원, 미래연
대 국제교류위원장, 한일청년포럼 한국측 대표(1, 2, 3회)
한·일 관계, 한·중 관계

김영은

3771-0052

력
학
주요경력
전문분야

고려대대학원 교육학석사
전경련 국제경영원 선임연구원, 백제예술대 강사
경제교육, HRD(Human Resource Development) 등

연구지원실은 총무·기획·인사·회계·회원관리 등에 관한
제반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쾌적한 연구환경 조
성과 구성원의 건강증진 등의 복리후생 향상과 관련된 업무는
물론 연구와 관련된 각종 지원업무를 행하고 있다. 대외적으
로는 회원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송호섭
학

력

주요경력

3771-0008

shs@keri.org

서강대대학원 경제학석사
전국경제인연합회 총무부,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경영원

kye@keri.org

임원 및 본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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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 연구과제
【규제개혁 종합연구: 시장경제 창달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로드맵】
【개방경제 한국의 현안과제】
Part 1 : 한·미 FTA 분야별 협상결과 평가 및 우리 기업에 주는 시사점
가. 한·미 FTA 상품분야 협상결과에 대한 평가 및 과제
나. 한·미 FTA 서비스·투자분야 협상결과의 평가 및 의의
다. 한·미 FTA 주요 제도화 관련 협상내용·영향 및 향후 과제
라. 한·미 FTA 무역구제제도의 의미와 향후 대응전략
마. 한·미 FTA 정부조달분야의 협상결과와 기업의 활용전략
바. 한·미 FTA 피해산업 보완대책에 대한 평가 및 과제

50

Part 2 : 한·미 FTA 주요 쟁점분야별 협상 동향 및 영향 분석
가. 한·미 FTA와 외국인투자
나. 한·미 FTA 통신분야 개방효과와 전망
다. 한·미 FTA 자동차분야 협상 동향 및 영향 분석
라. 한·미 FTA 의약품분야 협상 동향 및 영향 분석

54

Part 3 : 한·미 FTA 및 개방화에 따른 제도개선 과제
가. 한·미 FTA 협상 타결의 의의 및 산업별 영향·보완대책에 대한 분석
나. 한·미 FTA에 따른 수도권 규제개혁 방안
다. 한·미 FTA에 따른 노동 관련 규제개혁 방안
라. 선진통상국가 도약을 위한 세제개편
마. 언어시장의 자유화: 영어 공용
바. 자유주의 시장경제와 교육제도
사.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의료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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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4 : 한·미 FTA에 대응한 부문별 규제 및 제도 개혁과제
가. 한·미 간 기업정책 비교 분석
나. 한·미 간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비교 분석
다. 한·미 FTA에 대응한 금융부문의 제도개선
라. 한·미 간 조세제도 비교
마. 한·미 간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관련 제도에 대한 비교 분석

66

【한국의 대기업정책】
가. 대규모기업집단의 국민경제적 비중
나. 경제력집중 억제 규제
다. 소유지배구조 규제
라. 금융·산업 분리정책
마. 대기업에 대한 진입 및 역차별 규제
바. 기업 재무규제 및 세제
사. 공시 및 회계·감사제도
아. 특수관계인 규제
자. 노사관계
차. 수도권 규제

81

【선진한국을 위한 선택: 잘사는 나라, 행복한 국민】

90

【차기정부 실행과제】
가. 2008년 대내외 경제환경을 고려한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정책과제
나. 세제개혁
다. 재정지출 구조개혁 방향
라. 공기업 개혁
마. 공정거래 및 대기업정책
바. 수도권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
사. 주택 및 부동산 정책
아. 규제개혁추진체계 개선방안
자. 공공기관 서비스 프로세스의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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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제별 연구과제
【거시경제환경의 전망과 과제】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KERI 2007 장기 거시경제 모형과 전망결과
중국 위안화 절상의 효과 및 대응방안
한국의 외환위기 10년: 전개과정과 추후 과제연구

120

【국제 및 지역경제의 주요 현안】
국제금융시장 불안요인 점검과 전망
독일경제의 회복현황과 시사점
통상정책 결정요인의 정치경제학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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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 연구과제
규제개혁 종합연구: 시장경제 창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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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종합연구:
│대│표│연구과제│

시장경제 창달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로드맵

이주선 외

2007년 5월 말 현재 국무조정실에 등록된 5,000여 개의 정부규제에 대해 전수
점검 및 평가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산발적으로 제기된 재계의 규제개
혁 요구를 모두 수렴하여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을 획기적으로 진전시킬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결과, 등록규제 가운데 1,664건
에 대한 규제개혁 방안을 도출하였는데, 이 가운데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 과
제의 수는 516건이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과제의 수는 1,148건이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인원 130명에 달하는 해당부문 전문가 및 종사자
가 검토 및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부문별 규제개혁

본원은 국무총리의 요청에 의하여 2007년 6월 1
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공동으

비전과 전략 마련, 개별 규제의 검토와 개혁과제
도출 작업을 진행하였다.

로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하여 2007년 5월 말 현
재 국무조정실에 등록된 5,000여 개의 정부규제에

이러한 연구과정을 통해서 규제개혁추진단은 등

대해 전수 점검 및 평가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러

록규제 가운데 1,664건에 대한 규제개혁 방안을

한 작업은 산발적으로 제기된 재계의 규제개혁 요

도출하였다. 이 가운데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

구를 모두 수렴하여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

된 과제의 수는 516건이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

혁을 획기적으로 진전시킬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

단된 과제의 수는 1,148건이다. 39개 부문별 규제

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고서는 이와 같은 작업

개혁 과제의 수는 다음 표와 같다.

의 결과를 종합 정리한 것이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연구기간 동안 규제개혁과 관

가. 연구 추진경과 및 결과

련하여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적극
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경제인

20

84명의 연구진이 5,000여 개의 규제를 39개 부

연합회 회원사들로부터 기업들이 당면한 규제 애로

문으로 분류하고, 총 220회에 걸쳐서 연구진과 연

사항 총 454건을 발굴하여 이 중 세제 58건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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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규제개혁 건의과제 수
부문

개선

폐지

합계

부문

개선

폐지

합계

수도권·지역균형발전

7

7

14

교통

18

3

21

경쟁정책·경제력집중

7

18

25

에너지네트워크

22

5

27

토지이용

74

46

120

문화·예술·관광·레저·체육

37

68

105

부동산·주택

37

31

68

농림·축산

70

5

75

노동시장·노사관계

62

12

74

국고·준조세·부담금

13

14

27

금융

86

26

112

산업·R&D

7

3

10

창업·공장설립

46

8

54

무역·관세

14

3

17

교육

33

13

46

해양안전

19

5

24

환경

79

38

117

자원개발

10

3

13

외국인투자·경제자유구역

15

17

32

4대 영향평가

11

1

12

방송·통신·미디어

19

11

30

중소기업

1

6

7

소비자보호·표시·광고

23

8

31

정보이용 및 개인정보보호

10

5

15

물류·운송

21

6

27

수산·수산가공

16

6

22

유통

18

6

24

사회복지

21

1

22

보건·위생

14

14

28

연금·보험

24

12

36

의료서비스·의약품

126

25

151

지방자치·농어촌

11

1

12

산업안전

54

1

55

여성가족·청소년

9

30

39

자격사

23

41

64

소방·방재

19

2

21

건축·건설·SOC

62

13

75

보훈·병역·경찰 등 기타

10

2

12

1,148

516

1,664

합

계

확인이 곤란한 32건을 제외한 364건 가운데 191

역절차 관련 13개 규제개혁 과제들의 개혁을 완료

건을 규제개혁 보고서에 반영하였다(반영률 52%).

할 경우 분야별 기업환경은 조사대상 178개국 가

또한 자문위원회의 2회와 추진단회의 3회를 개최

운데 창업은 110위에서 13위로, 고용은 131위에

하였고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EU상공회의소

서 53위로, 교역절차는 13위에서 12위로 상승하

등 외국 기업인들이 제출한 규제개혁 건의도 수렴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여 수요자 관점에서 제기하는 규제개혁 과제들을
반영하는 데 노력하였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총 1,664건의 규제개혁 과제
가운데 기업환경 개선, 투자 활성화, 국민편익 증

규제개혁추진단이 건의하는 과제들 가운데 창

진 등을 위해서 조속한 개선조치가 필요한 현안과

업, 고용, 교역절차에 관련된 규제개혁 과제들만

제 184건을 별도로 선별하였다. 184개 규제개혁

제대로 추진하여도 세계은행(World Bank)이 매년

현안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연구보고서 제2권

발표하는 기업환경 순위가 2007년 현재 30위에서

『기업환경 개선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현

15위로 도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고용, 교

안과제』
에 그 목록과 규제개혁 사유서가 실려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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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를 수행할 연구작업반(반장: 이주선 본원 기업

또한 규제개혁추진단은 대내외 환경변화로 인해

연구본부장)을 구성하였다. 연구작업반에는 총괄

서 그 유효성은 없어진 반면 오히려 현재는 경제발

팀과 5개 연구팀 그리고 기업규제의 발굴을 위해서

전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는 성역화된 정책

기업규제조사팀을 운영하였다. 연구내용의 정책적

적 규제 및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덩어리

현실성을 높이고 연구의 기본적인 방향에 대한 조

규제 가운데 제도적 또는 정책적 보완을 전제로 하

언을 얻기 위해서 추진단에 고위 전문가 자문위원

여 성장잠재력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 패

회를 두었다.

러다임 전환에 필요한 중요 규제개혁 과제 200건
을 선별하여 개선을 요청하였다. 200개 중요 규제

① 규제개혁추진단의 구성

개혁 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연구보고서 제3권

규제개혁추진단은 단장인 김종석 본원 원장을 포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 규제개혁 과제』
에

함하여 김정호(자유기업원장), 윤창현(서울시립

담겨 있다. 여기에는 본원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대), 이성우(한성대), 이승철(전국경제인연합회 전

종래 각종 보고서를 통해 여러 차례 건의한 수도권

무), 이인실(서강대), 조동근(명지대), 조성한(중앙

규제, 출자총액제한을 포함한 경제력집중 억제 규

대)의 8명으로 구성되었다.

제,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관련 규제, 금산분리 관
련 규제 등 정책적 규제에 대한 개혁 방안이 종래의
기조대로 포함되어 있다.

② 연구작업반의 구성

연구작업반은 반장인 이주선 본원 기업연구본부
장을 포함하여 총 7개팀 20명으로 구성되었다. 이

규제개혁추진단은 또한 규제개혁의 효과적인 추

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괄반은 이주선, 신석훈,

진을 위해서 현행 규제개혁추진체계와 규제관리시

강선민(이상 본원), 연구1팀은 최충규, 김학수(이

스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추진체계 개선방안

상 본원), 송정석(중앙대), 연구2팀은 이병기, 김필

의 주요 내용은 규제개혁위원회와 그 사무조직의

헌(이상 본원), 한광석(포항공대), 연구3팀은 김현

독자적 정부조직화, 의원입법안의 규제심사를 담

종, 이태규(이상 본원), 김상겸(단국대), 연구4팀은

당할 국회 규제개혁위원회(상설)의 신설과 연구·

정현용, 정연호(이상 본원), 사공영호(평택대), 연

조사조직의 설치 등이다. 또한 규제관리시스템 개

구5팀은 양금승(전국경제인연합회), 안순권(본원),

선방안의 골자는 규제영향분석의 실효성 제고, 법

여차민(국회예산정책처), 기업규제조사팀은 임찬

령 재검토에 입각한 미등록 규제의 검색과 추가등

석, 송재형(이상 전국경제인연합회)으로 구성되었

록, 규제 일몰제와 규제 총량제 강화, 그리고 모든

다.

등록규제에 대한 주기적 검토에 입각한 규제정비
추진 등이다.

③ 연구진의 구성

연구진은 수도권·지역균형발전을 포함한 39개

나. 연구조직과 자문단의 구성

부문에 총 64명으로 구성되었다. 연구진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신겸(전남대), 강운산(한국건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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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규제개혁추진단(단

업연구원), 김경환(서강대), 김금수(호서대), 김영

장: 김종석 본원 원장)을 설치하고, 그 지도를 따라

용(전남대), 김용태(한국무역협회), 김용하(순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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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김정호(자유기업원), 김진영(건국대), 김판중

제개혁추진체계 개선방안으로 구성된 연구의『총

(한국경영자총협회), 김현아(한국건설산업연구

론 및 요약』
, 제2권은 당장 정부가 규제개혁을 추

원), 김혜진(한국창업경영컨설팅협회), 김홍균(서

진하도록 건의한 현안 규제개혁 과제를 담은『기업

강대), 남성일(서강대), 민세진(동국대), 박민규(인

환경 개선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현안과

하대), 박양균(자유기업원), 박창원(SK경영경제연

제』
, 제3권은 성장잠재력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

구소), 반영운(충북대), 방민석(단국대), 백종실(평

해서 제도적 또는 정책적 보완을 전제로 시행해야

택대), 사공영호(평택대), 손수정(과학기술정책연

할『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 규제개혁 과제』
,

구원), 심남섭(국제무역연구원), 심상민(성신여

마지막으로 제4권은 분야별 규제개혁의 비전, 방

대), 양금승(전국경제인연합회), 여차민(국회예산

향과 원칙을 담은“큰 그림”
, 개별 규제 각각의 개

정책처), 윤명오(서울시립대), 윤원철(한양대), 윤

선과 폐지 여부가 표시된 분야별 규제사무 리스트

위상(중소기업중앙회), 윤창현(서울시립대), 이동

그리고 개선이나 폐지가 건의되는 개별 규제의 규

필(농촌경제연구원), 이성근(영남대), 이영(한양

제개혁 사유서로 구성된 39개 보고서 전체를 담은

대), 이우성(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은방(해양

『규제개혁 종합연구: 시장경제 창달과 국가경쟁력

대), 이정희(중앙대), 이주선(본원), 임동순(동의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로드맵』본문 CD로 구성되

대), 전용덕(대구대), 정기택(경희대), 조성식(한양

어 있다.

대), 최숙희(삼성경제연구소), 최영화(서울시립
대), 하헌구(인하대), 한경동(한국외대), 한상일(한
국기술교육대), 한택환(서경대), 홍상태(항공물류

2. 연구내용

연구소), 홍석진(인천대), 황승흠(국민대) 외 13명.

가. 규제개혁의 개념
④ 자문위원회의 구성

자문위원회는 강응선(서울사이버대 부총장), 김

규제개혁은 규제의 완화·폐지를 포함하여 정책

영배(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김인호(전 중소기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서의 정부규제에 대한 품

업연구원장), 김일섭(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회장),

질향상 과정을 의미한다. 규제제도가 달성하고자

유상현(영산대), 이계민(한국경제신문 주필), 이윤

하는 정책목표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재(KOREI 대표), 정진승(전 KDI 국제정책대학원

정책목표 달성에 동원되는 규제수단의 유효성, 경

장), 최병선(서울대), 최종찬(전 건교부장관), 현오

제성 등을 평가하여 비규제적 정책대안을 도입하거

석(국제무역연구원장)의 11명으로 구성되었다.

나, 규제수단을 사용하더라도 더욱 유연하고 시장
친화적인 대안을 도입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를

다. 보고서의 편제

부연하면 규제개혁은 기본적으로 준수유인을 제공
하고, 더욱 인간의 이기적 본능에 적합한(즉 시장

연구보고서의 전체 제목은『규제개혁 종합연구:

친화적인) 정책수단의 도입을 통해서 규제품질을

시장경제 창달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관리하고 규제성과를 향상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로드맵』
이다. 이 보고서는 총 4권으로 구성되며,

있다.

제1권은 발간사, 총론 및 요약, 불량규제유형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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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규제개혁의 원칙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계량화할 수 없는

여기서 논의하게 될 규제개혁의 원칙은 개별 규

혜택 또는 비용에 대해서는 규제영향분석

제 및 규제제도의 존폐여부를 포함한 품질개선 과

(Regulatory Impact Analysis)과 같은 종합적 분

정에 적용된 기본원리이다. 이 원칙들은 정부규제

석을 통해 규제수단 선택을 합리화해야 한다.

가 시장원리에 더욱 부합하고, 국가 및 기업경쟁력
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 부정부패와 권력남용 가
능성을 줄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③ 규제의 유효성 확보

준수율이 낮은 규제는 사실상 규제가 없는 상태
를 초래하고, 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상대적으로 불
리하게 만들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준

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촉진

수율을 높일 수 있는 다른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한

특정 집단이나 지역에 배타적인 이득을 부여하는

다. 이런 규제들은 도입과정에서 명분과 이상론에

보호적 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런 규제들은 이

치우쳤거나, 한국과 현실적 여건이 다른 선진국의

권과 특혜의 원천이 될 뿐 아니라, 독점이윤이나

사례를 그대로 도입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특혜를 획득하기 위한 소위“지대추구행위”
를 유발

규제들은 규제기준을 현실화하여 규제를 지키기 용

하기 때문에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부정부패의

이하게 한 뒤 철저한 집행을 하거나, 규제 기준을

원인이 되기도 한다. 경쟁력은 경쟁을 통해서만 향

유지한다면 규제 집행부서로 하여금 더 효과적으로

상될 수 있다. 많은 규제가 경쟁을 제약하고 기존

규제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수단을 강

기업들의 수익성 확보를 위한 보호장치화되어 있

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이는 동시에 국민들의 경제적 자유와 직업선택
의 자유를 제약하는 결과도 초래한다. 그러므로 경
쟁제한적 규제를 폐지하여 창업을 활성화하고 일자
리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

④ 규제의 투명성 확보

기준과 절차가 모호하거나 규제집행자에게 포괄
적 재량권을 부여하는 규제를 투명화하여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정부규제에 의한 사업

② 규제의 사회적 순편익 극대화

위험의 증가는 기업활동 위축의 원인이 되기도 하

규제의 기대효과에 비해 사회적 비용 또는 부작

지만, 부정부패와 권한 오남용의 원인이 되기도 한

용이 큰 규제는 폐지하거나 더욱 효과적인 정책대

다. 규제의 기준과 절차, 단속과 처벌 과정을 공개

안을 마련해야 한다. 규제의 사회적 순편익은 규제

하고 투명하게 함으로써 피규제자의 규제 준수부담

의 기대효과(사회적 편익)에서 규제의 사회적 비용

을 덜어 주어야 한다.

을 뺀 나머지이므로, 규제의 사회적 순편익을 극대
화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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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제적 보편성 확보

수준(예: 물가억제선, 오염물질 배출기준, 식품유

WTO, OECD 등 국제기구와 맺은 협약 또는 권

통기한 등)이 적정한가에 대한 평가와 이 목적을 달

고와 쌍무적 FTA 협약에 어긋나는 규제는 이에 맞

성하기 위해 동원된 규제수단의 사회적 비용이 적

게 개선해야 한다. 또한 국제관례나 외국과 비교하

정한가에 대한 평가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 과정은

여 타당성이 결여된 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여야

과학적 분석을 전제로 순편익을 금전적으로 계량화

한다. 국내 규제가 경쟁상대국에 비해 과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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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상대국 수준으로 완화하여야 한다. 한국기업

해 도입된 중복 규제로 수도권 일부 지역은 경제적

들이 외국기업과 국내외에서 경쟁하는 과정에서 규

기능이 마비된 상태이다. 따라서 현행 수도권 규제

제에 의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

를 철폐하고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제고

고 외국기업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를 지원하는 계획적 광역관리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데 있어서도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

있다.

다.
이를 위해서 현행 수도권 3개 권역을 세분화·재
⑥ 민간 자율 및 자기 책임

조정하여 규제를 차등화하여야 한다. 첫째, 상수원

“원칙 금지, 예외 허용”
을 기본원리로 하는 각종

보호를 위한 중복규제가 적용되는 공간적 범위를

사전규제는 원칙적으로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하

조정하여 수도권 낙후지역의 개발을 촉진할 필요가

여야 한다. 또한 허용되는 행위만 열거하는 포지티

있다. 둘째, 산업입지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브 리스트(positive list) 방식을, 금지되는 행위만

첨단산업과 국가경제 파급효과가 큰 업종의 공장입

열거하고 나열되지 않은 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하

지를 허용하기 위해서 특별한 금지업종을 제외한

는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방식으로 전환

모든 업종이 입지가 가능한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한다. 이렇게 사후규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 전

를 도입하여야 한다. 셋째, 공장총량제를 폐지하

환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위반자에 대한 적발확률을

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차별적 규제, 수도권

높이고 처벌을 엄정히 하도록 규제집행 방식을 개

과 비수도권에 대한 차별적 세제 및 재정지원을 해

선해야 한다.

소해야 한다. 넷째, 주택단지와 관광지 개발에 대
해서도 수도권에 적용되는 차별적 규제를 완화하고

다. 부문별 규제개혁 원칙과 개혁과제

일부 낙후지역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을 허용
하여야 한다.

정부에 등록된 5,000건이 넘는 규제를 39개 부
문으로 분류하여 규제개혁의 원칙에 따라 각 부문

경제력집중 억제부문

별 주요 규제개혁의“큰 그림”
과 주요 개혁과제를
요약·정리 하였다. 부문별 개별 규제를 심사하는

경쟁정책은 경쟁자가 아니라 경쟁을 보호하는 데

과정에서 해당 부문 규제개혁의 큰 그림을 미리 상

목적을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공정거래라는 이름

정하고, 이에 따라 일관된 원칙과 비전을 가지고

아래 경쟁을 제한하였던 규제는 폐지하여야 한다.

개별 규제를 심사·평가하고자 하였다.

경제력집중은 경쟁 과정의 결과로서 이를 억제하는
정책은 효율적인 경쟁자를 차별하는 것은 물론, 경

수도권·지역균형발전부문

쟁 자체를 억제하는 것이다.

수도권 규제는 지나치게 넓은 지역을 하나의 권

출자총액제한, 상호출자금지, 지주회사의 행위

역으로 지정해 획일적이고 미시적인 입지규제를 적

제한, 금융·보험사의 의결권제한, 신규 채무보증

용함으로써 효과성이 낮다. 또한 상수원 보호, 군

의 금지 및 기존 채무보증의 해소, 대규모기업집단

사시설 보호 등 다른 목적으로 다양한 개별법에 의

의 지정,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중소기업창업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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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주식취득 및 소유제한을 포함한 경제력집중

도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 마지막으로 문화재

억제규제는 효율적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규제로서

지표조사제도도 대폭 개편되어야 하다.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실질적으로 기업 간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에 따라 일반불공정거래 행위 및

부동산·주택부문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합리성 원칙을 적용하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경품류 제공, 대규모소매업자의

부동산·주택부문의 규제개혁은 첫째, 규제의

불공정거래행위, 신문업의 불공정거래행위 등 특

효과대비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여 가장 효율적인

정 분야의 일정 행위를 불법으로 정형화함으로써

대안을 채택하여야 하고, 둘째, 시장의 기능이 정

경쟁촉진적 행위조차 위법으로 간주하였던 규제는

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

폐지해야 한다.

다. 셋째, 간결하고 명료하여 피규제자가 쉽게 규
제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넷째,‘과잉금
토지이용부문

지 원칙’
을 손상하지 않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
회·환경변화에 적합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토지이용 규제는 그 효과만을 염두에 두어 그로

부합하여야 한다.

인한 토지소유자의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하지 못했
다. 그러므로 이 부문의 규제개혁은 비용보다 편익

부동산·주택 관련 주요 규제개혁 과제는 첫째,

이 큰 규제만 남겨 두어야 한다. 규제자들도 규제

투기억제에 치중되어 있는 신규 건설주택에 대한

의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규제의 도입 여부와

입주자 저축제도(주택청약제도), 민영주택의 분양

내용에 대한 결정을 최대한 낮은 단위의 지방정부

가 상한제 및 분양가 원가내역 공시제도 등은 폐지

가 갖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되어야 한다. 둘째, 부동산 유통거래 질서 확립 및
관련 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 중개법인의 겸업제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첫째, 농지전용 규제는 폐

폐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등 진입장벽의 개선이

지해야 한다. 농지를 택지 등 도시적 용도로 전환

요구된다. 셋째, 시장기능의 회복과 민간부문의 활

하는 과정에 허가가 필요하지만, 농지보존적 관점

성화를 위해서 공공주도의 개발 사업을 최소화하고

이 아니라 환경적 측면에서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민간과 공공이 함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택지

한다. 둘째, 개발제한구역의 개폐 권한을 중앙에서

개발사업의 민간 시행 허용이 필요하다. 넷째, 입

지방으로 완전히 이양하여 지역주민들이 존폐를 스

주자 저축 및 주택공급규칙 등은 지자체의 조례로

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셋째, 주거지역에

위임되어 지역특성에 적합하게 운용되어야 한다.

서의 건물 높이제한을 폐지해야 한다. 건물 높이
제한은 건물 간 간격을 좁게 만들어서 주거환경을

노동시장·노사관계부문

오히려 더 악화시킨다. 용적률, 건폐율 등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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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 규제는 필요하지만 건물의 높이에 대한 규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노

는 폐지하여야 주민 생활환경이 개선된다. 넷째,

사관계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고치며,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허가제는

임금규제의 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을 조성하여야

가격의 신호기능을 왜곡시켜 잘못된 개발행위를 유

한다.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노사 간 힘의 균형을

2007년 시장경제연구백서

회복하도록 노동법제를 개선하고 민간중심의 자율

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대기업집단 금융사 지분소

적 노사관계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아울러 안정

유 제한 폐지 등이 필요하다.

성 확보 차원에서 수요중심의 고용서비스·고용의
무제·직업훈련제도를 구축하여야 한다.

창업·공장설립부문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위해 경영상 해고 요건

창업 관련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

을 완화하고 선진국에서 보기 어려운 법정퇴직급여

다. 법인설립에 관한 관행적이고 형식적인 규제들

제도는 임의화하여야 한다. 비정규직 관련 규제는

은 폐지되어 한다. 공장설립에 관련된 여러가지 사

고용기회의 확대·임금체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전적 규제들은 사후 관리체제로 전환돼야 한다. 또

차별판단 요건을 완화하고, 기간제근로자 사용기

한 규제체제를 일원화하고 명료화하여 피규제자에

간 제한을 완화하며, 근로자파견 대상업무가 확대

친화적으로 바꿔야 한다.

되어야 한다. 노사 간 균형확보를 위하여 대체근로
가 전면적으로 허용되고 노조측의 부당노동행위 규

최저자본금, 채권매입 등 불필요한 비용을 초래

정이 신설되어야 하며 직장폐쇄의 요건도 완화되어

하는 관행적인 규제들은 폐지하고, IT 인프라를 활

야 한다. 합리적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최저임금위

용한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을 구축하여 법인설립

원회의 구성 및 기능이 재편되고, 시간외근로수당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야 한다. 또한 창업기업의 성

의 할증률은 국제수준으로 하향조정되어야 하며,

장활력 회복을 위하여 투자의무비율, 투자업종제

각종 의무고용제도는 의무고용률의 하향조정이 이

한 등 창업투자회사와 관련한 각종 제한규정을 개

뤄져야 한다.

선해야 한다. 공장총량제는 폐지하고, 환경·재해
관련 규제 등은 사후관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금융부문

기업의 입지수요를 반영하여 계획관리지역과 성장
관리지역 내 행위제한 및 연접적용기준을 더욱 유

금융 규제개혁은 첫째, 자산운용 규제는 완화하

연화하고, 각종 부담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는 대신 위험관리에 기초한 건전성 규제로의 대체

개별입지 공장설립을 위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및 강화가 필요하고, 둘째, 행위규제는 사후적으로

관련한 협의절차 등 복잡한 절차를 단순화해야 한

이뤄져야 한다.

다.

이러한 원칙의 실현을 위해서 첫째, 금산분리 규

교육부문

제가 폐지되어야 한다. 금산법 제24조의 금융·보
험사의 계열사 소유지분 제한 규제 폐지, 비금융주

교육 규제개혁의 대원칙은 피교육자에게 혜택이

력자에 대한 은행소유 제한 폐지가 필요하다. 둘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수요자의 선택의 자유가

째, 대규모기업집단에 차별적인 금융규제가 폐지

확대되어야 하고, 공급자인 단위 학교와 교원들에

되어야 한다.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의무 폐지, 주채

게는 자율이 확대되어야 하며, 규제당국인 정부는

무계열지정 및 주채권은행 선정 규제 폐지, 금융·

선택을 존중하고 자율을 부여하는 대신 철저한 책

보험사의 자산 이용 및 비율에 대한 규제완화, 사

무성 관리를 해야 한다. 즉 투입단계의 규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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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결과에 대한 점검이 규제의 초점이 되어야 한

다. 셋째, 규제의 시행에 따른 준수비용과 행정비

다.

용을 절약하는 방식으로 규제가 정비되고 설계되어
야 한다. 넷째, 시장을 통한 접근방식을 확대되고

주요 개혁과제는 초중등 단계에서는 평준화를 보

정부의 간섭은 되도록 줄이는 방식으로 규제가 개

완하기 위한 분권화와 유인체계 설립에 있다. 특수

선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투입 및 공정 단계에

목적고등학교, 특성화학교, 자율학교, 자립형사

서의 직접규제보다는 배출단계에서 가격 인센티브

학, 대안학교 등 현재 허용된 더 높은 자율성과 책

에 의거한 유인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섯째,

무성을 지닌 학교들의 인가권이 지역교육청으로 이

중첩·중복되는 규제의 통폐합이 이루어져야 한

양되어야 한다. 교원인사의 폐쇄성을 완화하고, 전

다.

문 교사들의 전문경로를 만들어 주고, 실질적인 교
원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교장 인사도 개방하여

위와 같은 원칙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경영에 대하여 좀 더 전문성을 지닌 인물이 발탁되

개혁과제들을 실행에 옮길 필요가 있다. 첫째, 경

어 학교운영의 효율성 증진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

제사회적 여건, 지역적 특성, 해당 규제에 대한 피

다. 궁극적으로는 평준화를 폐지하고 학생과 학부

규제자의 반응 정도를 고려하여 선진국 규제의 무

모의 학교 선택권과 학교의 학생선발권이 완전히

조건적 모방, 또는 지나친 환경주의에 경도된 비현

자율화되어야 한다. 고등교육에서는 수도권의 정

실적인 규제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개선 또는

원규제 폐지를 교육의 질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수

폐지한다. 예를 들어, 수질 부문의 경우 일부 특정

단과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대학 입시에 대한 자

수질오염물질(인, 구리)의 농도기준의 적정성이 사

율도 현재보다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교원임용과

회적인 쟁점이 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의 적용기

관련하여 신규교원 임용 시 전형방법, 대학교원의

준을 단순 도입하기보다는 정확한 비용편익분석이

신규채용 절차, 신규채용 시 특정대학 출신 편중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각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

금지 등은 대학의 자율을 침해하면서도 실효성이

는 각종 환경관리인의 의무적 선임 및 교육관련 조

낮은 규제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항 등과 같은 민간 자율에 맡길 수 있는 것은 정부
의 간섭이 배제되어야 한다. 셋째, 경제적 유인제

환경부문

도라 할지라도 인센티브의 중복성이 판명될 경우
이를 폐지한다. 예를 들면 자연환경부문의 경우 대

환경부문의 규제제도는 우선 변화하는 국민의 환
경에 대한 수요나 국제적 기준에 부응하는 것뿐만

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와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이
를 통합 또는 일부 폐지하도록 한다.

아니라 규제가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
적으로 고려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즉 규제가 주는

외국인투자·경제자유구역부문

편익뿐만 아니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비용까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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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여 규제수준이 적절히 설정되어야 한다. 둘째,

외국인투자 및 경제자유구역 부문 규제개혁 목표

규제 대상이 되는 환경매체의 환경용량 또는 그것

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항을 없애 내국민 대우

의 질적 개선이 나타나는 경우 사유재산권의 보장

를 강화하고, 기업관련 제도 및 규범을 국제적 수

을 점차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개선되어야 한

준으로 개선하여 외국기업이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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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국가 간 제도 차이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하며,

제주도민 또는 제주도내 본사를 두고 있는 법인 등

우리나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외국기업인이 거

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

주하기를 원하는 매력 있는 국가로 만드는 데에 있

는 차별적 조항으로서 폐지됨이 마땅하다. 다섯째,

다.

지나친 행정규제를 지양해야 한다. 공급자가 자기
책임하에 정하여 할 사항에 이르기까지 법으로 정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외

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를 낳을 소지가 크므로 행

국인학교와 외국인의료기관 등이 충분히 확보되어

정규제보다는 민간의 자율규제로 방향을 전환하여

외국인이 거주하는 데에 불편이 없어야만 한다. 이

야 한다. 숙박시설업에 대한 시설기준 등은 등록

에 외국인학교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푸는 개혁적

요건으로 규제할 것이 아니라 등록에 따른 진입장

시도가 필요하다.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

벽은 없애되, 사후관리제를 통해 숙박시설업의 자

에 한해서는 외국인학교의 영리법인을 허용하거

정기능과 소비자보호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

나, 최소한 결산잉여금의 해외송금을 허용함으로

안이다.

써 더 많은 외국인학교가 유치될 수 있도록 해주어
야 할 것이다. 외국인학교의 설립주체도 외국인뿐

방송·통신·미디어부문

만 아니라, 내국인도 설립할 수 있도록 제한조치를
완화하여야 한다. 이외 학생정원, 내국인학생비

방송, 통신, 미디어 부문에서의 규제개혁은 새로

율, 외국인교원의 임용조건 등은 외국인학교의 장

운 융합환경에 맞는 지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규제

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여건에 맞추어

틀을 마련하여 동 산업의 활성화와 다원성 간의 조

탄력적인 학교 운영이 가능토록 해야 할 것이다.

화를 구현하고 글로벌 미디어 기업이 성장할 수 있

둘째, 내국인에 대한 영업을 금하고 있는 외국인전

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용 약국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제는 외국인의료기관을 이용한 내국인의 경우는

이를 위하여 추진해야 할 주요 규제개혁 과제는

진료는 받되, 처방은 받을 수 없는 모순적인 결과

다음과 같다. 첫째, 방송 및 통신서비스에 있어 계

를 가져오게 된다. 셋째, 수도권 규제보다는 수도

층별로 일관성 있는 수평적 규제제도를 도입하고

권 경쟁력 강화로 정책의 방향이 바뀌고 있는 세계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규제기관을 통합한다. 둘째,

적인 추세에 맞추어 경직된 수도권 규제정책의 재

지상파 방송사는 현재 4공영 1민영 체제로 지나치

고가 필요하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 유치

게 공영방송이 많은 바 MBC와 KBS2를 민영화한

를 위해서는 국내 대기업의 선행적인 투자가 요구

다. 셋째, 방송·신문 간 교차소유를 금지하는 현

되고 있는 바, 첨단의 지식기반업종에 한해서는 대

행의 규제를 완화하고 기존 지분율제한에서 탈피하

기업의 경우도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여 미디어점유율 등 새로운 다원성 기준을 도입한

수도권 규제정비법 등 일반법의 경제자유구역 내

다. 넷째, 대기업의 방송 및 뉴스 부문 진입허용과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배타적인

위성방송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 등을 통하여 경쟁

차별정책을 철폐하여야 한다. 외국인의료기관의

강도를 제고하고 투자를 활성화한다. 다섯째, 주파

설립주체 제한, 자동차대여업의 영업제한 등이 이

수 관리, 방송광고시장, 서비스 도입정책 등에 있

러한 배타적 차별정책의 대표적인 예로서 사업자를

어 시장기구를 폭넓게 활용한다. 즉 주파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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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경매를 활성화하고, 현재 독점인 방송광고대행

표시·광고가 자율심의기구 등의 심의대상에 해

시장에 경쟁을 도입하며, 기술중립적 서비스정책

당하는 경우, 자율심의기구 등에 심의를 요청할 수

을 도입한다. 여섯째, 통신서비스분야의 소매요금

있도록 하고, 예상 범위 안에서 그 소요경비를 보

규제를 폐지하고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일률적인 요

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율심의기구의 기능을 활

금규제제도를 개선한다. 일곱째, 통신사업자에게

성화하여 민간의 자율적 시정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연구개발출연금 납부 규제를

있다.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

폐지하고 방송발전기금의 운영 방식을 대폭 개선한

정권고 명령에 앞서서 자율기구를 통해 시정할 수

다. 여덟째, 신문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선언

있는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부당한 표시·광

제 규제와 신문편집위원회 설치 등 실효성 없는 규

고의 임시중지에 앞서서 자율기구를 통한 신청절차

제를 폐지한다. 아울러 정기간행물과 인터넷 신문

를 도입해야 한다. 한편, 방문판매업자 및 다단계

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한다.

판매업자의 약관내용 표시·고시의무를 약관법의
규제로 대체하도록 하고, 다단계판매업자의 판매

소비자보호·표시·광고부문

가격제한 및 판매원 자격제한 규제는 완화해야 한
다.

소비자보호부문 규제개혁의 원칙은 시장경제원
리의 강화,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기업환경 개선

물류·운송부문

으로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규제개혁의 방향은
소비자에 대한 적정수준의 정보제공 강화, 자율규

전 세계적으로 규제완화를 통하여 시장진출입 및

제 확대와 협회의 위상 제고, 자율규제에 따른 엄

운임 자율화, 서비스 차별화 허용 등을 통해 물

격한 처벌 적용과 법률 간 통합 적용을 통해 규제를

류·운송업체간 운임 및 서비스 경쟁 유도, 복합운

단순화하고 명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기본적으

송 부문의 신기술 도입에 의한 운영효율성과 생산

로 소비자피해 문제는 제3자가 개입하여 해결하는

성 향상 도모, 고객서비스 향상 등이 추진되고 있

것보다 제품 및 서비스 판매를 통해 소비자피해를

다. 또한 과거 운송업체가 주도해 오던 국제물류가

유발하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예방책과 구제책을 마

고객지향 또는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규제가

련하여 실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 볼 수 있

대폭 완화되고 있다. 현재 국제경제 환경은 세계적

다. 업종별로 사업자단체에 의하여 자율규제기구

규모의 시장통합과 경쟁의 보편화를 중요한 특징으

를 조직·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방

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 대한 최선의 대응정

문판매 등에 관한 법 및 전자상거래법에 자율기구

책은 시장 역할을 강화하고 정부도 공공 서비스 공

를 통한 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

급자로서 지원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개혁

하다. 향후에는 시장의 자율규제기구가 중심이 되

을 추진해야 한다.

어 신고사건을 처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직권조
사에만 주력한다. 또한 개별법에서 약관내용의 표

우리나라는 향후 남북 간의 경협의 확대로 인한

시 또는 고시를 의무로 규정하지 말고 약관법으로

북한지역 투자와 이로 인한 물류 수요의 증가에 대

일관되게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비할 필요가 있으며, 날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물류서비스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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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공급체인상의 효율성을 증

이다. 단순의약품의 일반 소매점에서의 판매 금지,

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공급체

외국환업무의 등록 제한 규제 등은 개선 또는 폐지

인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들도 효율성을 추구하는

되어야 한다. 둘째, 농수산물 도매시장 법인의 평

가장 최적의 관행을 도입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

가 실시, 제조담배 소매인의 지정 및 간판설치제한

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동북아 물류거점화를 중요

등 불합리하게 유통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규

한 국가전략의 하나로 추진해 왔던 것은 우리나라

제도 개혁해야 한다. 셋째, 농수산물 중도매업의

의 주요 항만과 공항을 국제물류거점으로 육성하여

허가, 경품류제공행위의 금지 등 경쟁을 저해하는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기 위함이다. 국내 기업

규제도 개선되어야 한다. 넷째, 국민건강과 안전을

과 글로벌 기업이 국내 항만과 공항 배후단지를 중

위해 관리·감독되는 식품위생업에 의한 규제들인

심으로 글로벌 공급사슬 거점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영업신고를 하여야 할 업종, 식품소분·판매의 제

위해서는 신속하고 저렴하며 이음새 없는 국제물류

한 등은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과학적 근거에 입각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하여 국민건강과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최
소한의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향에 입각하여 선정된 물류·운송부문
의 주요 개혁과제로는 ①항공운송사업자의 국제항

보건·위생부문

공노선 여객 또는 화물운임 및 요금인가 또는 신고
②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 응시자격 제한 완화

보건, 위생, 식품접객업 분야의 규제개혁 원칙과

③보안검색 교육기관의 지정 ④도선사 면허 및 면

방향은‘국민 건강보호’
라는 대원칙 아래 규제의

허 요건 ⑤물류센터 캐노피 너비의 확대 ⑥적층식

효율성을 높이고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지향하는

랙은 물류센터 연 면적 제외 ⑦물류센터 방화구획

것이다. 보건, 위생, 식품접객업 부문 규제를 개선

의 설치 의무의 완화 등이 대표적이다.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건강관리와 기업 활동 간에
이해가 상충된다는 기존의 인식을 벗어나, 기업의

유통부문

자율적·경쟁적 경제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우수한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고, 소비자의 다양한

유통부문의 규제개혁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원

욕구와 선택권을 충족시킬 수 있으며, 국가의 관리

칙에 입각하고 있다. 먼저, 규제개혁이 시장경제원

부담이 감소되고, 효율적 건강증진과 질병예방관

리를 최대한 존중하고 민간의 자율성 보장 차원에

리가 가능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서 추진되어야 하며, 유통관련협회나 특정 유통업

이 부문의 규제는 민간기관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체의 이해관계에 의한 민원성 차원의 규제개혁은

경쟁을 촉진하는 체제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창의

지양되어야 한다. 규제개혁의 방향은 유통산업의

적 활동을 보장하고, 중복된 규제를 단순화하며,

경쟁력 촉진, 규제의 유효성 확보, 그리고 국제적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보편성 측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부문의 주요 규제개혁 과제
유통부문 규제개혁의 주요 대상 가운데 첫째는

로는 동·축산물 수입검역 업무를 담당하는 민간기

특정 이익집단의 이해관계를 보호하는 규제의 개혁

관을 선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꼽을 수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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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시설의 위생평가업무 및 식품위해요소 중
점관리에 민간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치료재료를 포함한 의약품부문의 규제개혁의 원

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칙은 의약품 관리 지원체계강화, 세계시장진출을

정신보건요양시설에 대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위한 인프라 구축, 성장가능 제품분야에 대한 집중

구체적으로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전문의에 대한 요

지원, 유통 투명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 강화에 초

건과 병실에 대한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

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의약품 시

다. 또한 이·미용사 면허를 공인된 민간기관이 인

장을 활성화하고 선진 의약품산업의 기반을 조성하

증하는 것으로 바꾸고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여 내적으로는 산업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외적으

고려하는 것도 이·미용업의 현 추세를 고려할 때

로는 국제경쟁력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 즉 세계시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장진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우수제품 선정을 통
한 집중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합리적

의료서비스·의약품부문

이고 효율적인 의약품 유통환경 조성과 유통도매업
소의 현대화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한 의약품 유통의

의료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의료서비스 및 의료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산업 부문 규제개혁의 원칙과 방향은 세 가지로 대
별할 수 있다. 보험측면, 공급측면, 그리고 산업측

이러한 원칙과 방향 아래 의약품부문의 규제개혁

면이다. 보험측면에서는 재원조달의 다양성과 재

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규제들

원확보, 공보험과 민영보험의 연계가 필요하며, 공

에 초점을 맞추어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일반

급측면에서는 의료공급구조의 다양화를 통한 환자

의약품의 일반 유통업체에서의 판매를 제약하여 소

의 선택권 확대와 의료서비스의 질과 효율 증진이

비자 편익을 저해하는 의약품 약국 외 판매제한을

필수적이다. 그리고 산업측면에서는 인프라 확충

포함하여, 약가재평가 기준, 수입요건 확인 면제물

과 기술투자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국제

품에 관한 규정,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대상에 관한

경쟁력을 높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의료산업

규정, 개량신약 약가협상, 자사가격 승계규정 신

을 만들어가는 것이 시급하다.

설, 미생산·미청구 의약품 삭제 개선 등은 주요
규제개혁 방안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들이다.

이러한 원칙과 방향 아래 의료서비스 부문의 규
제개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산업안전부문

규제에 초점을 맞추어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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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의 산업안전보건 문제는 더 이상는 특정

를 위해서 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 허용, 의료법인

작업장이나 특정 공정상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의 의료서비스에 관련된 영리행위 규제에 대한 완

미래의 산업안전보건 규제는 보편적 국제규격과 규

화, 요양기관계약제 도입이 추진되어야 할 주요 과

제방식을 준수하는 선진체계의 구축과 자율규제 영

제이며 나아가 영리목적의 환자 소개·알선 등 행

역의 확대를 통해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

위금지, 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 제한을 완화

로 재설정돼야 한다. 먼저 안전관리 대상과 영역을

해야 한다.

명확히 구분하여 다른 규제 대상과 영역에까지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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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중복되지 않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강하다. 장기적으로 볼 때 자격사 규제의 가장 근

한다. 둘째, 규제들의 근거 법령체계를 모든 사업

본적인 해법은 자격사의 진입제한을 면허제도

장에 적용되는 수평법과 업종별 해당 사업장에만

(license)에서 인증제도(certification)로 개선함으

적용되는 수직법 체계로 전환하여 피규제자가 무엇

로써 비인증서비스와 인증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을 어떻게 준수해야 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하고, 자격서비스의 가치가 소비자

해야 한다. 그리고 산업안전의 책임분배와 소재를

의 선택과 시장경쟁 속에서 검증을 받도록 하는 것

명확히 하고 사후적 책임을 강화하여 자율규제의

이다.

영역을 확대하도록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자격사분야의 주요 개혁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
이와 같은 근본적인 규제개혁은 오랜 토론과정을

보면 우선 건축사협회에 위탁되어 있는 건축사 시

통해 형성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야 하므로 현행

험관리 업무를 건설교통부로 환수하는 것이 시급하

산업안전부문 규제의 틀 속에서 앞서 설명한 원칙

다. 자격사단체의 설립과 가입에 대한 정부의 규제

과 방향을 염두에 두고 산업계의 규제완화 수요를

역시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 설립과 가입을 강제하

반영하여 우선적인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 예를 들

는 이유는 자격사단체를 통하여 자격사들에 대한

어,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노동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부 명령에 의해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지만

자격사단체들이 동업자인 회원에 대하여 엄격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은 특수건강진단의 주기를 2분의 1

공정하게 감독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헌법이

단축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중복규제는 합리적

보장하고 있는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면서 자격사단

으로 개선돼야 한다.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로 구성

체의 설립·가입을 강제할 이유가 없다. 더구나 설

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 안전보건과 관

립·가입강제는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이익단체의

련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하도록 되어 있

설립과 운영에까지 정부가 개입한다는 점에서 비민

으나 의결기능이 노조에 의해 악용되는 사례가 발

주적이고 후진적인 규제다. 변호사에 대한 징계업

생하고 있다. 이는 사업장 안전 보건과 관련된 사

무가 변호사협회에 위탁되어 있으나 이를 환수해야

항들의 책임분배와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서 발생하

하며, 장기적으로는 해당 업무를 사법부로 이관하

는 문제이므로 개선돼야 한다.

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대적으로 전문직업적인 책
임의식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미국에서도

자격사부문

변호사협회에 의한 변호사의 자율징계는 효과적이
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더구나 한국의 변

자격사 규제개혁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소

호사업계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조치에 지극히 소극

비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이다. 자격

적으로 대응하는 등 자율규제를 감당할만한 책임성

사 규제는 겉으로는 소비자의 보호를 외치지만 실

과 도덕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법률서비스에 대

제로는 진입규제의 강화, 광고규제 등 영업활동의

한 소비자들의 신뢰성과 만족도 역시 낮은 수준에

제한, 자격사단체의 설립·가입 의무화, 자격사단

머무르고 있어 자율규제를 정당화할 근거를 어디에

체에의 징계업무 위탁 등을 통하여 자격사 집단의

서도 찾을 수 없다. 또한 변호사 징계과정에 법률

이익을 보장해 주는 수단으로 전락한 측면이 매우

소비자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고 회의내용과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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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하며, 징계정보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용을 용

농공단지 건폐율 개선 등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이하게 함으로써 변호사 징계업무의 공정성과 신뢰

건축 규제의 현대화 및 선진화는 건축 기술과 설계

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법의 변화와 대형화·고층화 등의 최근 건축 환
경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며, 건축

건축·건설·SOC부문

물의 높이 제한, 대지의 분할 규정, 스티로폼 샌드
위치 패널 사용 확대, 제2종 일반주거지역 높이 제

건설 부문 규제개혁의 원칙은 시장경제 질서 확

한 개선 등의 규제 개선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립을 통한 기업 활동의 자율성 보장, 기업 활동의
부담 완화, 건설 규제의 선진화 등이다. 우선 시장

SOC부문 규제개혁의 원칙은 투자 체계의 효율

경제 질서 확립을 통한 기업 활동의 자율성 보장을

성 제고, 관리 및 운영체계의 합리화, SOC 확충 및

위해 특정 업무영역 또는 집단의 보호를 위한 칸막

이용에 대한 국민과 기업에 부담 완화 등이다. 우

이식 규제 체제에서 탈피, 건설 생산체계의 유연성

선 SOC 투자체계의 효율성은 민간의 참여를 확대

확보 및 건설산업의 구조 개편, 규제적 개입의 최

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하며, BTL 사업의 경우

소화 등의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건축설계 겸

에도 민간제안사업을 허용하고 민간투자사업 우선

업 제한 철폐, 전기, 정보통신공사 등의 분리 발주

협상 대상자에 대한 협상제도의 개선 등을 추진하

폐지 등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기업 부담의 완화는

여야 한다. 운영 및 관리의 합리화는 SOC의 경제

규제 비용이 기업에 전가되는 규제의 개선, 중복적

적 이용이 공공 측면에 편향되어 있는 현실을 시정

처벌 제도의 개선, 하도급제도의 개선 등의 방향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도로 점용 및 도로 연결

로 추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건설규제의 선진

의 허가 개선, 도로 점용기간 및 연장 절차 개선,

화는 입찰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시공능력평가제도

제한차량 운행 제한 개선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의 개선, 책임감리대상 공사의 범위 조정, 건설기

SOC 확충 및 이용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부담 완화

술자의 자격 기준, 품질관리비의 현실화, 공동주택

를 위해 기반시설부담금 등의 폐지를 추진한다.

감리제도의 개선 등의 과제를 추진하여야 한다.
교통부문

건축부문 규제개혁의 원칙은 건축 규제의 복잡성
해소 및 명확화, 건축 행정의 유연성 확보, 건축 규

교통부문의 규제개혁의 원칙과 방향은 ①규제의

제의 현대화 및 선진화 등이다. 우선 건축 규제의

투명성 제고 ②경쟁 활성화를 통한 시장기능 활성

복잡성 해소 및 명확화는 건축 규제의 불편성을 해

화 ③규제의 단순화 ④중복규제 완화 등으로 요약

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며, 여기에는「건축기본

된다.

의 제정, 건축 기준의 코드화 등이 필요하다. 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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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행정의 유연성은 건축공사 관련 제출 서류의 최

이러한 원칙과 방향하에서 추진되어야 할 규제개

소화, 건축 규정의 유연한 적용을 통해 국민 또는

혁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1종 대형 및 특수

기업의 경제 활동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

운전면허의 신청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완화하고,

며, 제철공장에 대한 내화규정 완화 적용, 물류센

1종과 2종으로 구분하고 있는 운전면허 구분을 폐

터에 대한 건축물 방화구역 설치기준 완화 적용,

지하며, 면허의 종류를 대형, 중형, 소형, 이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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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등 5종류로 통합·조정한다. 둘째, 도로여건

고 안정적 에너지 공급시스템에 대한 보완장치의

개선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전용도로 등의 최고속도

마련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를 상향 조정하되, 사고실태 및 굴곡·노면 등 도
로상태를 감안하여 구간별로 탄력적으로 운용한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혁과제를 살펴보

다. 셋째, 도시철도 및 시내버스의 비용절감 및 서

면 우선 전력부문에서는 경쟁시장을 전제로 할 때

비스의 질적 수준 증대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전력시장 참여자격을 제한하거나 동일인에 대하여

규제를 도입하고, 투명하고 명시적인 요금규제체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는 조항을

계를 도입한다. 넷째, 서비스수준을 평가하여 그

폐지할 필요가 있다. 가스부문은 단기적으로 사업

결과를 요금 및 기타 보조금 조정과 연계함으로써

자의 자율적 안전관리 강화유도와 사업환경 변화에

운영주체의 서비스수준 향상을 유도하는 시스템을

따른 안전관리 규정의 조정이 필요한데, 공사계획

도입한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에 부과하는 세금의

의 신고 및 변경신고, 안전관리규정 등에 대해서는

종류를 축소하고 관련세액을 낮추는 등 자동차 관

개선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협의조항인

련세를 종합적으로 정비하며, 자동차세를 배기량

가스시설의 공동이용을 의무조항으로 전환하고,

기준에서 가격기준으로 전환한다.

가스경쟁 도입 시에는 가스공급규정 승인 및 변경
승인 조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집단에너지부

에너지네트워크부문

문에서는 에너지원 간의 경쟁이 반영된 경쟁시장을
전제할 때 집단에너지 사업허가 및 변경 조항의 경

에너지네트워크부문은 과거 수직통합체제의 독

우 소비자의 선택권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점 공기업에 의해서 운영되어 왔으나 대내외적 환

필요가 있고, 사업자의 업무방법 등의 개선 명령,

경변화에 부응하여 에너지네트워크부문에 경쟁을

공사계획에 대한 승인, 열생산시설의 신설 등 허가

도입하고, 민영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

조항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력, 가스 및 집단에너지 등 부문별로 그 추진이 미

개선될 필요가 있다.

진하거나 중단되어 아직도 상당부분의 개혁이 필요
하다. 향후 규제개혁 추진방향으로는 에너지네트

문화·예술·관광·레저·체육부문

워크부문의 특성을 고려하여 생산(도입) 및 판매 등
경쟁 가능한 부문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경쟁여건

문화예술부문의 규제개혁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을 조성하고, 수송 및 분배 등 규제로 남아 있는 부

방향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순수 기초

문에 대해서는 합리적 규제체계를 마련하여 경쟁부

문화예술부문의 힘을 의미하는 소프트파워 강화와

문과 규제부문이 상호 유기적 조화를 이루게 할 필

문화콘텐츠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개혁의 기본

요가 있다. 이러한 자유경쟁 시장의 여건조성과 함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 둘째, 문화예술부문에서 새

께 산업의 성숙도와 IT 발전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

롭게 시장에 편입되거나 다른 인접 지역 시장과 통

수급 및 안전관리에 대한 사업자의 자율성이 보장

합해나가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시장의

되는 시스템을 지향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

자율적인 규제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더욱 철

한 자율적인 에너지공급 시스템에서 나타날 수 있

저하게 추구해야 한다. 셋째, 뉴미디어 변화와 같

는 공급불안정성에 대한 사회적 파장을 염두에 두

은 미래 트렌드 양상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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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일단 불만족 반응의 정도

구축한다. 둘째,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하여 사업 활

가 심하고 불합리한 경우에는 과감하고 신속하게

동에 대한 정부 관여의 축소를 통해 자율성 및 경쟁

해당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

을 강화한다. 관광·레저·체육분야는 산업적 기
반을 확충하고 시장을 확대하는 단계이므로 가급적

이러한 관점에서 네 가지의 주요 개혁과제가 본

시장원리에 의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셋째, 기

연구를 통해 도출되었다. 첫째, 민간부문에 고비용

업경쟁력 강화 및 시장 확대를 지향해야 한다. 기

발생 부담을 가져오는 건축물미술장식품 설치 의무

본적으로 산업의 경쟁력은 민간주도로 강화하는 전

와 같은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이런 규제는 민간

략이 필요하다.

사업자인 건축주와 같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 의견
을 무시한 채 운영되어 왔던 일방적 정책이기도 하

관광·레저·체육부문 규제개혁의 방향과 개혁

다. 또한 도시 공공디자인과 같은 선진국 정책 추

과제는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비현실적

세를 반영하지 않은 낙후한 규제이다. 둘째, 정부

선언적 규제의 개혁이다. 관광지 등에서의 금지행

가 무대예술 전문인이나 학예사, 사서와 같은 직책

위, 관광사업자에 대한 사업보고 및 서류심사, 생

에 대해서 국가 자격 검정을 실시하고 해당 기관 배

활체육지도자 배치 의무, 직장체육시설 개방 의무

치에 관해서도 규제하는 것은 대표적인 차별적 성

등 사회환경 변화로 사문화되었거나 실효성 없는

격의 규제로써 바람직하지 않다. 셋째, 중요무형문

규제, 행정편의주의적인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는

화재 전수교육 실시 의무와 같은 실효성이 낮은 규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비시장경제적 규제의 개혁

제를 없애야 한다. 이런 규제는 실제 현장에서 준

이다. 경륜·경정사업의 수탁사업자의 범위 제한

수하기 어렵고 관리 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도

등 타 산업분야와 비교 시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책

어렵다. 기본적으로도 정부와 문화예술인 간 신뢰

임 있는 민간기업의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의 개선

와 상호소통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을 경

이다. 셋째, 자율과 책임 확대를 위한 규제개혁이

직된 규제로 묶어 놓았기 때문이다. 넷째, 한국의

다. 보험가입 의무,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 선수·

문화콘텐츠임을 인정받을 경우 좀 더 합리적이고

심판에 대한 교육·훈련 의무, 여행계약서의 교부

과학적인 방식이 동원되어야 한다. 공동제작에서

의무처럼 강제적 규정이 없더라도 사업자가 경쟁력

한국자본 등이 참여한 증빙을 제공받게 되면 한국

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

영화로 간주할 수 있는 행정지원시스템을 확립하여

는 규제는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불합

번거로운 신청 절차를 생략, 영화 제작 후 등급판

리한 입지 및 절차에 대한 규제개혁이다. 관광지조

정 시 일괄적으로 한국영화 인정 신청이 이루어질

성계획의 수립과 시행, 자연공원 내 설치 가능시설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동제작영

확대, 골프장업 숙박시설 등 체육시설물의 설치제

화에 대해 제작비율뿐만 아니라 자본, 인력, 인프

한 등 관광지 조성절차를 단축하거나 설치 가능시

라 참여 정도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시

설을 확대하도록 개선한다.

스템을 개발, 적용해야 한다.
농림·축산부문

관광·레저·체육부문 규제개혁 원칙은 첫째,
규제를 개선하여 산업화를 촉진할 제도적 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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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 부문의 규제개혁 원칙과 방향은 다음

과 같다. 첫째, 농정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

간 거리제한 규제는 폐지한다. 셋째, 사실상의 진

나 진입장벽을 없애야 한다. 둘째, 각종 정책지원

입규제인 주정도매업자의 시설요건을 완화한다.

의 요건이나 기준을 투명하게 정비하고 비농업부문

다섯째, 직역의무공동도급과 같은 규제는 완화하

의 자본, 기술, 경영기법이 농촌으로 유입될 수 있

는 것이 필요하다.

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셋째, 획일적인 기준을 정
비하여 자율에 입각한 시장질서가 마련될 수 있도

산업·R&D부문

록 한다. 넷째, 농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농업을 단
순한 농사가 아닌 농업 비즈니스 차원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산업·R&D·지식재산권 부문의 규제개혁의 원
칙으로서 경제성, 신축성, 경쟁제고, 그리고 명확
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원칙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러한 원칙과 방향하에서 아래와 같은 규제들을

첫째, 행정절차에 따른 비용의 완화 둘째, 환경변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비

화에 따른 규제의 유연성 제고 셋째, 차별적 지원

농업인의 출자한도 폐지, 대기업의 축산업 영위금

의 폐지와 경쟁촉진을 제안하였다.

지 폐지, 농산물 및 특산물 등의 품질인증제도 정
비, 농업기계 무상수리 의무화 제도 개선, 정부관

구체적으로는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에게 요

리양곡의 매입자격 기준설정 등 개선, 인삼류 제조

구되는 승인요건을 완화하여 불필요한 비용의 해소

업 등의 신고제도 정비, 주정 및 민속주 등 시설기

를 제안하였다. 또한 수출자유지역 입주업체의 자

준 및 유통규제 완화, 한약재 규격품 제조 규제 정

격에 서비스업을 추가함으로써 국내 서비스산업의

비 등을 주요 규제개혁 과제이다.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하
였다. 우주발사체 허가 및 우주물체 등록 등에 관

국고·준조세·부담금부문

해서는 행정절차에 따른 기회비용을 완화하고 기술
발전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의 개선

국가재정사무와 관련한 개혁의 원칙은 재정개혁

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허심의와 관련해서는 유명

과 규제개혁의 조화이다. 이를 위한 규제개혁 방향

무실한 이의결정의 불복제한 규제는 폐지하도록 제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건전한 시장 참여자

안하였다.

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둘째, 재정 수입과 관련
된 국가재정 사무에도 규제개혁의 원칙이 적용되어

무역·관세부문

야 한다. 셋째, 재정 활동과 관련성이 적은 국가재
정 사무에도 규제개혁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무역·관세부문의 규제개혁 원칙은 ①투명한 규
제기준의 확보 ②절차의 단순화 ③자유로운 경쟁

이러한 원칙에 따라 개혁되어야 할 규제의 내용

환경의 조성이다. 관련 법령에 단서조항과 예외가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기준(예를 들어, GFSM

많고, 기준과 절차가 복잡할수록 규제집행비용과

의 분류기준)에 따라 현행 부담금을 조세 등으로 재

준수비용이 늘어나고 담당공무원의 재량권이 남용

분류하고,「부담금관리기본법」
을 원칙적으로 폐지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이 중요

한다. 둘째, 담배소매업소의 지정제도와 소매업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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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문의 주요 과제로는 첫째, 보세판매장의 판

속될 예정이고 이에 따라 정부의 감독 내지 필요한

매금액 제한기준이 완화되어야 한다. 둘째, 기술발

규제가 불가피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정부

전에 따라 필요가 감소된 통관우체국 지정규제를

의 개입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규제사항들을 재정

폐지해야 한다. 셋째, 보세사 자격요건 지정 및 등

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원개발 관련 법령의 경

록 규제에 있는 차별적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넷

우 자원개발 관련 각종 심사와 승인요건은 전체 사

째, 보세운송 신고서류 보관기간을 축소해야 한다.

업 가운데 정부 지원 혹은 보조를 받는 부분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해양안전부문

구체적으로 석유수출입업의 경우 진입규제 완화
해양안전부문의 규제개혁의 방향과 원칙은 ①행

를 위하여 비축의무 등의 등록요건을 완화하여 신

정편의주의적 규제조항 일소 ②유사·중복 규제 정

규기업의 진입을 용이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가격

비 ③기술조건의 변화에 따른 불필요한 규제의 폐

의 현실화라는 측면에서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

지 ④절차 및 기준의 간소화 등이다.

매가격 준수의무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액화석유가스의 경우에도 최고판매가격 자체가 시

이러한 원칙과 방향하에서 추진되어야 할 주요
규제개혁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오염 영

장원리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향조사의 실시를 강제하는 폐기물 배출규모를 완화
한다. 둘째, 형식승인을 받은 해양오염방지 설비·

정보이용 및 개인정보보호부문

자 재·약제, 선박 및 선박용 물건 등에 대한 검
정·인정을 생략한다. 셋째, 선박소유자 등의 보고

정부의 선제투자가 정보산업의 성장에 밑거름이

및 자료제출 의무를 폐지한다. 넷째, 거대선 등의

된 것은 사실이나 민간의 창의에 의한 자유로운 기

운항사항 통보의무를 폐지한다. 다섯째, 심판변론

업가정신이 정보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해 갈

인 협회의 설립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한다.

것이다. 지난날 정부의 무리한 특정산업 육성정책
이 국고의 낭비를 초래한 점을 교훈삼아 재정지원

자원개발부문

보다는 민간의 창의와 역동성이 자유롭게 발휘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 자유로운 시장

자원개발부문의 규제개혁 원칙으로서 시장원리

진입과 퇴출 등 시장친화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에 근거한 가격결정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

사업 수행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간소화하여

책방향을 제언한다. 이러한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

정보 활용을 저해하는 제도적 요인들을 개선해야

여 다음과 같은 규제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

한다.

다. 첫째, 광산보안법과 광해방지법은 광해방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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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사업자의 기본적인 의무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관점에서 신용정보업의 신규진입 여부,

중복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들 법률을 하나의

출자대상 선정, 사업부문 특화여부와 그에 따른 조

법률로 통합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석

직원 구성 및 규모, 수수료 등 경쟁 수단과 방법을

탄산업의 경우 정부의 지원과 보조가 일정 기간 존

사업자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고, 신용평가업자

2007년 시장경제연구백서

의 자격 및 허가요건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 또한

자원보호구역은 육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호 수

개인정보의 열람제한 제도를 폐지하여 자기정보에

면을 관리하는 다른 구역과 구별되는 것으로 보이

대한 정보주체의 열람권을 존중해야 한다. 이와 함

지만 이러한 보호구역제도를 수산업법에 규정할 필

께 공공기관의 비공개대상 정보를 최대한 축소하여

요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민간의 공공정보 활용을 활성화해야 한다.

것으로 보인다. 수산자원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산
물 표준규격화 표시제도, 수산물 등의 품질인증제

수산·수산가공부문

도, 원산지 표시의무 및 확인·조사, 수산물 가공
업 등록 및 신고 등 수산가공업에 대한 규제는 완화

수산분야 규제개혁은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

내지 철폐해야 한다.

과 OECD, FAO 등 국제기구에서 실시하고 권장하
고 있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를 유지하

사회복지부문

면서도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국민

사회복지부문의 규제개혁의 원칙과 방향은 ①국

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수산물의 안전성

민편익 중심의 복지행정 구현 ②사회복지의 경쟁

보장과 관련되는 제도는 유지되어야 하며, 선진국

력 제고 및 효율성 증대 ③민간기업의 복지참여 유

에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식용 수산물에 대

도 강화 ④민간복지기관 및 국민에 대한 지나친 간

한 검사제도는 외래 어종으로부터 우리의 생태계를

섭과 불합리한 규제의 철폐 등이다.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존속되어야 한다. 세계 각
국에서 강화되고 있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시장

이러한 원칙과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할 주요 규

진입 규제, 어구 어법의 제한, 어기의 제한 등은 필

제개혁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등을 위

요한 제도이다.

한 편의시설의 세부기준완화 적용조건에‘과도한
재정지출을 요구하는 경우’
를 추가한다. 둘째, 시

그러나 수산물 안전성 조사 및 어업제한은 중복

설보호아동의 퇴소연령을 현행 18세에서 20세로

규제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수산자원보호령의 어

연장한다. 셋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운영비 상

업제한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수산물 품질관리법

한을 모금된 재원의 10%에서 15%로 완화한다. 넷

에 수산물의 위생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

째, 실수요자의 직접사용에 한하여 묘지의 사전 임

하고 처분 및 이행을 위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율

대사용계약을 허용한다. 다섯째, 개장유골을 화장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수산업법과 수산자원보

하는 경우 현장에서 화장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호령에 의한 이식승인제도는 검사와 승인을 하나의

이동식 화장로를 설치·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제도를 수산물품질관리

다. 여섯째, 사문화된 분묘의 설치기간 제한, 설치

법으로 일원화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

기간 연장신청 및 보고의무 등을 폐지한다.

특정 수면에서의 행위제한과 관련된 문제점은 중복
규제인 동시에 근거 없는 규제이다. 공유수면관리

연금·보험부문

법이 더욱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산물품
질관리법의 지정해역제도를 수정해야 한다. 수산

연금·보험부문의 규제개혁의 원칙은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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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첫째, 연금·보험 관련 공공부문 서비스 프로

장의 확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또한 필요

세스의 효율성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없는 절차로 폐지되어야 한다.

연금·보험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각종의 금전적, 관리적 부담(순응비용)이 최소화될

여성가족·청소년부문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다양한 공공서비스의 제공
하는 과정에서 수요자인 국민의 편의성이 최대화되

여성가족·청소년부문의 규제개혁의 원칙은 다

도록 서비스를 재구성해야 한다. 넷째, 연금·보험

음과 같다. 첫째, 경쟁제한성이 있는 규제는 철폐

부문에 산재해 있는 기금운영방법의 제한은 적절히

한다. 둘째,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규제체제를 일원

개선되어야 한다.

화하고 체계화하여야 한다. 특히 동일한 사항에
대한 중복규제는 일원화해야 한다. 셋째, 불필요

이같은 연금·보험 규제개혁의 원칙을 토대로 다

한 과잉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넷째, 기업의 경

음과 같은 규제개혁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전

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개혁이 이루어져야

산화·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제도운영이 필요하

한다.

다. 건강보험증 같은 제도는 전 국민 4대 사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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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시대에 주민등록증 등으로 대체가능한 제도이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주요 개혁과제를

다. 의료급여제도상의 의료급여증, 국민연금법상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민간지원시설에 대한 각종

의 국민연금가입증서 역시 동일한 취지에서 폐지되

설치·운영기준이 철폐될 필요가 있다. 상담원 교

어도 무방하다. 둘째,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

육시설의 설치기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기금운용과 관련된

설치 기준 등 진입장벽 역할을 하는 기준설정을 폐

규제는 규제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기

지할 필요가 있다. 이들 부문에 있어서도 진입장벽

금운용 관련 법령은 거의 동일할 뿐만 아니라‘포

해소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해

지티브 형’규제 양식을 취하고 있어 기금운용의

야 한다. 둘째, 정부가 청소년지도사·상담사의 자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기금운용과 관련된 규제는

격을 검정하고 이들을 청소년관련시설 또는 단체로

현재의 포지티브 형 규제에서‘네거티브 형’규제

하여금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는 폐지하

로 전환하여 반드시 해서는 안 되는 운용방법만 제

여야 한다. 셋째, 청소년 유해매체물 제도와 매체

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보험,

규제법 사이에서 문제되는 중복규제 및 과잉규제는

산재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

개선이 필요하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의무

연금 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산재되어 있는 기금운영

등의 규제는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기업에 직접

방법의 제한은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급여수급과

적으로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의 규제는 폐지되어야

관련된 필요 없는 절차는 폐지되어야 한다. 공무원

한다. 주택단지에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의무화 등

연금법상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의 확인,

은 폐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직접규제 방식보다는

국민연금법상 급여의 지급 등 일정한 조건이 되면

인센티브 정책이 더욱 효과적인 수단이다. 다섯째,

당연히 수급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의 절차를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는 과잉규제가운데 하나

두어서 수급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공무원연

로 폐지되어야 한다. 수련활동 프로그램의 인증은

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민간의 다양한 기구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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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부문

보훈·병역·경찰 등 기타 부문

우리나라의 소방방재의 규제(안전성 확보 측면)

보훈, 병역/국방, 공무원 채용, 경찰 등은 국가

는 개별요소 규제로써 개별 요소를 모두 해결해야

존립의 목적과 관련되는 중요한 부문으로 여겨져

하는 것이 특징이지만, 해외 선진국들의 경우는 개

왔다. 하지만 이런 규제취지에도 불구하고 부문에

별요소 규제보다는 종합적인 고려를 통하여 안전성

서 일반국민 및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거나

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소방방재 규제의

부담을 주는 등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되거나 폐지

문제점은 규제범위의 광역화(분야의 다양성), 기술

는 되는 방향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타

기준의 적용한계점, 타 기본법령과의 중복규제 등

부문에서의 주요 규제개혁 과제는 다음과 같다.

이다.
첫째,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우대조
이러한 배경에서 소방방재분야의 규제개혁 원칙

치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러한 우대조치는 국가

과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효성의 불확실성

및 공공부문의 영역에 국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이 우려되는 규제를 개혁한다. 둘째, 과도하거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고용의무비율(현행 업종별로

행정편의적 규제를 개혁한다. 셋째, 하이테크

3~8%)은 장애인의무고용률(2%) 등 다른 고용 법

(High Tech)와 로테크(Low Tech)의 격차를 해소

정의무고용에 비해 매우 높아 기업의 인건비 부담

한다. 넷째, 규제로 인한 신기술의 진입장벽을 해

을 가중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무

소한다. 다섯째, 시설기준과 설비규정을 재정립한

고용 및 고용명령제도는 폐지하거나 또는 현행

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기술규제와 단순 기술규

3~8%의 업종별 의무고용비율을 기업이 수용가능

제의 재분류 및 개혁을 유도한다. 우리나라 소방방

한 한도인 1~3% 이하로 하향조정해야 한다. 또한

재 규제시스템은 일반소방행정분야는 국민생활의

기업의 경영실적, 채용계획 등 경영상황을 감안하

불편함이나 부적절한 경우 사회적 합의에 의하여

여 탄력적인 고용명령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아

과감하게 규제폐지 및 완화의 수순을 밟도록 하고

울러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립대학의 수업료 면제

기술분야는 기술기준에 대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

규제도 폐지하고 필요하다면 국가가 유공자의 학비

다.

를 재정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둘째, 성별, 연령,
학력 등 공무원 시험에 대한 각종 규제를 폐지하는

이러한 원칙과 방향에 입각하여 다중이용업소의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최근 공무원 시험에 대한

실내장식물 면적규정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

응시율 증가, 노령화·저출산 추세와 헌법에서 보

조정하며, 다중이용업소 정기점검결과서 2년 보관

장된 기본권(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에

의무 규제를 폐기하고, 소방관서에서 보관하도록

비추어 일반직 공무원 채용시험의 연령제한도 특채

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셋째, 화약류 제조 및 운

전교육대상자를 업주로 한정하고, 그 종업원에 대

반 관련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특

한 교육을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입원실이

히,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과 위험물안전

없는 정신보건시설에 대해서는 특정소방물의 방염

관리법상의 중복적인 규제는 정비되어야 한다. 원

물품 사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료자체에 대해서는 위험물 지정수량에 따른 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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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지만, 최종 화약

는 비규제적 정책대안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규제개

제품에 대한 저장관리는 위험물관리법의 규정을 준

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현 정부

수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과의 규정

의 임기 내 모두 실현이 어려울지라도 차기정부가

과 중복되는 문제로 기업의 부담이 증가된다.

추진해야 할 강력한 규제개혁 정책의 로드맵을 제
시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3. 평가

특히 이번 연구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민간연구
기관인 본원이 중심이 되어 규제받는 사람의 관점

연구기간 동안 등록된 모든 개별 규제에 대하여

에서 정부가 등록한 모든 규제의 적정성과 존폐여

시장경제원리, 기업환경개선, 국가경쟁력 강화,

부를 평가하여 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국민편익 증진의 관점에서 개선 여부 및 규제수단

특별하다.

의 적정성을 평가·판단하고, 합리적 규제대안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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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경제 한국의 현안과제
│대│표│연구과제│

Part 1: 한·미 FTA 분야별 협상결과 평가 및 우리 기업에 주는 시사점
정인교(인하대) 외 5인

한·미 FTA의 경제 효과는 기업 및 정부의 역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주요 부문에서의 한·미 FTA 협상결과를 평가함으로써 기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한·미 FTA에 따른 피해산업 보완대책에 대해 분석·
평가하였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한·미 FTA의 체결은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우
리 경제가 선진화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해 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따라
서 우리 경제의 선진화, 국제화 및 지속성장에

2. 연구내용
가. 한·미 FTA 상품분야 협상결과에 대한
평가 및 과제
■ 정인교(인하대)

한·미 FTA가 기여하는 효과에 대해 객관적으로

본 연구는 한·미 FTA 상품분야 협상결과에 대해 세부

평가하는 작업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경제

적으로 평가하고 한·미 FTA의 이행 이후 전개될 개방의

적 이익 실현의 주체인 기업들이 한·미 FTA라는

가속화에 따른 전면적인 개방체제에서 기업과 정부가 해

외부환경 변화를 바람직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을 모색할 필요성도 매우 크다. 한·미 FTA 체결
에 따른 이와 같은 필요성에 부응하여 협상결과를

폭넓게 자유화되는 것으로 타결된 한·미 FTA

상품, 서비스·투자, 지적재산권, 무역구제, 정부

상품분야는 미국 내수시장 규모와 관세철폐 구조를

조달 등 주요 분야별로 평가하고 기업에 주는 시사

고려할 때 우리 기업에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

점을 분석함과 더불어 피해산업에 대한 정부의 보

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의 대미국 수입의 95% 가

완대책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정부와 기업이 앞으로

량이 중간 부품재 및 기계설비 장비이고, 이들 중

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간재 수입품은 우리나라 업체와 보완관계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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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우리나라가 미국산 중간재에 부과하고 있는

는 중소기업들의 외국 업체와의 제휴, 브랜드 이미

관세를 철폐하게 되면 우리 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은

지 강화, 공동 마케팅 지원, 기술개발 지원 등의 노

높아지게 될 것이다.

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의 성과를

자동차, 섬유, 의약품 관련 사항은 양국의 입장

제고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지원이 자칫 도덕

을 서로 절충하는 선에서 타결되었다. 자동차와 섬

적 해이를 초래하지 않도록 관리기능을 강화해야

유에 대한 미국의 관세철폐로 우리 기업은 상당한

할 것이다. 중소기업도 환경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수출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측에서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노력을 강화해야 하며, 제

수용한 미국의 요구로는 자동차 세제 개선 및 환경

품개발 및 원가절감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다.

기준 적용 등의 제도 변경사항 등이 있는데, 이러
한 사안들은 이미 그동안 국내 업계 및 소비자단체
가 제기해 오던 사항이다. 미국은 섬유류에 대한
원산지기준으로 원사기준(얀포드방식)을 주장하였
고, 이로 인해 미국과의 FTA가 이행되더라도 섬유

나. 한·미 FTA 서비스·투자분야 협상결과
의 평가 및 의의
■ 김관호(동국대)

산업의 이익은 크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 제기되기

본 연구는 한·미 FTA 서비스·투자분야 협상결과에

도 했다. 그러나 원산지기준 충족을 위해 필요한

대해 평가하고 한·미 FTA가 국내의 규제개선으로 연결

국산 원사의 공급능력이 충분하고, 국산 원사 사용

될 때 그 진정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으로 인한 원가인상도 생산단가 대비 2.5%에 불과

한·미 FTA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도약

해 미국의 평균 13.1% 고율관세 철폐로 우리 업계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가 이익을 볼 수 있다.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가장 의미있는 개방 확대
한·미 FTA가 이행되면 우리 경제의 개방은 가

가 이루어진 분야는 전문직 서비스, 특히 법률서비

속화될 것이다. 이 경우 국내 내수시장에만 의존하

스분야라 할 수 있다. 협정 발효 후 5년 내 시점에

는 기업은 피해를 볼 수 있지만, 수출기업의 경우

서 미국 로펌이 국내 로펌과 합작기업을 설립하고,

다양한 형태의 사업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합작기업이 국내 변호사를 고용하여 영업하

한·미 FTA가 주는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

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한 회계·세무서비스 분야

해서는 우선 철저한 협상 내용의 파악이 필요하다.

의 경우에도 협정 발효 후 5년 내 시점에서 미국의

개별 업체가 필요한 내용은 스스로 연구하고 전문

자격증 소지자가 국내 회계·세무 법인에 대해 투

기관의 자문을 받아야 할 것이다.

자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타 서비스·투자 분야의
경우 방송서비스, 통신, 영화, 특송 등의 분야에서

정부측에서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세계 통상환경

부분적인 자유화의 진전이 이루어졌다.

에 걸맞게 국내 사업환경을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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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의 패러다임도 변화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한·미 FTA가 갖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의의 가운

주요 생산요소가 토지, 자본, 노동 등이었으나 향

데 하나는 한·미 FTA가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에

후에는 지식, 정보 등이 더 중요해질 것이다. 정부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의 육성에 대한 사회적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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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

산권을 침해하는 규제의 질을 업그레이드하는 긍정

다. 서비스산업 중에서도 한·미 FTA를 계기로 그

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미 FTA를

중요성이 가장 부각되고 적극적인 육성의 필요성이

계기로 정부가 공공목적의 정책을 추구하되 그것이

제기된 분야는 사업서비스업이라 할 수 있다. 사업

재산권 보호 친화적인 방향에서 추구되어야 한다는

서비스업은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서

인식이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조업과 밀접히 관련된 중요 산업이지만, 선진국
과 비교하여 서비스업 중에서도 상대적인 낙후성이
큰 분야이다. 한·미 FTA에 의해 형성된 개방환경
은 사업서비스업에서 대형화·전문화의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계기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
다.

다. 한·미 FTA 주요 제도화 관련 협상내
용· 영향 및 향후 과제
■ 최원목(이화여대)

본 연구는 의약품·지재권·분쟁해결분야의 협상결과
가 국내 제약산업 및 지재권 관련 산업에 단기적인 피해를

한·미 FTA를 통해 우리가 기대하는 중요한 효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 국내 제도의 개혁과 국

과 중의 하나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의 확대이다.

내 산업의 구조조정 및 올바른 방향설정을 위한 계기를 마

이를 위해 외국인투자 유치의 방향과 전략, 정책과

련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제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업그레이드하는 정
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한·미 FTA의 결과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의

를 위한 기본적인 여건은 국내 기업의 투자 활성화

전반적 강화가 규정되게 되었다. 이는 지재권 수입

라는 점을 감안하여 국내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 노

국인 우리나라가 불리한 환경에 직면하게 됨을 의

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미하나, 이러한 보호강화로 인해 국내의 저작활동
에 대한 장기적 유인이 제공될 수 있음도 고려해야

한·미 FTA는 단지 개방의 확대가 아니라 국내

한다. 상표권이 강화된 것은 변화하고 있는 시대적

의 규제 개선으로 연결될 때 그 진정한 효과가 나타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우리 기업들로 하여금 세계

날 수 있다. 한·미 FTA의 협정문에 위배되는 규

적인 상표 개발을 위한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제는 당연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협정문에

특허등록 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제도

직접적으로 위배되지 않는 규제의 경우에도 협정의

의 본질은 표준 등록기간을 설정해 두고 이 기간보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규제의 개선을 적극 추

다 지연된 기간만큼만 연장하는 것이므로, 그 시행

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투자협정상의 투자자

으로 인해 우리 특허심사 및 등록기간이 표준화되

대 정부 간 분쟁해결절차는 유용한 긍정적 외압으

고 예측가능성이 부여되어 신속한 특허출원 처리

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

관행을 정착하는 계기가 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쟁해결절차는 정부의 정책 추진에 있어 위축효과를

지재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여 창작활동에 동기를

유발하기보다는 규제를 억제하고 필요한 규제의 경

부여하기 위해서는 권리 침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우에는 규제의 질을 높이도록 하는 긍정적 효과를

통제와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유도할 것이다. 협상과정에서 국내에서 쟁점으로

한·미 FTA를 통해 지재권의 집행 측면이 전반적

부각되었던 간접수용에 대한 보상 규정은 특히 재

으로 강화된 것은 지재권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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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지불해야 하는 비용으로 간주할 수 있다.

라. 한·미 FTA 무역구제제도의 의미와 향
후 대응전략

한·미 FTA에서 양국 간의 통상분쟁 해결을 위
한 효율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마련한 것은 매우 의
미 있는 일이다. 한·미 FTA상의 분쟁해결 절차는
일반적인 FTA상의 그것과 대체적으로 유사하나,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차이점은 분쟁패널 판정의 이
행을 위해 법규를 개정·폐지하거나 정부조치를 철
회해야 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이를 금전배상
(monetary assessment)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규정이 미국 측의 요구에 의해 삽입
되었다. 따라서 이제 한·미 간의 FTA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FTA 분쟁해결 절차를 거쳐 패소판정이
내려지더라도 패소국은 금전배상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 우리는 미국에 의해 주
도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FTA 분쟁해결제도 모
델을 수용함으로써 WTO와는 다른 차원의 제도화
에 편입되게 된 것을 의미한다.
또 한 가지 분쟁해결절차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
은 WTO 협정에는 비위반제소의 성립요건에 대한
제소자 입증책임을 가중하는 조항이 규정되어 비위
반제소의 남용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있으나,
한·미 FTA에서는 이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어
비위반제소는 일반적인 입증책임 원칙에 의거하여
제소자측이 가중된 입증을 제공할 의무는 없다고
해석되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 한·미 양국 간 비
위반제소가 남용될 소지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며, 우리 정부가 비위반제소와 관련 입증책임과 같
은 전문적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협
상을 진행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 안덕근(서울대)

본 연구는 한·미 FTA 무역구제분야 협상 결과에 대해
평가하고 이후 한·미 간 교역에서의 무역구제조치를 전
망하고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미 FTA상의 무역구제제도에는 반덤핑, 상
계관세, 세이프가드제도가 있다. 미국의 반덤핑체
제를 볼 때 FTA 이후 한국에 대한 반덤핑조사개시
가 상당수준으로 억제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
다. 가격약속도 더욱 활성화되도록 작용하기에는
실제적인 제약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무역구
제위원회를 통한 논의는 특혜적 절차 적용을 규정
화하거나 공식화하지 않고 조사절차과정에서 실질
적으로 우리의 수출업체들에게 실무적 차원의 혜택
을 발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상계관세는 반덤핑관세에서의 경우와 동일
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반면 세이
프가드조치의 경우는 한·미 FTA로 인한 혜택이
가장 명확하게 예상된다. WTO 차원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하는 경우 미국은 우리의 수출품을 제
외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세이프가드조치의 특
성상 상당한 수준의 혜택이 야기될 수도 있다.
기업차원의 대응방안으로는 우선 산업별, 품목
별 수출 현황에 대한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별 기업차원의 역량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또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산업부문에서는
협회 차원의 대비가 더욱 효과적이므로 협회 활동
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무역구제조치 관련 조사절
차상에서는 조사의 핵심적인 내용이 덤핑률 산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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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개별 업체차원의 대응이 중요하며, 산업피해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구매를 하는 경우, 특

차원의 대응이 중요한 경우에는 피소업체들 간에

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오직 미국에서 생산된 원자

협력이 중요하다. 실사절차에 대비해서는 조사대

재나 대부분이 미국에서 생산된 물품, 물자만을 구

상업체의 전방위적인 준비가 필수적인데, 지난 5

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소규모 기업 지원

년간 각종 회계자료를 조사단계별로 요구되는 거래

및 할당(set-aside)정책도 한국기업의 미국 연방

과정에서의 내역들에 대해 일관성 있게 준비해야

정부조달 시장 진출에 있어서 주요 장벽이 되고 있

한다. 무역구제조치가 부과된 후에는 FTA 또는

다. 특히 10만 달러 이하 규모의 조달에 있어서는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거

미국의 대기업이나 외국기업이 실질적으로 연방정

나 국내 사법재심 절차를 발동하는 대응전략을 들

부조달에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수 있다. 재심절차에 적용되는 고유한 규정상 특이
성에 대해 이해하고 원심에서 확정된 판정에 근거

한·미 FTA 정부조달부문 협상결과 한국과 미

하여 조사과정에서 검증되는 단계별 거래내역(수

국은 중앙정부의 물품 및 일반 서비스 조달에 대한

출가격, 수출물량, 정상가격 등)을 조정함으로써

하한선을 GPA의 13만 SDR(약 19만 달러) 수준에

재심에 대비하여야 한다. 무역구제조치에 의한 고

서 10만 달러 수준으로 내렸다. 하한선 감소로 추

질적인 문제점이 제기되는 산업에서는 해외 투자전

가적으로 개방된 미국 정부조달 시장의 규모는

략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최소한 생산공정의 일부

(FY2005년 GSA 통계 기준) 3억8천만~76억3천

를 해외에서 수행하고 수출 거점을 수정하는 방안

만 달러(약 3,800억~7조6천억 원)로 추정된다. 반

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미국의 무역구제 절차

면 한·미 FTA를 통하여 추가적으로 개방된 한국

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최대한 우리 정

정부조달 시장의 규모는 약 5천억 원에 불과하다.

부에 전달하여 무역구제위원회를 통한 논의가 활성

또한 한국과 미국은 SOC 건설 프로젝트에 흔히 사

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용되는 BOT(Build-Operate-Transfer) 계약을
정부조달 시장 개방대상분야에 포함하기로 합의하

마. 한·미 FTA 정부조달분야의 협상결과와
기업의 활용전략
■ 양준석(가톨릭대)

였다. 한·미 FTA에서는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 자
격심사나 낙찰자 선정 시 국내 실적 요구를 불허하
도록 하였다. 한·미 FTA 정부조달 협상결과 추가
적인 주정부 시장개방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본 연구는 먼저 미국 정부조달 시장의 특징과 크기를 살

따라 한국도 추가적으로 지방정부나 공기업의 시장

펴본 후, 한·미 FTA로 미국 정부조달 시장이 추가적으로

을 개방하지 않았다. 또한 미국의 소규모 기업 보

어떻게 개방되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또한 한·미 FTA

호정책도 완화하지 못하였고 국방관련 무역장벽도

체결 이후 우리 기업이 미국 정부조달 시장에 진출할 경우

유지되었다.

도움이 될만한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조달 시장 진출에 대한 기업의 전략으로 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한국업체의 미국시장 진출에

음과 같은 점을 제시할 수 있다. 먼저 기업은 자기

가장 큰 장벽이 될 수 있는 것은 Buy American

가 정부조달 부문으로의 진출이 적합한지를 신중히

Act(BAA)이다. BAA는 미국 정부가 영토 내에서

고려해야 하고 자기의 업종에 있어서 가격이나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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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경쟁력, 또는 독특한 창의성이 있어야 한다. 또

주는 성격의 일련의 지원책을 의미하고 경쟁력 확

구매자가 정부기관인 만큼, 절차가 복잡하고 소요

보정책은 수입품에 비해 생산성이 뒤지는 산업이

시간이 긴 만큼 진출 준비작업을 꾸준히 지속해야

생산성을 증대할 수 있는 여러 정책을 뜻한다.

한다.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미국 정부 예산 추
세를 파악하여 물품과 서비스 수출의 기회를 신속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자유무역의 확대과정에서

히 파악하도록 하며 정부기관이 필요한 것이 무엇

피해를 입은 이해집단의 반발을 완화하는 정치적

이고, 여기에 대한 특별한 상품 패키지를 만드는

협상도구의 성격이 높아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의 추

등 정부기관에 대한 타깃 마케팅을 실시해야 한다.

진과 병행하여 지불할 수밖에 없는‘사회적 비용’

마지막으로 GPA나 FTA 등 국제협정에서는 공급

이며 따라서 보상은 충분한 보상이 아닌 합리적 보

체에 각종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를 정확히

상이어야 한다. 합리적 보상이란 내부협상을 성공

파악해야 하고 혜택을 받고 있는 미국 소규모기업

적으로 이끌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수준을 말한다.

및 한국교포 소규모기업과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

한편, 경쟁력 강화의 취지의 공감에도 불구하고 현

이 유리하다.

재의 한국경제의 구조를 고려한다면, 정부 주도의
경쟁력 강화정책의 효과성은 의문시 된다. WTO

바. 한·미 FTA 피해산업 보완대책에 대한
평가 및 과제
■ 최병일(이화여대)

48

체제에서 합법적으로 허용된 정부가 구사할 수 있
는 정책도구가 그리 많지 않을 뿐 아니라, 기업에
비해 정부의 정보는 부족해서 어떤 분야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피해가 있다

정부의 한·미 FTA 피해산업 보완대책은 현실적 경험

고 주장하는 모든 산업분야에 얼마만큼의 재정이

과 거시적 안목을 기초로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보되어야 하는지도 불확실하다. 따라서 피해산

긍정적이다. 그러나 보완대책이 정부 주도의 경쟁력 확보

업 보완대책은 무역조정지원책 위주로 편재되는 것

정책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이행과정에서의 심각한 문제

이 타당하고, 경쟁력 확보정책은 기업 주도로 이루

를 막을 수 있다. 정부의 역할은 경제주체들의 인센티브

어지되 정부는 경제주체들의 인센티브 구조가 제대

구조가 제대로 설정되도록 필요한 제도를 보완하고 정비

로 설정되도록 필요한 제도를 보완하고 미비한 제

하는 수준에 그쳐야 한다.

도를 정비하는 수준에 그쳐야 한다.

정부가 수립한 한·미 FTA 관련 피해산업 보완

정부가 발표한 한·미 FTA 피해산업 보완대책

대책은 그간 FTA 이행과정에서의 경험에 기초하

이 생산성이 뒤진 국내 산업의 한시적인 완충장치

여 문제점을 수정하고 더 큰 틀에서 피해산업 보완

를 제공할 뿐, 정부가 주도해서 이들 산업의 생산

대책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성을 제고하는 산업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내릴 수 있다. 정부의 보완대책은 피해산업에 대한

하지 않았다는 점은 우려된다. 정부의 보완대책에

무역조정지원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는 단기적인 피해산업 지원 이외에 경쟁력 제고 방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다. 무역조정지원책은 생산

안이 담겨 있어 정부 스스로 경쟁력 증진에 역할을

성이 낮은 산업이 개방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자임하고 있다고 국내 생산자들(농민, 기업, 근로

생산 감소 등으로 인한 피해를 한시적으로 보상해

자)은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한·미 FTA 비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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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필요할지도 모르는‘편리한 오해’
는 이행과정

야에 걸쳐 매우 상세히 평가하였고 이에 대한 기업

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의 활용방안을 분야별로 제시하였다. 또한 정부의
FTA 피해산업 보완대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문
제점을 지적하고 무역조정지원제도의 바람직한 방

3. 평가

향을 제시하였다. 한·미 FTA의 비준, 그리고 실
행 단계에서 본 연구는 정부와 기업의 정책형성 및

본 연구는 한·미 FTA 협상 결과를 상품, 서비
스 및 투자 등 핵심 분야와 지재권 등 제도화 관련

대응방안에 적절한 자료가 될 것으로 평가된
다.

내용, 무역구제, 정부조달 등 규범 및 제도 관련 분

Ⅰ. 2007년 연구사업 49

│대│표│연구과제│

개방경제 한국의 현안과제
Part 2: 한·미 FTA 주요 쟁점분야별 협상 동향 및 영향 분석
허찬국 외 4인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은“작은 정부 큰 시장”
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와 달리 우리나라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큰 정부
작은 시장”
을 지향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의 재정전반에 걸친 문제를 진단하
고,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재
정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 김관호(동국대)

본 연구는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간

한·미 FTA 협상에서 양국 간, 그리고 국내에서

접 수용의 범위와 투자자-정부 제소권 규정의 구체적 내

특히 쟁점으로 부각되었던 투자, 통신서비스, 자동

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 또한 한·미

차 및 의약품 분야는 현재 및 앞으로의 우리 경제에

FTA가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국내

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매우 높은 분야이다. 따라서

투자관련 환경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분야의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쟁점의 제도적·
경제적 의미의 해석을 통해 협상체결의 경제적 효

본 연구에서는 한·미 FTA 투자분야 협상에서

과를 예측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쟁점분야에 대한

쟁점이 된 간접적 수용과 투자자 정부 제소권에 대

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협상 방향을 제시해 원활한

해 살펴보았다. 한·미 FTA 투자분야 협상에서 쟁

협상 타결에 기여하고자 한다.

점이 되고 있는 간접적 수용에 대한 보상 규정이 다
른 투자협정과 비교해 수용의 범위를 축소하였고

2. 연구내용
가. 한·미 FTA와 외국인투자

공공 후생의 목적을 지닌 비차별적 성격의 규제수
용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가 체결한 여타 투자협정에서 규정한 간접수
용에 대한 보상 의무를 미국에 대해서만 거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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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투자자-정부 제소권 규

나. 한·미 FTA 통신분야 개방효과와 전망

정은 투자자에 대한 보호수단의 제공으로 투자의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투자자와 정부 간의 분쟁
이 국가 차원의 분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요한 취지를 두고 있다.
한·미 FTA 투자분야 협상에 대한 비판의 근거
로 제시되는 NAFTA의 경우 투자분쟁이 많이 발생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투자자에 대한 보상 결정
과 금액 면에서 투자자의 제소가 성공적이지 않았

■ 최병일(이화여대)

본 연구는 통신분야의 2가지 쟁점인 기술표준과 기간통
신사업자 지분제한을 다루고 있다. 기술표준 선정에 정부
의 역할을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외국인 지분
제한 완화로 인해 통신산업이 투기자본에 노출되고 공익
성이 훼손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한·미 FTA는 경쟁
과 혁신을 통해 국내 통신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으
로 기대된다.

다. 중재판정의 공정성과 관련, 현재까지의 결과는
지극히 명확한 투자협정의 위배조치에 대해서만 투

한·미 FTA 통신분야 협상에서 쟁점은 기술표

자자의 주장을 인용했다. 또한 공정성 문제로 가장

준선정과 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 지분제한에 관한

많이 인용되는 미국의 Metalclad사 대 멕시코정부

것이다. 기술표준 관련 협상에서 미국은 기술선택

건의 경우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혼선으로 투

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자자에게 피해를 야기한 사안으로 정부의 일관된

러나 우리 통신산업의 발전과정에 비춰볼 때 기술

투자불가 입장제시가 있었다면 투자가 이루어지지

표준선정에 정부의 역할을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

않았을 것이다.

지 않다.

한·미 FTA로 인한 외국인투자 유치 효과와 관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 문

련 계량화된 예측보다는 FTA에서의 투자협정 체

제와 관련 현재의 기간통신서비스 외자제한 규제제

결로 인한 투자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가 더 의미가

도를 분석해 본 결과, 지분제한의 완화로 통신산업

있으며 한·미 FTA가 한국경제의 투자친화도 격

이 투기자본의 적대적 M&A에 시달리고 단기 성과

상의 계기로 활용되어야 한다. 쟁점이 되고 있는

위주의 경영으로 공익성이 훼손된다는 등의 주장은

간접적 수용 보상 문제와 투자자-정부 제소권 문

근거가 미약함을 알 수 있다. 첫째, 현재의 49% 한

제를 우리나라의 재산권 보호 수준 및 인식을 높이

도 내에서도 하나로텔레콤의 예에서 보듯이 외국인

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또한 투자자-정부 제

이 기간통신사업자를 실질적으로 소유· 통제할 수

소권 문제의 경우 우리 사법체계 수준에 대한 외부

있으며, 둘째, 외국인 지분제한이 완화되어도 공익

의 평가를 고려하여 재산권 보호 관련 문제점을 개

성 심사제도, 15% 룰 등 외국자본을 통제할 수 있

선해야 하며 간접수용 보상의 논리도 공공정책의

는 수단이 있다. 자본력을 동원한 시장교란 행위는

추진을 위축시킨다는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재산권

전기통신사업법과 공정거래법으로 이미 규제하고

보호를 위한 긍정적 외압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할

있고 외국인이 최대 주주가 될 경우 단기 성과에만

필요가 있다.

치중, 투자 폭을 줄여 정부의 차세대 통신산업 육
성 전략이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는 실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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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가 없는 신화에 불과하다.

기타 쟁점으로는 관세철폐의 시기 및 수준과 더
불어 기술표준, 원산지 규정 등이 있다. 쟁점사항

한·미 FTA는 우리 통신산업의 세계시장 진출

인 자동차 기술표준과 관련, 기술표준의 일치는 불

을 위한 규제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한·미

필요한 통상마찰 예방과 우리 업체들의 차종 개발

FTA를 기술표준 선정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기업

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어 유연

의 역동적인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유연하게 재정립되는 계기로 삼아야 하고 정부가
지분제한 완화를 통해 통신산업에서의 경쟁과 혁신

한·미 FTA의 영향 및 시사점을 살펴보면 먼저

을 자극하는 등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적합한

세계 최대의 자동차시장인 미국시장에서의 GM 등

합리적인 규제개선의 중요한 계기로 한·미 FTA

소위 빅3의 쇠퇴에 따른 시장점유율 확대 기회를

협상을 활용해야 한다.

다. 한·미 FTA 자동차분야 협상 동향 및 영
향 분석

활용하는 데 관세철폐를 통한 가격경쟁력 향상의
측면에서 한·미 FTA의 체결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FTA의 체결은 경쟁이 치열
한 미국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향상시켜 판매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고, 특히 관세가 25%에 달하는

■ 송원근

한·미 FTA로 인한 수출가격경쟁력의 향상과 투자환
경 개선으로 미국시장 점유율의 상승이 기대된다. 자동차
관세철폐와 세제의 단순화는 세부담 완화 및 경쟁의 심화
를 가져와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게 되고, 국내 자동차부품
산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 FTA 자동차분야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
은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의 변경에 대한 미국의
요구이다. 이 제도는 자동차 이용으로 발생하는 외
부효과의 내부화에 적절한 세제라고 할 수 없으며,
복잡한 다중구조의 부과체제를 지니고 있어 소비자
의 세부담도 높다. 따라서 한·미 FTA를 경제 효
율성 향상을 위한 배기량 기준 세제의 변경 및 단순
화 등 제도개선의 계기로 삼을 것을 본 연구는 제안
하고 있다. 제도개선의 방법에 있어서는 세수감소
의 우려로 인해 전면적인 개편보다는 과세취지가
유사한 세목의 통합 및 일부 교육세의 폐지 등의 검
토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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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픽업트럭의 경우 관련 차종의 개발·생산을
위한 투자유인 및 미국시장 진출 기회가 제공될 것
이다. 반면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선호도가 낮고 최근 10년간의 미국 승용차 수입 자
료의 분석 결과도 가격인하로 인한 수입증대효과
가 크지 않음을 보여 주고 있어 FTA로 인한 미국
산 차의 수입 증가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한·미 FTA의 체결로 자동차 관세철
폐와 세제의 단순화가 이루어지면 세부담 완화 및
경쟁의 심화로 소비자후생이 증대되고 국내 자동
차부품산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라. 한·미 FTA 의약품분야 협상 동향 및
영향 분석
■ 임재영(한림대)

선별등재제도에 의한 효과대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일원화된 가격결정방식으로 시행된다면 한·미 FTA로 인
한 약제비 급등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적재산권 관련 쟁점사안들은 이미 우리나라에 대부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조항들이 존재하고 있어 관련 법제가 정비되면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한·미 FTA 의약품분야 협상의 시사점은 이를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

한·미 FTA 의약품분야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

이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한·미 FTA로 인해

은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 및 지적재산권에

국내 제약회사가 생산한 고가약의 가격하락 및 판

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매량 감소가 예상되나 이와 같은 약가의 조정을 통

운용에 있어 신약의 등재 및 가격결정과정에 의약

해 국내 제약회사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져 제약산업

품의 비용-효과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식이 관철

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약품 지재

된다면 FTA의 체결로 혁신적 신약의 범위가 확대

권 관련 요구의 이론적인 배경이 된 미국의

되어 어느 정도의 약가상승이 있더라도 약제비 급

Hatch-Waxman법의 목표의 하나가 제너릭 의약

등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임을 보였다. 소비자의 경

품 활성화임을 인지, 이를 FTA 협상과정에서 관철

우도 비용효과적인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강화와

시키면 약제비 절감의 또 다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약품에 대한 선택권의 신장이 기대되므로 FTA

것도 지적할 수 있다.

체결로 인한 약가변동 부분이 소비자의 약제비 상
승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3. 평가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는 한·미 FTA 협상에서
의 지재권 관련 5가지 쟁점 중 허가와 특허의 연계

본 연구는 한·미 FTA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으

문제를 제외한 자료독점, 특허기간 연장, 허가신청

로 부각되었던 투자, 통신서비스, 자동차, 의약품

을 위한 특허사용 및 강제실시 요건의 제한 등에 대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한·미 FTA가

해선 이미 우리나라에 관련 조항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따라서 현재 관련 조항이 있는 쟁점사항에 대해서

관련 이슈들의 올바른 이해에 일조하였다. 또한

는 이를 법적으로 명문화하여 이의 성격을 명시적

한· 미 FTA가 경제의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전되

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는 가운데 분야별 규제개혁과 산업의 발전 및 성장

이 경우 지재권 관련 미국 측의 요구가 수용된다고

에 기여할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가 될 것

하더라도 이로 인한 국내 제약회사의 영향은 심각

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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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경제 한국의 현안과제
Part 3: 한·미 FTA 및 개방화에 따른 제도개선 과제
송원근 외 6인

한·미 FTA의 체결과 더불어 한국경제는 교역확대를 통해 더 높은 소득과 후생
수준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한·미 FTA 체결로 이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한·미 FTA를 계기로 외국인투자 등 투자의 비약적 증대를 이루고 동북
아 선진통상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살펴본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역사적인 한·미 FTA 협상 타결과 더불어 한·
미 FTA 체결이 교역증대 및 효율적 자원배분, 투

가. 한·미 FTA 협상 타결의 의의 및 산업별
영향·보완대책에 대한 분석
■ 송원근

자의 확대 및 생산성 향상을 가져와 우리 경제의 재

한·미 FTA는 제조업에 원가절감의 기회로 작용할 것

도약의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 등 제도개

이며,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미 FTA 효과 극대화를

된다. 그러나 한·미 FTA 관련 정부의 보완대책은 기존의

위해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 및 선진통

지원 범위 확대로 인한 구조조정 지연으로 경제효율성 향

상국가에 적합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상이라는 FTA의 긍정적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는 협상결과 및 보완
대책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구체적으로 자원의 효

본 연구에서는 한·미 FTA 협상 타결의 의의로

율적 재배분을 위한 제도개선과제와 선진통상국가

첫째, 수출 증대 및 안정적 교역기반 확충 둘째, 외

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방

국인 직접투자의 증대 셋째,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고 및 발전의 계기 넷째, 글로벌 스탠더드의 적
용으로 선진화된 경제시스템을 완비하는 계기가 됨
을 먼저 지적했다. 또한 한·미 FTA는 소비재가격

2. 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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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 소비자의 선택 폭 확대로 소비자후생 증가,

경쟁심화·선진기술의 이전·경제시스템 선진화

긍정적 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 농업부문 보

로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져 사회후생

완대책은 기존의「농업·농촌종합대책」
과 큰 차이

증대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계기가 됨을 강조했

가 없으나 소득감소보전 직불금의 대상을 사후 피

다. 한·미 FTA 협상 타결의 의미로 마지막으로

해품목 전체로 확대한 것은 구조조정을 지연하는

거론할 수 있는 것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및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선진통상국가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
으며 미국과 외교·안보적 관계 강화의 계기가 된
다는 점이다.
한·미 FTA의 산업별 영향을 보면 제조업의 경

나. 한·미 FTA에 따른 수도권 규제개혁 방
안
■ 이주선

우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완화로 자동차·섬유 등

본 연구는 한·미 FTA에 의해 형성될 대규모 시장에서

주력 수출품목들을 중심으로 수출증대의 효과가 크

수도권 규제는 기업투자의 핵심 장애요인이 될 것임을 지

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섬유·의복, 신

적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 규제의 현황을 규제수단별로 살

발 등 중소기업 비중이 큰 생활용품산업이 수혜를

펴보고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수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상당수의 중소기업에 긍정적

권 규제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광역거점발전정책과 광역대

영향을 주며 한·미 양국의 제조업은 보완적 관계

수도권의 허브화 촉진을 제시하였다.

를 형성하고 있어 한·미 FTA는 제조업에 피해보
다는 원가절감의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FTA에 의해 형성된 대규모 시장에서
1960년대 안보상의 이유로 시작된 수도권 규제는

농업의 경우는 쌀 개방 제외, 민감품목 장기 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투자의 핵심

행기간 확보,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 도입 등으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수도권 규제 현황을

국내 생산 감소가 예상보다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

살펴보면 수도권 거주자 및 기업에 대해서는 과밀

된다. 반면 서비스업은 금융서비스, 방송·통신서

부담금 부과, 공장건축 총량제, 대기업 신증설 금

비스, 사업서비스 개방 확대로 생산성 향상 및 경

지, 조세지원 배제 및 취등록세·재산세 중과세 등

쟁력 강화 예상되고 투자환경 개선으로 서비스분야

을 통해 차별적인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수

투자유치 확대가 기대된다. 그러나 교육·의료 분

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

야 개방 유보는 서비스시장 개방으로 인한 고용창

역으로 구분하여 규제를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출,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의 효과를 제한할 것으

규제수단은 대기업 신증설 금지 등 직접적 규제,

로 예상된다.

공장건축 총량제 등의 간접적 규제, 권역별 과밀부
담금 및 조세지원의 차별 등 경제적 규제가 있다.

한·미 FTA 관련 정부의 보완대책은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경우 기존의 무역조정지원 범위를 서비

수도권 규제의 명분은 수도권 과밀화 문제 해결

스업 전반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사업전환촉진 제

및 지역균형발전이다. 수도권 과밀화 문제는 수도

도까지 활용하여 지원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지대추

권 인구비중이 아니라 기반시설을 기준으로 판단해

구행위를 유발시켜 경제효율성 향상이라는 FTA의

야 하며 수도권 규제는 문제 해결의 유효한 수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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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선택의 합리성

여 노조 및 근로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

을 무시해 재정의 비효율성을 높이는 인기영합적

칙의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 또한 정리해고 요건

발상이고 이를 위한 수도권 규제는 기업의 지방이

완화로 기업의 인력조정을 용이하게 해야 하며 기

전보다는 해외이전과 산업공동화의 결과로 나타날

업의 인수·합병 시 고용관계의 승계적용을 완화해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 규제로 신규투자의 지체,

야 한다.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 2년 초과 사용시

외자기업 유치 좌절 등과 함께 수도권에 무허가,

해고제한 조항의 삭제가 필요하며 파견업무도 포지

무등록 상태의 공장이 난립하는 폐해가 발생하고

티브 리스트에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전환해

있다.

야 한다. 임금체계도 생산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직
무급성과배분제 등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더불

수도권 규제에 대한 정책대안으로는 먼저 지역균

어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서는 고용의무제(50인

형발전정책의 광역거점발전정책 대체를 들 수 있

이상 사업장)보다 장애인 고용기업에 인센티브를

다. 즉 충청권·강원도를 포함한 수도권의 광역화

주는 포지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여성고

로 광역대수도권의 메가시티 형성, 동남해안권·

용할당제는 형평성 및 시장기능 왜곡으로 인한 비

서남해안권의 광역거점화 도모로 3대 광역거점발

효율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여성에 대한 교육 및 훈

전정책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수도권 규제의 획기

련체제 구축으로의 방향전환 모색이 필요하다.

적 개혁을 통해 광역대수도권의 허브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수도권 공장증설 허용, 성장관리지역 대기

노사관계 관련 법·제도는 노동계에 유리하게 편

업 신증설 허용 등 수도권 규제의 획기적 개혁 추진

향되어 있고 기업의 방어수단이 제한되어 있어 합

과 지방에 비해 차별적인 세제, 부담금 등 각종 기

리적이고 공정한 규칙의 정립이 필요하다. 현재 쟁

업부담을 해소하고 수도권 행위제한을 광역대수도

의행위기간 중 금지되어 있는 대체근로자 채용은

권 메가시티에서 시행하는 도시권 관리를 위한 규

허용되어야 하며 시행이 연기되고 있는 노조 전임

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
다. 또한「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에

다. 한·미 FTA에 따른 노동 관련 규제개혁
방안
■ 박성준

본 연구는 한·미 FTA를 계기로 노동부문에서 선진국
수준의 제도개혁을 이루기 위해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관

서‘경영·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
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과‘신
기계·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공정의 개선’
은 노사
협의회와의 협의사항으로,‘경영전략 및 인력계
획’등은 보고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기업주의 경영
권 박탈 소지가 있어 폐지 및 완화가 필요하다.

련 제도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라. 선진통상국가 도약을 위한 세제개편
우리나라 노동시장 관련 제도는 고용보장에 무게
중심을 둔 반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확보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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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엽

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우선 노동법

본 연구에서는 현행 조세부담 수준을 유지하는 선에서

위반 시 기업만 형사상 처벌을 하는 현실을 개선하

이동성이 높은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고 법인세

2007년 시장경제연구백서

의 비중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낮추는 등의 세제개편 방안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되

을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제적 추세에 맞는 부동산

어야 하며 베이스가 넓고 일반적 세목(부가가치세)

관련 세제개편, 상속세 완화 등의 개편방안도 제시하고

의 비중을 높이고, 베이스가 좁고 비효율적 세목

있다.

(법인세)의 비중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
다. 구체적으로 자동차 관련 세제는 한·미 FTA

주요 선진국은 자본과 고급인력 유치를 위한 법

협상 결과 특소세가 2단계, 자동차세가 3단계로 단

인세와 소득세 인하, 상속과세를 폐지하고 있는 반

순화되고 세율도 인하될 예정이나 합리화는 지속적

면, 우리의 세제는 복잡성, 세 부담의 중복성 등 비

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법인세제 개편방안은 비과

효율성과 자본소득에 대한 높은 세 부담 등 개방화

세 감면의 정비, 2단계 누진구조 폐지 등 법인세 한

시대에 걸맞지 않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계세율 및 법정세율 인하로 법인세 비중을 국제적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소득세제 개편방안은 소득

구체적으로 현행 조세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

세 한계세율 인하, EITC 도입 제고 및 자본소득 중

펴보면, 먼저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세목수와 다

과세의 단계적 완화 등이 필요하고 부동산관련 세

중부과되는 세목이 많아 세목의 정비가 필요하고,

제는 종부세 과세범위 축소 및 세율 인하, 거래세

세원별 세부담체계는 중복과세 등으로 불합리하게

율 추가 인하 및 양도세 완화 등의 방향으로 개편되

작 동 해 자 원 배 분 의 왜 곡 이 심 하 다 . ITC

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속증여세제 개편방향은

(International Tax Comparison)지수로 비교할

장기적으로 상속세 폐지 및 자본이득과세로의 전환

경우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정상

이 바람직하나 현 단계에서는 세율인하 및 제도개

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본이나 고급인력

선을 통한 상속세 완화의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

유출의 위험이 큰 상황이다. 자동차 관련 세제는
그 복잡성에 비해 대기오염 등 자동차가 유발하는
외부효과의 내부화 기능이 미약하고 세수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 또한 우리나라는 다른

마. 언어시장의 자유화: 영어 공용
■ 복거일(소설가)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인소득세의 비중이 낮은

한·미 FTA 체결 등 개방화·세계화의 진전은 현대의

반면 법인세의 비중은 높아 자본소득에 상대적으로

표준 언어이고 효율적인 언어인 영어를 일차적 언어로 삼

중과하는 경향이 있다.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는 영어 공용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본 연구는 영어 공

OECD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이고 부동산 관련 세

용의 실제적인 조치들을 다양한 방면에서 제시하고 있다.

제는 시장의 동결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상속세 강
화에 의한 기회균등의 실현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

본 연구에서는 한·미 FTA 체결로 우리 사회가

되면서 상속과세의 폐지가 세계적인 추세이나 우리

더 자유롭고 열린 사회가 되었으므로 언어 시장에

나라의 경우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다.

서도 조선어가 누리는 독점을 허물어 다른 언어들
과 경쟁하도록 해야 하고 영어에 조선어와 동등한

개방화 시대에 대비한 조세정책의 기본방향은 먼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제시했다. 영어

저 현행 조세부담수준을 유지하는 선에서 세제개편

공용의 논거로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이 이루어져야 하고, 개방화에 따라 이동성이 높은

언어 습득에 쓸 수 있는 자원이 제약되어 있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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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의 언어 능력이 한 언어만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과 세계화의 진전 속에서 교육분야도 글로벌 스탠

수준으로 진화했고, 각인과정 때문에 결정적 시기

더드를 고려하여 자유주의 이념 및 교육에 근거한

가 존재하며, 언어의 전환 비용이 매우 커 효율적

개혁이 필요하다. 자유주의 교육은 학습자의 자유

인 언어를 모국어로 고르는 것이 개인들에게 긴요

로운 실천과 교육자의 무한한 지원을 기본원칙으로

하다는 점이다. 둘째, 영어는 현대의 표준 언어가

한다. 자유주의 교육이 꽃피우기 위해서는 교사와

되었고 다른 언어들보다 크게 효율적이므로 영어를

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 교육기업 등 누구나 교

일차적 언어로 삼는 것은 개인과 조직에게 합리적

육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하여 창의와 능력을 최대한

이며, 그런 개인과 조직으로 이루어진 사회 차원에

발휘하고, 그 노력의 성과를 시장에서 평가받을 수

서도 영어를 공용어로 삼는 것은 합리적이라는 것

있도록 해야 한다. 자유주의 교육을 통해 학습자는

이다.

자신의 적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되
고 타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

우리 사회는 이미 영어 교육에 막대한 투자를 했

게 되기 때문이다.

으므로 영어 공용에 추가적으로 드는 경제적 비용
은 비교적 적을 것이고, 번역 비용의 절감으로 인

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을 위한 방안으로는 먼저 교

한 정보 처리의 확대는 우리의 전통 문화를 확산시

육은 공공재라는 인식의 전환과 더불어 교육에 대

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영어를 잘

한 학부모의 참여와 권한의 확대가 필요하다. 교육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자신의 정

부 등 중앙으로부터의 규제를 줄여 학교장의 권한

체성을 더 잘 다듬어내도록 할 것이고, 영어를 일

과 책임을 확대하며, 학부모에게 학교 선택권을 부

상적으로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영어를 통한

여하여 학교 간의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

가난과 부의 세습을 누그러뜨릴 것이라는 점 등이

한다. 또한 학교의 설립 및 운영의 주체를 기업체

영어 공용의 효과라고 할 수 있다.

나 사회단체 등에게도 개방하고 학교의 설립과 인
수 및 합병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영어공용을 위한 실제적인 조치들로는 법, 공공

한다.

기관 서식, 도로표지 등의 국영문병용, 국지적 영
어 공용을 위한 실험적 사업들의 추진, 유아교육과

개별화 지도방법의 빠른 보급을 위해 교육시장을

초등교육에서의 영어 교육 심화, 영어 지상파 방송

개방하여 교육기관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넓혀야

국 설립 등을 들 수 있다.

하고 국·공립학교의 민영화를 통해 교육의 주체인
학교 및 교사와 학생이 자율적으로 교육서비스를

바. 자유주의 시장경제와 교육제도

공급하고 수요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육부와 지
역교육청의 역할 조정을 통해 교육의 주체인 학생

■ 이명희(공주대)

본 연구는 FTA와 세계화의 진전 속에서 글로벌 지식기

과 학부모 그리고 학교에 주도권을 넘겨 자율교육
체제를 형성해야 한다.

반사회가 요구하는 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강조
하고 있다.

한·미 FTA를 비롯한 자발적 글로벌화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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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의료제도 개선

■ 이재희(경원대)

취약하다. 따라서 급여구조의 합리화, 중증-고비
용 질병 보장 강화를 통한 보험기능 강화, 경증 질

본 연구는 한·미 FTA 체결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경쟁

환을 위한 의료저축계정 도입 등이 필요하다. 또한

력 강화, 의료서비스 산업경쟁력 강화, 외국인을 위한 의

정부의 건강보험재정 지원 부담 경감, 효율적인 의

료 환경 조성 등을 위한 의료제도 개선방안들을 제시하고

료서비스 소비 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민

있다.

간의료보험의 보완적 역할이 더욱 필요하다.

한·미 FTA 체결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요양기관당연지정제도는 그 강제성으로 인해 의

를 위한 의료서비스분야의 제도개혁이 시급한 과

료기술 및 서비스 개선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약화

제로 떠오르고 있다. 먼저 단계적 영리법인 병원

시키고 있다. 민간의료보험시장의 활성화와 더불

허용 및 비영리법인 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

어 요양기관계약제도의 점진적 도입은 의료서비스

원 증대가 필요하다. 현행 영리법인 병원 제한 규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일조할 것이다.

정은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하고 첨단
의료기술개발 투자를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영
리법인 병원의 단계적 허용이 필요하다. 영리법인

3. 평가

허용 시 공급기반이 약화될 가능성이 큰 비인기 진
료과목에 대해서는 공공의료기관의 진료기능 강화
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미 FTA 체결의 효과를 극대화하
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제시
하였다. 또한 기존의 FTA 연구가 수량적인 분석에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의료기관간 연계가 미흡

치우쳐 있었던 것에 비해 제도적 접근을 하였다는

해 의료서비스 생산과 소비 모두에서 많은 비효율

점에서 신선한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

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M&A를 촉

는 수도권 및 노동관련 규제의 완화뿐만 아니라 세

진하는 제도 정비와 더불어 영리법인이 허용되고

제의 개편, 영어공용화, 교육·의료제도의 개선방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할 경우 의료서비스 시장

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한·미 FTA를 계기로 지

전반의 경쟁의 제고로 최적 규모의 의료기관 집단

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동북아의 FTA 허브

형성과 함께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가 활성화될 것

와 선진통상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지침이 될 것으

이다.

로 평가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은 고비용-중증 질환 발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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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연구과제│

개방경제 한국의 현안과제
Part 4: 한·미 FTA에 대응한 부문별 규제 및 제도 개혁과제
조성봉 외 3인

본 연구는 한·미 양국 간 동등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부문별 규제 및 제도
개혁과제를 기업정책, 토지이용규제, 조세제도, 금융제도,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관련 제도의 한·미 양국 간 비교 분석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가. 한·미 간 기업정책 비교 분석
한·미 FTA 협상 타결을 계기로 선진경제의 기
반 구축을 위해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 조성봉

개선하고 제도 및 관행의 선진화를 이루는 것이 중

본 연구는 한·미 FTA 이후 한국의 기업만이 차별적인

요한 향후 과제이다. 따라서 미국보다 과도하고 불

규제의 대상이 되는 역차별의 가능성이 높아 기업정책이

합리한 국내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한·미 간 동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기업정책의 개선방안

등한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본 연구의 취지 및

으로 대기업 규제의 폐지, 지주회사 규제범위의 축소와 가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업정책, 수도

격규제 등을 지양하는 경쟁정책의 국제수준화를 제시했

권 및 토지이용, 노동, 금융, 세제 등의 분야에서

다.

한·미 양국의 규제 및 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우
리 기업에 차별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

한국의 기업정책은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가 그

제 및 제도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주된 목표이며 특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크기를

다.

기준으로 차별적인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기
업정책이 경쟁촉진과 특정 산업에 대한 규제를 넘
어서서 특정한 방향으로 기업과 산업을 유도하려는

2. 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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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지향적인 정책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미국과 한국의 기업정책을 비교하면 경제력집중

부당공동행위 추정조항을 삭제하고 불공정거래행

억제정책은 미국에는 없고 한국에만 존재한다. 지

위 규제를 소비자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는 방식

주회사 규제의 경우 미국은 금융산업과 공익산업

으로 개정하며 계열사 간 지원행위 금지조항을 삭

등 특수한 정부규제의 대상이 되는 산업부문에 나

제해야 한다.

타나는 지주회사만을 규제하는 반면 한국은 금융산
업에서의 지주회사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지주회사도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경쟁
정책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미국은 독점, 독점화,
담합, 거래제한, 가격차별, 불공정거래 등 표준화

나. 한·미 간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비교 분
석
■ 송원근

된 경쟁제한행위를 규제하는 반면 한국은 표준화된

본 연구는 한국의 기업환경이 미국과 동등한 조건을 갖

경쟁제한행위에 추가하여 정책판단과 가격규제,

추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규제의 분권화, 개발권 및 보전지

부당공동행위 추정 등의 경쟁당국의 자의성이 큰

역권 구매제도 등 시장친화적 제도 도입, 수도권 규제의

규제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폐지 및 수도권 광역화 등이 추진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
다.

한·미 FTA 체결 이후 한국 특유의 기업정책에
따라 차별적인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한국의 기

한·미 간 토지이용규제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규

업일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의 기업은 오히려 한국

제권한의 주체에 있다. 규제권이 중앙정부에 집중

공정거래법의 대기업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아 한국

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의 개입수준이 훨씬

에서 경쟁활동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져 한국기업의

높고 결과적으로 토지시장의 경직성을 높이고 있다

역차별 현상이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고 평가할 수 있다. 한국에 비해 미국이 토지이용

따라 한국 기업정책에서 우리 기업에게 역차별적인

규제에 있어 비유클리드 Zoning 등과 같은 시장친

사항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기업정책이 개선될 필요

화적인 규제수단 및 개발권구매, 보전지역권 구매

성이 있다. 한국 기업정책 개선 방안으로는 대기업

등 경제적 유인제도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또한

규제의 폐지, 지주회사 규제 범위의 축소, 경쟁정

수도권 규제와 같이 특정지역의 개발을 국가 차원

책의 국제수준화 등을 들 수 있다. 대기업에 대한

에서 억제하는 규제가 미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규제인 출자총액제한, 상호출자금지, 금융· 의결
권 제한, 계열사 채무보증 제한 등의 개별규제와

한·미 간의 토지이용규제의 차이점은 한국의 기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폐지가 필요하다. 또한 공

업환경이 과도한 토지이용규제로 인해 미국의 기업

익산업과 금융산업 이외의 부문에서 지주회사를 규

환경과 동일한 조건이 아님을 보여 주고 있다.

제하는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규제도 폐지되어

한·미 간의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야 한다. 경쟁정책의 국제수준화를 위해서는 산업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정책적 고려나 예외사항을 삭제하고 정책의 자의성

토지이용규제 권한의 분권화를 추진해야 한다. 중

을 최소화하며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가격 및

앙정부의 토지이용규제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

공급량 결정규제와 같이 경쟁과정에 개입하는 것을

는 방안을 추진해야 하고, 농지이용에 대한 규제를

지양해야 한다. 또한 명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의

대폭 완화함과 더불어 그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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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정책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농지 및 산

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방안을 모색하고 있

지 보전을 위해 개발권(development rights) 및

다.

보전지역권(conservation easement) 구매제도
등 시장친화적 제도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농지이

금융부문에 있어 중요한 세계적인 흐름 중의 하

용규제는 농업부문의 구조조정의 장애가 되고 있어

나는 대형화 및 겸업화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식량안보를 위한 농지보전에 목적을 둔 현재의 농

금융지주회사 방식을 채택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

지의 이용 및 소유에 대한 규제는 대폭 완화되어야

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을 포함한 금융선

한다. 반면 환경 및 경관 보호를 위해 농지보전의

진국과는 달리 금융지주회사를 단일체제로 운영하

필요성이 있다면 현재와 같은 직접규제보다는 농지

고 있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농지보전을

상으로는 제2금융권에서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및

유인할 수 있는 개발권 및 보전지역권 구매제도 등

전환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현행 금융지주회사

이 도입되어야 한다. 산림은 홍수조절 능력에 영향

제도는 다른 나라와 같이 업종별 금융지주회사가

을 미치고 대기오염과 같은 환경보호에도 영향을

설립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며 보험, 증권(투

미치므로 중앙정부 차원의 계획이 필요하다. 산림

자은행) 등의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보전의 수단으로 현재와 같이 산지전용제한지역 지

자율성을 부여하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

정 등을 통해 산지전용을 강력하게 규제하기보다는

다.

미국에서와 같이 사유림 유지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이와 유사한 보전지역권 구매제도 등이 도입되

국내 사모펀드의 경우, 미국과는 달리 원칙적으

어야 한다. 셋째, 수도권 규제의 폐지 및 수도권의

로 공모펀드와 동일하게 규제를 받고 있다. 사모펀

광역화가 필요하다. 수도권 규제는 다른 지역에 비

드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사모펀드의 본질적 특성

해 산업입지 측면에서 경쟁력이 높은 수도권에 대

을 침해하여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막아 금

한 투자를 제약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융산업의 혁신성을 저해하게 될 것이므로 미국 수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을 훼손시킨다. 또한 수도

준에 가까운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결합재무제표

권 규제는 지역균형발전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는 도입 초기부터 그 정당성 및 유용성에 대한 논란

오히려 지방의 재정적 자립성을 훼손하고 지방정부

이 있어 왔으며 그 실효성도 점차 상실하고 있다.

의 지대추구행위를 만연하게 하여 지역의 발전은커

국제적으로도 결합재무제표를 법으로 강제하는 나

녕 국가 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

라는 없다. 한편 우리나라는 회계제도의 국제적 정

온다.

합성에 부합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상장법인에
대해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삼는 국제회계

다. 한·미 FTA에 대응한 금융부문의 제도
개선
■ 이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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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도입할 예정이다. 따라서 기업실체개념에
근거하지 않으며 국제적 정합성도 없는 결합재무제
표의 작성의무 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미국 등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금융관련 규제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해서는 회계인프라가

제도의 비교를 통해 비대칭적인 규제환경의 개선과 공정

구축되어 있지 않은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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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준수하기 어려우며,

보이고 있다. 한국의 개인소득세의 비중은 OECD

상장회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SOX법의 내부통제제

평균보다 매우 낮은 12.8%를 기록한 반면 미국은

도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소규모 회사의 경우 제

37.7%로 OECD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미

도순응에 막대한 비용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존재한

국과 달리 한국의 세율과 공제금액은 물가와 연동

다. 따라서 내부통제제도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고

되지 않고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높

이를 증권거래법에서 규율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을 경우 실질소득이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 있다.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국은 비
과세 감면제도가 많고 소득원천에 따라 감면제도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산법) 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또한 조세체계가 매우 복잡

24조가 대상으로 하는 금산결합에 따른 부작용 등

하여 높은 납세 및 행정비용을 초래하고 있어 불필

은 이미 개별 금융법과 공정거래법을 통해서 규율

요한 비과세 감면 제도를 줄이고 소득원천별 과세

하고 있어 동 규제는 중복·과잉규제라고 할 수 있

차별을 해소하여 소득세제를 단순화할 필요성이 높

다. 또한 동 규제는 그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포괄

다. 이와 더불어 비과세 감면 제도를 줄이고 소득

적이어서 금융업종의 성격 및 시스템리스크의 유발

파악률을 높이는 등 과표양성화율을 높여 세금이

가능성에 따라 규제의 성격을 달리하는 금융 관련

늘어나는 만큼 세율을 낮추는 개편이 요구된다. 전

법의 기본원리를 무시한 일률적 규제이다. 따라서

체 조세수입에서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은

금산법상의 금융회사에 대한 기업 소유규제는 폐지

12.7%로 미국 11.9%와 OECD 평균 5.5%에 비해

하고 개별 금융업법을 통한 자산운용 규제로 소유

매우 높은 수준에 있다. 부동산세 수입이 GDP에서

규제를 일원화하여야 한다.

차지하는 비중은 부동산세의 강화 이전에 이미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최상위 그룹에 속한다.

라. 한·미 간 조세제도 비교
■ 조경엽

본 연구에서는 한·미 FTA의 성공적 정착에 일조할 수

미국에서 재산세는 연방정부의 세원이 아니라 지방
정부 특히 기초단자치단체가 주로 부과하여 공교육
등에 지출하고 있으나, 한국은 부동산 안정화 수단
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있는 조세제도의 합리화 방안으로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
담률 상승의 억제, 자본소득의 중과세 완화, 비효율적 세

우리나라 국민들의 무거운 준조세 부담, 의무복

목 축소·누진세율구조 완화·조세지출 규모 축소 등을

무제에 의한 용역세의 부담, 의무교육 단계에서의

제시하고 있다.

막대한 사교육비 부담, 그리고 소득수준의 격차 등
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결코 낮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현재도 미국보다 높은 수준

수준이라 할 수 없다. 또한 부담률의 인상은 자본

일 뿐만 아니라 조세부담률에 포함되지 않은 의무

과 고급인력의 해외유출이나 효율저하를 가져오기

복무제, 막대한 사교육비 부담과 소득수준의 격차

때문에 성장잠재력의 하락을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

를 고려할 때 한국은 조세부담률을 상향조정할 여

래한다.

지가 크지 않다. 한국의 법인세 비중은 미국뿐만
아니라 주요 경쟁국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을

세제개편 방향은 성장잠재력 유지를 위한 생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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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공급확보를 위해 이동성이 높은 생산요소의 조

따른 해고의 자유가 미국과 한국의 노동 관련 제도

세부담을 가능한 한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다. 법률에 의한 해고제

한다. 조세의 효율 극대화를 위해 베이스가 넓고

한은 미국의 경우 해고의 자유에 대한 예외 규정인

일반적인 세목의 비중을 높이고, 베이스가 좁고 비

반면 한국의 경우는‘정당한 사유’없는 해고금지

효율적인 세목의 비중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라는 일반적 해고제한 원칙 위에 부가적인 해고제

한다. 또한 누진세율구조를 완화하여 한계세율을

한을 구체화한 규정이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은 상

낮춤으로써 효율성을 향상하고 조세지출의 규모를

대적으로 높은 정리해고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또

줄여 베이스를 넓히고 한계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한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한국은 사용자만이 부당노

개편되어야 한다.

동행위의 주체인 반면 미국은 사용자와 노동조합
양자 모두 법적인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 규정되고

마. 한·미 간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관련 제
도에 대한 비교 분석
■ 송원근

있다. 그리고 파업 시 대체근로에 대해 한국은 원
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사용자에게
파업참가자들을 일시적, 영구적으로 대체하는 근
로자를 고용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

본 연구에서는 한·미 간 노동관련 제도의 차이점을 지

나라의 법 규정은 기업·사용자가 파업으로 인한

적한 후, 한·미 FTA 효과를 극대화하고 미국과 동등한

생산손실을 막을 수 있는 유효한 방도를 차단하고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성 증진방안을 제시

있다고 평가된다.

하고 있다.

한·미 간 제도비교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따른 경제통합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먼저 평균임금과 통상임

이득은 한국에서의 기업활동이 미국과 동일한 혹은

금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임금체계를 하나의 기준임

유사한 조건에서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서 실현될

금으로 단일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법적

수 있다. 따라서 노동 관련 제도의 양국 간 비교를

인 해고제한의 완화를 통해 기업의 해고비용 감소

통해 한국의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관련 제도의 개

와 고용의 유연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정리해고

선점을 파악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의 요건을 완화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일 필

현재의 제도가 미국에 비해 과도하게 노동시장의

요가 있다. 미국과 같이 사용자와 더불어 노동조합

유연성을 제한하고 있다면 미국과 동등한 조건에서

도 부당노동행위의 법적 주체로 규정하여 노동조합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는 것이 필

의 노동3권 남용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수적이다.

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파업기간 중 금지되고 있
는 대체근로가 허용되어야 한다.

한·미 간 노동시장 관련 제도의 차이점을 보면
먼저 임금제도의 경우 한국은 미국과 달리 평균임
금과 통상임금의 이원화된 임금의 개념을 규정하고

3. 평가

있으나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해고제한제도의
의 원칙에
경우‘임의고용(employment at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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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미 간 기업정책, 토지이용규제,

금융부문 관련 제도, 조세제도, 노동관련 제도의

제가 미국에 비해 기업활동에 불리하고 국내기업을

차이점을 비교하고 정책적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도

역차별하고 있으며 요소시장의 경직성을 강화하는

출하였다. 이는 한·미 FTA 이후 우리 기업들에게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미국과의 비교를 통

동등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 것은 본 연구가 앞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의 기업정책,

한·미 FTA에 대비한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에 유

토지이용규제, 금융제도, 조세제도, 노동관련 규

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임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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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연구과제│

한국의 대기업정책

이주선 외 9인

본 연구는 한국의 기업관련 정책 가운데 대기업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규제의 실
상을 부문별로 파악하고, 각 정책별 주요 쟁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변천·진화해
왔는가를 살펴보고 외국의 사례분석, 이론과 실증의 양면에서 각각의 정책을 평
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기업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째, 이론과 실증의 양면에서 각각의 정책을 평가하
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마지막으로,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가 발생한 이후, 외환위기의 주범으로 대기업들을

바뀐 경영환경과 기업행태 등을 감안한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목하면서 기업구조조정과 개혁을 주창해 왔다.
그러나 기업구조조정과 개혁이라는 명분하에 도입

이를 위해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 동안 이 부

한 각종 제도와 규제들은 현재 기업활동의 활성화

문의 제도와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만큼 지금

를 제약하고 있다.

까지의 기업 제도개혁 내용을 집대성하는 것은 물
론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차별적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기업관련 정책을 분석

규제와 제도적 간섭들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구체적

하고 기업의 성장과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정책

으로 이를 적시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그 중 특히 대기업(집

데올로기적 기업정책의 전환을 도모하고 새로 등장

단)에 대한 각종 규제의 분석과 대안모색에 주안점

한 기업환경의 변화요인들을 고려한 현 시점에서의

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대기업을 적

가장 적합한 기업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용 대상으로 하는 규제의 실상을 부문별로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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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둘째, 각 정책별 주요 쟁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본 연구는 대규모기업집단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변천·진화해 왔는가를 살펴보고 셋째, 비교제도

차지하는 비중(강선민), 경제력집중 억제 규제(신

론 관점에서 외국의 사례를 찾아 비교분석하며 넷

석훈), 소유지배 관련 차별규제(김현종), 금융과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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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분리정책(김영용), 대기업에 대한 진입 및 역

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에 대한 건

차별적 규제(이병기), 기업재무 및 세제 관련 정책

설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재희), 공시 및 회계감사제도(최충규), 특수관계
인 관련 규제와 기업정책(박승록), 노사관계 관련

대규모기업집단 규제는 규제대상 선정기준의 자

규제(박성준), 수도권 규제(이주선)의 9개 부문 10

의성, 규제대상 선정 기업집단 간의 급격한 격차와

개 연구과제로 수행되었다. 각 개별연구의 주요 내

이를 무시한 동일규제의 적용, 기업측면에서 규제

용은 다음과 같다.

대상 포함여부에 대한 예측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제도도입의 실효성이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
히 과거 10년 동안 재벌의 경제력집중, 즉 우리나

2. 연구내용

라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업종 및 측정지
표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상당히 감소하여

가. 대규모기업집단의 국민경제적 비중
■ 강선민

대규모기업집단 규제의 의미가 퇴색하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과거 10년 동안 우리나라 재벌 또는 대규모

재벌의 국민경제적 비중은 외환위기를 계기로 급

기업집단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게 감

격히 감소하였는 바, 이는 내부적으로는 재벌들 스

소하였음을 보여 주고, 이러한 원인을 기업 스스로의 노력

스로가 과거와는 달리 외환위기를 통하여 사업구조

과 대외환경의 변화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기업집

개편과 인력감축, 계열사 지원 합리화 등의 구조조

단 지정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경제력집중 억제정책

정과 지주회사 형태로의 전환 등의 적극적인 수단

에 대한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을 동원하여 체질을 개선하고자 한 노력의 결과이
며, 외부적으로는 금융위기를 계기로 대외적인 기

경제력집중(concentration of economic

업환경의 변화와 신용이 낮은 기업들의 자금조달비

power)이란 경제력이 소수의 경제주체에 집중되

용의 증대로 수익성 악화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는 현상을 의미한다. 경제력집중 억제 정책이 주장

있다. 따라서 과거 10년 동안 대규모기업집단의 국

되는 근거는 경제력집중이 시장경쟁을 제약함으로

민경제적 비중의 큰 감소는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

써 사회적 후생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라는 규제의 효과라기보다는 외환위기를 통한 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경제에서 재벌이 차지하

업 스스로의 체질개선 및 구조조정, 기업외부환경

는 비중이 높아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의 폐해가

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현재와

심각하다고 지적되어 경제력집중 문제가 사회적인

같은 절대적 금액을 기준으로 한 대규모기업집단

이슈로 크게 부각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공정거래

지정 방식은 2006년 말 상호출자제한 대규모기업

법에서도 다양한 규제들을 도입하여 왔다.

집단을 59개까지 증가시켰으며, 향후 국제회계기
준(IFRS)의 도입에 의한 시가에 의한 자산·부채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외부감사대상 전

의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면 경제적실질의 변화없이

체기업 중 1995년부터 최근 2005년까지 재벌 또

도 기업의 총자산 증가를 가져올 수 있어 대규모기

는 대규모기업집단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분석하

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기업집단은 더욱 확대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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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야기하며 법적 예측가능성 및 신뢰에 심각한 문제
를 야기하여 왔다.

연구결과를 종합할 때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과 이
를 대상으로 한 규제들은 단기적으로는 전체 국민

특히 재벌 문제의 핵심을 재벌 총수가 계열사들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4대재벌까지만 적

을 이용해 실제 자신의 소유지분보다 훨씬 많은 의

용하더라도, 결국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바

결권을 행사하여 적은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람직하다.

지배한다는 것으로 보며, 공법인 공정거래법을 통
해 회사지배구조를 직접적으로 통제하려는 경제력

나. 경제력집중 억제 규제
■ 신석훈

집중 억제정책은 경쟁을 보호하는 경쟁법적 논리와
회사 이해당사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회사법 논리의
기능적 역할분담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전제되어

현행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대규모기업집단 규제의

있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공정거래위원

상당부분은 회사법적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안들이므

회는 최적의 회사지배구조 유형이 있다는 것을 전

로 경제력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기업집단 규제는 공정거

제로 대기업집단 규제수단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래법과 회사법적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

제시되고 있는 소유와 지배의 괴리로 인한 회사지

들 개별 기업들의 당사자들이 자신들만의 최적의 이해관

배구조 개선을 사전적이고 획일적인 성격을 가지는

계 조정과정을 찾아가는 것을 도와주는‘제도적 환경’
의

공정거래법으로 설계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시장

설정에 주력해야 한다.

영역에서의 법의 역할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이
다.

우리나라에서 경제력집중은 기업의 거대화와 일
반집중문제를 넘어서 소유와 지배의 괴리로 특징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이 목

지워지는 재벌구조와 형태상의 제반 문제를 포괄하

표로 삼고 있는 소유와 지배의 괴리로 인한 회사지

는 매우 광범위한 개념으로 확장되어 왔다. 그리하

배구조 개선문제는 시장에서의 사적 당사자들의 다

여 경제력집중은 재벌의 규모뿐 아니라 사업 및 재

양성을 존중하는 회사법적 관점에서 그 해결책을

무구조, 경영방식, 소유 지배구조 등에 대해 제기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회사지배구

된 문제를 모두 포괄하는 식으로 정의되어 사실상

조 유형 중 어느 것이 최적인가에 대한 선택은 시장

재벌의 여러 가지 문제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사용

에 맡겨져야만 하고 이러한 시장에서의 법의 역할

되고 있는 것이다.

은 다양한 소유 구조의 형태 사이에서의 열린 경쟁
이 왜곡 없이 유발될 수 있는 틀을 고안해 내는 것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은 경

이다.

제력집중과 재벌의‘본질’
에 대한 이해가 부족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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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경쟁법제의 강화와 엄격한 집행으로 접근해야

그러나 이러한 틀을 고안함에 있어 가장 주목해

할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을 재벌이라는 기업조직에

야 할 것이 회사법상의 1주1의결권 원칙을 모든 회

관한 정책과 혼돈하여 왔고 결국 대기업집단 정책

사의 지배구조에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왜

의 목적과 규제주체, 수단 등에서 상당한 혼란을

냐하면 소유와 지배의 일치를 가장 이상적인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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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로 보며 1주1의결권을 강행법규적 성격으로

해 나가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거래비용을 줄여

파악할 경우 다양한 회사지배구조의 설계가 어려워

주며 재벌 스스로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회사지배구조 형태 간의 조직적 경쟁이 위축될 수

개혁을 유도하는 새로운 인센티브 구조를 제공해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

줄때 만들어지는 것이다.

아온 1주1의결권 원칙은 최근 미국의 법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그 기본원칙으로서의 가치를 의심받기
시작했으며, 최근 발표된 EU 회사지배구조 보고서
에서도 소유권과 통제권 사이의 비례관계 여부가

다. 소유지배구조 규제
■ 김현종

기업성과와 특별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집단에 대해 적용된 정책은 외환위

것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소유와 지배의 상관관계

기 직후 긴요하였던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것뿐 아니라 기

및 형태에 대한 개혁은 인위적인 개입이 아닌 자유

업집단 체제의 근간이 되는 소유구조 및 지배구조에 대한

시장을 경유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

전반적인 규제였다. 따라서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기업의

다. 따라서 과거 EU 국가의 회사들에 1주1의결권

내·외부 견제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제도의

을 강요하고자 했던 시도는 현재 재고되고 있다.

유효성을 평가해야 한다.

EU의 이러한 최근 동향과 미국의 회사지배구조

외환위기 이후 계열사 간 채무보증 등으로 높아

법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결과를 고려해 볼 때 모

진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부채비율에 대한 비판이

든 기업들에게 최적인 회사지배구조를 정부가 사전

고조되면서 기업집단의 운영구조에 대하여 새로운

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러한 회사지배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식되었고, 이에 따라 소유지

구조를 개별 기업들에게 획일적으로 강요할 위험이

배구조 관련 여러 정책들이 도입되었다. 외환위기

있는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은

이후 기업집단에 대해 적용된 정책은 외환위기 직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후 긴요하였던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것뿐 아니라
기업집단 체제의 근간이 되는 소유구조 및 지배구

제3자인 정부가 시장에서 개별 당사자들이 수행

조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였다. 그러나 규제는 목적

하는 다양한 이해조정 과정의 결과물인 회사지배구

을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 오히려 기업의 효율성

조를 사전적으로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특정 기업에

을 감소시키는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

게 최적인 구조라고 해서 다른 기업에게도 최적일

서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기업의 내·외부 견제시

수는 없으므로, 정부의 역할은 이들 개별 기업들이

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제도의 유효성을

자신들만의 최적의 이해관계 조정과정을 찾아가는

평가해야 한다. 본고는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기업

의 설정에 주력해야
것을 도와주는‘제도적 환경’

의 내·외부 견제시스템에 대하여 다양한 제도중

할 것이다.

주요 규제에 대하여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제도적 환경은 공정거래법이 경쟁법 본연
의 역할에 충실하고 회사법은 다양한 회사의 이해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내부 견제시스템으로서는

당사자들이 자신들만의 최적 회사지배구조를 설계

소유권·의결권에 대한 제한이 대표적인 규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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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배주주의 지배권을 억제하기 위하여 공정거

할 우려도 있어서 규제의 완화가 절실하다. 또한

래법으로 출자총액한도를 초과하는 지분에 대해서

감사제도에 있어서도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상

는 의결권을 금지하였고,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을

장법인 및 등록법인에 대해서는 정관에 명시한 규

금지하고 있다. 지주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및 손자

정 없어도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회사에 대한 지분 하한선을 규정함으로써 소유지분

며,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도록

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집단

규정하고 있다. 감사제도에 대한 강제규정은 사외

에 속하는 계열사 간 상호출자를 금지하도록 규정

이사제도와 마찬가지로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제한

하고 있으며 위반 시 의결권 행사를 금지토록 규제

하고 비용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원수를 통한

하고 있다. 이러한 소유권·의결권에 대한 규제의

규제는 이사회의 효율적 운용을 제약할 수 있으므

도입근거는 지배주주가 소유구조를 통해 계열사의

로 이러한 제약은 완화하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

지배권을 남용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지만, 그러

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한 인식은 소유구조는 내생변수라는 사실을 무시하
고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오히려 그러한 규제가

투자기관의 의결권행사 허용은 외환위기 이후 도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효과가 미미한 반면에 기

입된 대표적인 외부 견제시스템이다. 외부대주주

업투자가 위축될 개연성이 있으며, 성장동력을 확

가 존재하면 모니터하는 한계비용의 감소로 적극적

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 부작용이 지적되고 있

인 경영감시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기관투자가의 의

다. 따라서 소유권·의결권 규제에 대한 폐지가 필

결권행사가 지배주주 및 경영진에 대한 견제역할을

요하다.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여 도입하였다. 민간 투자기
관의 경우, 수익률 경쟁이 지나치게 가열되어 있는

사외이사제도 및 감사제도 또한 내부 견제시스템

것이 문제이므로 수탁자의 의무(fiduciary duty)와

으로 도입된 규제이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경영에

신중투자자의 원칙(prudent investor rule)을 스

대한 전문지식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스로 지킬 유인이 매우 크기 때문에 투자자와의 이

서 사외이사제도를 증권거래법에 도입하였다. 현

해상충 가능성이 낮다. 그러나 연기금 등 정부가

재 일반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회 구성원의 4분의 1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투자기관의 경우 기업가치의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자

향상과 달리 고유의 목적을 극대화하려는 유인이

산규모가 2조 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

존재하기 때문에 의결권 행사에 대한 투명성 문제

우에는 2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하고,

와 이해상충의 문제가 크게 대두된다. 정치적 어젠

사외이사는 최소한 3인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

다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기금의 의결권이

다. 이러한 규제는 사외이사의 확보를 강제하고 있

행사될 수 있는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연기금

으나 기업들은 적절한 전문가를 확보하는 데 어려

의 의결권행사에 있어서 독립성 확보가 시급하다.

움을 겪고 있어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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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기업성과에 대한 사외이사의 영향이 긍

증권집단소송제 또한 외환위기 이후 외부견제시

정적이지만은 않다는 사실은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스템으로 도입된 규제이다. 증권집단소송은 주주

개선의 필요성을 대두시키고 있다. 더구나 사외이

대표소송과 달리 피해주주가 경영진을 상대로 제소

사는 기업경영의 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하며, 원고가 여러 명이라 해도 배상액이 원고 주

2007년 시장경제연구백서

주에게 직접 귀속되는 직접소송이다. 그런데 증권

가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인

집단소송과 관련하여 미국의 통계를 보면 90% 이

식되고 있는 이유는 금융기관, 특히 은행의 공공성

상이 최종 판결이 결정되기 이전에 화해로 끝나는

제고,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의한 금융기관 사

사실을 고려할 때, 당해 기업의 위법사실이 법원에

금고화 방지, 금융기관을 통한 경제력집중 억제,

의하여 최종적으로 판단되기 이전에 총원의 범위에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유구조 개선 등이다. 그러나

속하는 일부 주주는 주가손실을 보전받는 반면에

사실상의 이유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의한 경제력

장기투자형 주주나 총원에 포함하지 않는 대부분의

집중을 억제하고 정부가 지속적으로 금융을 지배하

주주들은 손해 보게 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한국

려는 의도로 보아진다.

의 증권집단소송에서는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금산분리는 1694년 Bank of England(BOE) 설

배상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취득가격에서

립에서 연유한 것이다. 영국 정부는 BOE에 일반

손해발생시점의 주식가격을 제하는 방식을 채택하

상업행위(commerce) 등에 따른 각종 특혜를 제공

고 있는데, 주식 취득·소유기간 동안에 발생한 다

하고 BOE는 정부에 자금을 공급하고 있었다. 그러

양한 사건들의 영향을 통제하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나 정부(왕실)가 BOE에 제공하는 각종 특혜에 대

주식가격의 변화만을 산정하는 경제통계학적 방식

해 일반 상인들이 크게 반발하자 BOE 법안이 의회

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를 통과할 때 BOE의 일반 상업행위를 금지하였다
(이는 물론 BOE가 영란은행으로 승격되기 이전의

라. 금융·산업 분리정책
■ 김영용(전남대)

금산분리 정책은 사전 규제로서 국제경쟁이 치열한 현
경제 환경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므로 반드시 재

일이다). 따라서 금산분리는 금융과 산업 간의 관
계가 아니라 금융과 정부 간의 관계에서 연유한 것
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사연을 가진 금산은
미국 등을 비롯한 나라에서는 엄격하게 분리되고
있고, 스위스 등에서는 전혀 분리하지 않고 있다.

검토해야 하며, 따라서 금산을 분리하는 법률 및 법률 조
항은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리해야 한다. 전면 폐지가

금산분리 정책은 사전 규제로서 국제경쟁이 치열

불가능하다면 사전 규제는 폐지 또는 대폭 완화하고 경쟁

한 현 경제 환경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므

을 해치는 경우 등은 사후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

로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 더구나 자본시장통합

다.

법 제정을 계기로 금융산업의 운용 방향을 영미(英
美)식의‘금지된 것 말고는 다 허용하는’포괄주의

금융과 산업의 분리(금산분리)는 금융산업구조

로 전환함에 따라 금산분리와 같은 사전 규제는 철

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폐하고 경쟁 억제적 행위는 사후 규제로 전환할 필

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

요성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자유(freedom)와 풍

에 관한 법률(자본시장통합법)에 합병된 간접투자

요(abundance)를 혼동하는‘경쟁의 실질적 제한’

자산운용업법, 그리고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등의 모호한 개념으로 말미암은 경쟁 정책의 오도

등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이 중 공정거래법의

를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경제력집중 억제 목적을 제외하고는 금산분리 이유

금산 통합의 기대 편익은 상품 및 지리적 분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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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 새로운 자본의 원천, 대리인 비용 감소 등을

즉, 금산분리는 금융과 산업 간의 시장과정

들 수 있다. 한편 잠재적 비용으로서는 금융산업

(market process)을 방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금

집중, 이해관계의 충돌, 사금고화 문제, 금융기관

산을 분리하는 법률 및 법률 조항은 전면 폐지하는

의 안전성 등을 거론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그러

방향으로 정리해야 한다. 전면 폐지가 불가능하다

한 사항이 문제라면 이를 규율할 수 있는 방법은 얼

면 사전 규제는 폐지 또는 대폭 완화하고 경쟁을 해

마든지 있으므로 금산분리에 대한 좋은 논거가 되

치는 경우 등은 사후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

지는 못한다. 또한 예금보험제도에 의한 금융기관

하다.

에 대한 일반 산업의 보조 기능과 지급제도의 안정
성 위협 등도 기대 비용으로 거론되나 이 역시 논거
가 튼튼하지 못하다. 더구나 자본주의 시장경제 측
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커다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마. 대기업에 대한 진입 및 역차별 규제
■ 이병기

대기업집단의 규모가 기술혁신, 탁월한 경영, 효율적인
투자 등 합법적이고 바람직한 수단을 통해 획득된 경우 이

첫째, 주식의 취득 제한이나 취득한 주식의 의결

를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정부는 국내 기업과

권을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이며 주식회사 제

외국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집단 소속기업과 독

도의 운행 원리에 배치된다. 둘째, 경제력 집중억

립기업 간에 동등한 경쟁조건 조성 및 글로벌 스탠더드에

제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명분 아래 대규모

비추어 국내 대기업집단에 대한 과도한 진입규제나 역차

기업집단의 계열금융사인 보험회사의 활동을 제약

별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

함으로써 외국자본에 대해 국내자본을 역차별하여
국내 기업의 경영권 유지 문제를 심각하게 야기한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해 도입된 대규모기업집단

다. 셋째, 금산법, 은행법, 금융자주회사법 등 금

에 대한 규제는 1990년대 들어 금융, 방송·언론,

융전업기업가 육성을 하나의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중소기업보호 등 여러 분야로 확대되었다. 글로벌

이런 법률들에 의해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진출이

경쟁시대에 자산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

차단되므로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 넷째, 동

지고 있는 차별규제는 대기업의 투자위축, 외국기

일 사항에 대한 법률 간 교차 규제(이중 규제)로 기

업 또는 중소기업과의 역차별 문제, 적대적 M&A

업활동을 더욱 제약하고 있다. 다섯째, 헌법상의

에의 노출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증가

평등권, 재산권, 시장경제 원리 등에 위배된다.

시킨다.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정책은 전통적인 경
쟁정책과는 달리 대기업집단의 규모를 기준으로 경

산업의 발전으로 금융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일

제력집중을 규제하고 있다.

반 상업행위를 하는 기업이 금융을 겸하게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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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거래비용 감소를 위한 자연스러운 진화의 결과

개별법에서도 규제목적과 관계없이 공정거래법

이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금산을 분리

상의 자산규모 기준을 원용하여 다양한 규제를 양

하는 정책은 금융과 산업이 맞물려 진화하는 과정

산하였다. 그러나 규모 자체를 기준으로 한 규제는

을 법(law)에 의한 자율적 질서에 의존하는 것이 아

경제적 합리성을 갖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대기

니라 입법(legislation)에 의해 차단하는 것이다.

업집단은 시장지배력 또는 경제적 영향력을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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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경쟁을 제한하거나 왜곡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대기업의 방송산업 진출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있는 한편, 규모에 근거한 다양한 효율성을 발생케

위성방송사에 대해서는 종합유선방송의 경우와 같

하는 양면성이 있다. 대기업집단의 규모가 기술혁

이 대기업의 소유제한을 완전히 철폐하여 기존의

신, 탁월한 경영, 효율적인 투자 등 합법적이고 바

지상파방송에 대한 대안매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람직한 수단을 통해 획득된 경우 이를 규제하는 것

하고,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편성 PP에 대해서도

은 불합리하다. 정부는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대기

대기업의 진출을 자유화하여 지상파방송의 영향력

업과 중소기업, 대기업집단 소속기업과 독립기업

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간에 동등한 경쟁조건이 조성되도록 해야 하며, 글
로벌 스탠더드에 비추어 국내 대기업집단에 대한
과도한 진입규제나 역차별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

공기업 민영화는 최근 거의 진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상당수 공기업 민영화가 중단된 상태이
다. 과거에 추진된 민영화는 상당수는 공모주매각

본 연구에서는 대기업 차별적인 진입규제 및 대

방식을 채택하여 사실상 주인 없는 민영화였다. 이

기업 역차별적인 규제 중 금융업, 방송·언론업,

와 같은 방식의 주인 없는 민영화는 정부의 영향력

농수산업 등에서 대기업 차별적인 진입규제, 공기

이 여전히 강력하게 남아 있게 되어 실질적인 민영

업 민영화 과정에서 대기업 참여제한, 중소기업 보

화의 효과가 크지 않고 또한 일부는 적대적 M&A

호 및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이루어지고 있

의 대상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높인다. 공기업 인수

는 대기업 역차별적인 규제를 분석하였다.

후보자에서 대기업을 배제하는 것은 훌륭한 기업가
능력을 보유한 집단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

우선 경쟁제한적인 대기업 진입규제는 대폭 완화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진입규제 완화는 경쟁촉진

만 아니라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보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민영화 방식이다.

을 통해 기술혁신 및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는 등 경
제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진입규제는 기

한편, 중소기업이나 외국기업에 비해 우리나라

업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하고 진입규제하의 기업들

대기업이 받고 있는 역차별 역시 시정이 필요하다.

이 경쟁압력을 받지 않음으로써 기업내부의 비효율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역차별

성 증대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의 경

규제는 지양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여

우, 비제조업보다는 제조업에서 더 활발한 규제완

경쟁압력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유도하여

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금융업에 있어서 신

야 한다.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규진입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경영권 시장, 금융상

규제보다는 재정지원 등의 지원수단을 활용하는 것

품 시장, 예금자·투자자 시장 등의 경쟁을 촉진하

이 바람직하며, 중소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한 대기

고 시장기능을 제고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업 차별적인 규제는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

을 촉진하고 효율성 및 경쟁력 제고를 도모해야 할

라 대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대기

것이다. 금융업에 있어서 진입 시 대기업집단에 추

업집단 계열금융사의 의결권 제한은 대기업집단 계

가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부채비율 규제는 차별적인

열금융사만을 규제하는 것이 분명한 역차별적인 제

진입제한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라 할 수 있다. 국내 기업이 국내외에서 외국기
업과 동등한 경쟁여건하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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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 비해 불리하고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제도의

적으로 감소하여 OECD 주요 국가 및 기타 경쟁 국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가와의 비교 시 과도히 높지 않은 수준에 이르게 되
었다. 그러나 실질 세부담을 나타내는 실효 세율

바. 기업 재무규제 및 세제
■ 이재희(경원대)

(effective tax rate)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아직도
매우 높은 편이다. 이는 그동안 법인세수 축소에
대한 우려로 인해 과세표준 산정 시 허용되는 사업

본 연구는 기업의 재무 및 세제관련 규제들을 정리하고

소득공제 규모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어 왔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부채비율 관련 규제 폐지 및 완

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수익성 있는 사업기회의

화, 법인세 인하, 이중과세문제의 원천적 해소를 위한 연

축소, 세계시장에서의 경쟁 격화 등 기업 경영환경

결납세제도의 도입, 상속세의 취득과세형 과세제도로 전

이 악화되고 해외 주요 국가의 법인세 인하 추세가

환 등을 제안하고 있다.

확산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기업 법인세
부담이 인하되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

기업재무 관련 규제의 경우 기업 부채비율 축소

서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의 확대, 결손금 소급공제

를 위한 중과세제도 등 일부 기존 규제는 개선되어

의 적용대상 확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범

왔다. 그러나 지주회사 설립 시 부채비율 요건의

위의 확대 등을 통해 사업소득 공제금액 규모를 늘

적용,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의 계열사 채무보증 금

릴 필요가 있다.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및 결손금

지,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의 금융업 진입에 대한

소급공제의 적용 확대는 사업소득 변동과 관련한

부채비율 관련 규제 등 과거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기업의 위험 부담을 정부가 일부 분담함으로써 기

취약하고 시장의 자율기능이 원활하지 못했을 당시

업 위험이 일부 헤지되는 긍정적 효과를 유발하기

도입되었던 상당 수 규제는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도 한다. 또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범위

있다. 이와 같은 기업재무 관련 규제는 자본조달비

확대와 관련해 이중과세문제의 원천적 해소를 위해

용이 저렴한 외부자본 활용을 인위적으로 제한함으

서는 장기적으로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

로써 개별 기업의 재무구조 결정을 왜곡하고 최근

요가 있다.

부진한 기업투자의 위축 문제를 더욱 악화하며 지
주회사 중심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에 부정적 영향

상속세제의 경우 일제시대 때 도입된 유산과세형

을 미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 따라

과세제도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상

서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상한 요건을 지속적으로

속인이 실제 취득하는 재산의 가액과 상관없이 피

완화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한

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 가액에 기준한 초과누진세

주채무계열의 경우 계열사 채무보증을 전향적으로

율이 적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영권 프리미엄

허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의

에 대한 할증 과세제도로 인해 상속 기업인들에게

금융업 신규 진입 시 해당 기업의 재무건전성 요건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피상속

이 충족될 경우 주채무계열 전체에 적용되는 부채

인 기업주에게 자산을 축적해 상속인에게 물려주고

비율 요건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

자 하는 동기를 억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업투자
대신 소비를 유도하는 부작용이 있다. 또한 높은

기업 세제 중 법인세제의 경우 명목 세율이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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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액으로 인해 주식 형태의 상속세 현물 납부

후 경영권이 불안정해지는 문제를 낳기도 한다. 따

이러한 제도개혁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공시, 회

라서 현행 유산과세형 과세제도 대신 상속인이 실

계 및 감사제도가 외형적으로는 선진화를 이루었으

제 취득하는 재산가액을 세원으로 과세하는 취득과

나, 제도의 작동이 원활하지 않았고 기업들의 상장

세형 과세제도로 전환하고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기피 등 부작용도 발생하였다. 정부가 외환위기 이

할증과세는 폐지하거나 상속주식의 할증률을 세분

후 추진한 제도개혁에 대한 본 연구의 평가는 다음

화함으로써 세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

과 같이 요약된다. 우선 제도개혁의 수위는 선진국

께 상속 시 상속인에게 그 대상 자산이 유상양도(有

수준으로 높았고, 개혁속도는 매우 빨랐으며, 개혁

償讓渡)된 것으로 의제(擬制)하고 피상속인에게 대

의 범위는 매우 넓었다. 그러나 제도 개혁 시 우리

상 자산의 자본이득을 산정, 이를 소득세의 과세소

나라의 경제발전단계, 사회문화 인프라, 기업의 비

득에 합산·과세하는 자본이득과세의 도입도 적극

용부담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였다. 또한 기업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의 자율성과 선택권이 종종 무시되어 새로운 제도
의 도입이 강제화되었다. 결과적으로 제도의 선진

사. 공시 및 회계·감사제도
■ 최충규

화를 지향하면서 급속히 진행된 폭넓은 제도개혁은
일부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았고, 관련 법령이 미처 정비되지 못했

본 연구는 공시, 회계, 감사 등 3개 분야별로 정부가 외

으며, 기업들이 상장을 기피하거나 상장을 폐지하

환위기 이후 추진해 온 제도개혁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는 부작용도 발생하였고, 대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이어 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 후, 정책대안을 제시하

규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분야별로 다
본 연구는 우선 외환위기와 미국의 사베인즈 옥

음과 같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공시

슬리법 제정을 계기로 정부가 추진한 공시, 회계

제도분야에서는 비용·편익을 고려하여 공시규제

및 감사분야의 제도개혁을 분야별로 살펴보고 있

를 완화하고, 공시규제 수준에 상응하여 정부의 직

다. 이를 요약하면,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공시방

접규제를 완화하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투명경

법 개선 및 내용 확충,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

영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둘째, 회

무화, 감사위원회 제도의 신설 등을 추진하였다.

계제도분야에서는 회계관련 법규정을 정비하고,

또한 미국의 사베인즈 옥슬리법 제정 이후에는 공

우리 실정에 맞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정착시키

시서류에 대한 기업의 책임 강화, 회계법인 6년 주

며,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의무를 폐지하는 한편, 국

기 교체 의무화 및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 강화, 회

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추

계감사법인의 컨설팅 금지 및 부실 감사인에 대한

진한다. 셋째, 감사제도 분야에서는 기업들에게 감

행정제재 강화 등을 추진하였다. 2004년 이후 정

사제도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감사기구의 전

부는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의무 강화, 대규

문성을 제고하며, 감사부설기구의 법적 근거와 준

모 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에 대한 공시의무 도

법감시인의 지휘체계를 명확히 한다. 또한 이사

입 및 강화 등을 추진하였고, 국제회계기준 도입

회·내부통제부서·법정감사기관 간 업무분담 및

및 연결공시제도 시행 계획을 발표하였다.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외부감사 대상기업의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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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상향조정하며, 국제 수준의 회계감사기준

의하고 경제력집중 및 경쟁제한행위의 규제, 기업

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상기

투명성 제고 및 공정거래의 확보를 통해 주주를 보

세 분야의 공통사항으로서 새로 도입되었거나 최근

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개편된 제도의 작동여건과 유인구조를 개선하여 제
도가 원활히 작동하도록 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둘째, 은행법에서는 동일인, 특수관계인 관련 규
정을 통해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한도초과주식

아. 특수관계인 규제
■ 박승록

의 의결권 제한,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금융기관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을 규제하고 있다. 금융기관에 대한 특정 개인 또

기업정책의 대상이 되는 범위를 지정하기 위한 특수관

는 기업의 영향력을 방지하여 공공적 성격을 가진

계인의 규제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사실적인 관계에 대한

금융기관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

규제의 완화보다는 경제력집중 억제, 기업결합의 제한,

고 있다.

상호출자제한, 출자총액의 제한과 같은 대기업 정책의 완
화가 더욱 근본적인 규제완화책이 될 것이다.

셋째, 증권거래법에서는 특별관리자(특수관계
인, 공동보유자)에 대한 규제를 통해 공개매수의

현재 우리나라는 다양한 법령에서 특수관계인,

적용대상, 지배주주의 변경승인, 주식매수선택권,

특수관계자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경제력

주식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등을 규제하고 있다.

집중억제, 금산분리와 과도한 영향력의 방지, 유가

유가증권의 발행과 매매거래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

증권의 발행과 매매거래의 공정성 확보, 조세징수

보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

및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한 공정거래법, 은행법,

는 개인 및 법인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목적을 가

금융지주회사법, 증권거래법, 각종 세법(국세기본

진다.

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
방세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상

넷째,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동일인, 비금융주

호저축은행법,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금융산

력자, 대주주에 대한 규제를 통해 은행지주회사주

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기업의 경영구조개

식의 보유제한, 신용공여한도를 부여하고 있다. 금

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서 특수관계인 등에 관

융지주회사에 대한 특정 개인 또는 기업의 영향력

한 규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법령별로 특수관계인 규정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

다섯째, 국세기본법에서는 특수관계인 규제를

책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정거래법

통해 국세의 우선,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등을

에서는 특수관계인 관련 규정을 통해 기업결합의

규정하고 있다. 조세행정주의에 입각하고 있으나

제한, 지주회사관련 행위 및 설립제한, 상호출자의

특수관계인의 권리침해, 위헌성 소지가 있는 부분

금지, 출자총액의 제한,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이다.

의결권 제한 등을 하고 있다. 대기업집단정책의 근
거가 되는 계열회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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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세법에서의 규정으로 법인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관련 규정을 통해 익금의 범위, 접대비

선박투자회사법 등에서도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

의 손금불산입,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등을 규

계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정하고 있다. 법인세 징수를 위한 세금원 확보와
탈루방지의 목적을 가진다. 소득세법에서는 특수

이상과 같이 다양한 법령에서 특수관계인 관련

관계자 관련 규정을 통해 납세의무의 범위, 근로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는 특수관계인 고유의 규제

득의 범위, 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부당행위계

라기보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법적 의무로서의 규정

산의 부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원 확보와

으로서 정책적 관점에서 규제라고 보기는 어려운

탈루방지를 위한 조세행정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

점이 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위헌소지가 있는 것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규정을

은 국세기본법, 지방세법에서 통정허위계약의 추

통해 증여세 납세의무,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

정, 제2차 납세의무규정, 증여상속세법에서 저가,

의 상속추정,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잉여, 증권거래법의 주식

합병, 증자, 감자, 현물출자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대량보유보고의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를 규제하고 있다. 증여세, 상속세 징수를 위한 세

률에서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자본감소에 관한

원확보와 탈루방지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지방세

규제를 들 수 있다.

법에서는 특수관계인 규정을 통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의 우선, 납세의무자 등을 규제하

기업정책의 대상이 되는 범위를 지정하기 위한

고 있다. 조세행정주의에 입각하고 있으나 국세기

특수관계인의 규제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사실적

본법과 마찬가지로 특수관계인의 권리를 부당침해

인 관계에 대한 규제의 완화보다는 대기업정책의

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목적의 완화가 더욱 필요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력집중 억제, 기업결합의 제한, 상호출

일곱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대한 특칙, 전

자제한, 출자총액의 제한과 같은 대기업 정책의 완
화가 더욱 근본적인 규제완화책이 될 것이다.

득자에 대한 부인권,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자
본감소, 평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원활한 구
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나 채무자 회생 및 파
산절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의 행위에 대한 인지

자. 노사관계
■ 박성준

추정 등,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특수관계인의

급변하는 세계 경제 속에서 우리 경제가 선진국 대열에

자본감소에 있어서는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

서기 위해서는 노사관계가 정치주의에서 경제주의로, 분

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 위헌

배중심에서 생산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생산적 노사

소지가 있다.

과‘책임
관계의 정립을 위해서는 노사관계에서‘자율성’
성’
, 고용에서‘안정성’
과‘유연성’
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

여덟째,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간접

어야 하며 또한 합리적이고 공정 규칙을 정립하고 일관성
있게 지켜져야 한다.

투자자산운용업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
한 법률, 중소기업창원지원법, 외국인투자촉진법,

1987년 6·29 이후 민주화 시대를 거치면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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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속적인 노사관계는 파괴되고 집단적 노사관계

터 실시키로 하였으나 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가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1997년 말과 경제위기

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직후인 1998년의 노동관계법을 개정하면서 노사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상급단체의 복

먼저 개별적 노사관계에서‘경영상의 이유에 따

수노조 허용 및 제3자 개입금지 철폐로 그동안 법

른 해고(근기법 제24조)’조항의 신설로 기업의 인

외단체였던 민주노총이 합법화되고 또한 개별적 기

력조정이 용이해졌다고는 하나 그 절차가 매우 까

업단위의 노사관계에 상급단체의 개입을 허용함으

다로워 그 실용성이 의문시된다. 따라서 절차를 간

로써 노사관계의 악화를 초래하였다. 민주노총의

소할 필요가 있고 특히 해고의 사전통보기간은 최

지도부는 노동운동을 근로자를 위한 조합운동이라

소한 국제기준에 맞추어야 할 것이다.‘법정퇴직금

기보다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개혁운동 혹은 혁명

제도(근기법 제34조)’
는 본래의 설립 취지가 퇴색

운동으로 인식하고 있어 온갖 정치적 이슈를 들고

된 채 개별 기업의 부담능력 및 경영성과에 대한 고

끝없이 투쟁하는 양태를 보이고 있다.

려 없이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강
제하고 있으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그리고「기간제

이와 같이 경제위기 이후 10여 년 동안 우리나라

및 단기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은 그 취지

의 노사관계가 악화 일로를 걷는 동안 선진외국의

는 좋았으나 실제로는 근로자를 보호하기는커녕 고

노사관계는 경제의 세계화, 급속한 기술혁신 및 정

용 자체를 위협할 소지가 많다. 따라서 본 법률은

보화, 서비스화 등의 외부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응하기 위해 더욱 생산적·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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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이제 우리 경제가 급변하는 세계 경

다음으로 집단적 노사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대체

제 속에서 선진국 대열에 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근로제도는 그 본질적인 의미가 쟁의행위에 대한

도 노사관계가 정치주의에서 경제주의로, 그리고

사용자의 고유한 대응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

분배 중심에서 생산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생

라는 이를 금지(노조법 제43조 제1항, 제2항)하고

산적 노사관계의 정립을 위해서는 시장 원리가 제

있으나 이는 노사관계의 형평성에 입각해 삭제되어

대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즉

야 한다. 그리고 우리 노조법에는 사용자의 부당노

노사관계에서‘자율성’
과‘책임성’
, 고용에서‘안

동행위에 대한 조항(노조법 제81조)은 있으나 노조

정성’
과‘유연성’
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및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제할 조항이 없어

또한 합리적이고 공정 규칙(rule)을 정립하고 일관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부당한 행위가 빈번하게 발

성 있게 지켜져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개별적 노

생, 특히 파업만능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따라서

사관계에서는 정리해고(경영상해고)제, 퇴직금제

노동조합(근로자)측의 불공정한 노동관행의 시정

도, 경영권 사항에 대한 노사협의사항 및 비정규직

및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정착을 위하여 노동조합의

관련법규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집단적

부당노동행위제도를 인정하고, 이와 관련된 법규

노사관계에서는 파업근로기간중의 대체근로 및 노

정을 신설해야 한다.「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조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제하는 법규가 신설되어야

관한 법률」
(이하 근참법)은 그 근본 취지가 작업장

하며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및 교섭창구단

수준에서의 노사관계를 원만히 하기 위함(동법 제1

일화의 조건하의 복수 노조허용은 비록 2010년부

조, 제3조)이었으나 오히려 본 법의 협의사항 및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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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항의 상당부분이 기업주의 기업경영권을 박탈

에서 제한하는 것은 물론 기업들의 조세지원 차별,

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들 사항에 대해서는 폐

중과세, 부담금 등 준조세성 부과금의 차별 등을

지 및 완화함으로써 근참법 본래의 제정취지를 살

포함하고 있다.

려야 할 것이다.
2003년에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다핵분산형 지
끝으로 노조점임자 급여지급 금지(노조법 제24

역균형발전 정책을 내세우면서 수도권 규제의 유지

조 제2항) 및 복수노조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

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라고 주

화(구노조법 제3조 제5호 삭제, 부칙 제5조 제1항)

장하여 왔다. 그러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대

는 이미 노조법의 저항으로 있었으나 이의 시행은

한 수도권의 반발이 심해지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

무려 3차례 연기되어 법 제정 및 개정 이후 무려 10

설 이후에 수도권 규제를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으로

년(2010년) 이후에나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문

사실상 수도권 규제를 유지한 채 정치적인 무마를

제가 되는 점은 2009년 말에 이들 조항에 대한 논

시도해 왔다.

의가 재개되어 연장이 되지 않을까하는 점이다. 따
라서 정부는 이의 시행을 확고히 하는 한편 이에 따
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는 원래 명분으로 내세운 수
도권의 과밀화 부작용 - 환경오염, 교통혼잡, 주택
가격 앙등 등 - 에 대한 해소에 기여하기보다는 수

차. 수도권 규제
■ 이주선

도권의 우리나라 경제에서의 허브(hub) 기능을 약
화시킴으로써 수도권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지방의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

현재의 수도권 규제는 수도권의 인구 과밀화로 인한 문

히 공장총량제 규제와 산업입지 규제로 기업들의

제점의 해소에 실패하고 있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기보다는

투자가 지체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성장의 둔화와

오히려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제약은 경제성장을 발목잡고

해서는 광역대수도권관리계획을 전제로 수도권 규제는 즉

있다. 또한 외국자본의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와

각 폐지되어야 한다.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은 물론 수도권
소재 기업들의 해외이전 러시로 인한 산업 공동화

수도권 규제는 대도시 인구집중에 따른 문제점을

의 우려가 현실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수도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되어 40년 이상 지속되

권 규제가 과밀화의 부작용을 해소하기보다는 환경

어 왔다. 규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활

오염과 교통 혼잡을 심화하는 것은 물론 추가적인

성화법을 비롯한 여러 법에 포함되어 있고, 이에

주택공급을 원활히 하지 못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앙

따라 지금까지 수도권정비계획을 2차에 걸쳐 수립

등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시행하여 왔다.

한 수도권 규제의 대상지역 가운데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여러 가지 중복규제로 인해서 수도권에 위치

규제의 내용은 대학, 일정규모 이상 공공청사,
공장 등 인구집중 유발시설과 택지개발, 공업단지
및 관광지 조성, 도시개발 등의 개발사업을 수도권

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소득수준과 생활여건이 낙
후되고 있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수도권 규제가 명분으로 내세운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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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화의 부작용을 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역으로

는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심각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음은 물론 노무현 정부
가 지난 5년 동안 수도권 규제를 고리로 추구한 다핵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장총량제, 조세지원 차별,

분산형 지역균형발전 정책도 역시 유효한 지역발전

중과세 등 기업 관련 각종 수도권 규제는 즉시 폐지

전략이 되지 못하였다. 노무현 정부가 추구한 지역균

되어야 하고, 광역대수도권관리체계를 즉각 수립

형발전의 소위“균형”
은 그 기준이 없는 것은 물론,

하여야 한다. 특히 대기업에 대해서 수도권 입지와

재원이나 자원의 조달, 인구이동의 실현 등이 사실상

경제자유구역 입지를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들을 제

불가능한정책이었기때문이다.

거함으로써 기업투자와 해외직접투자를 촉진하는
것은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가장 유리한 방안이기

이러한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 정책과 지역균형
발전 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를 검토하는 것이 새 정부의
중요한 임무가 될 것이다.

재의 다핵분산형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이미 도시적
기반이 형성된 수도권과 충청 및 강원을 포함한 광
역대수도권, 영남임해의 부산·울산·거제·창

3. 평가

원, 포항·대구·구미를 포함한 제조업벨트, 서남
임해의 여수·순천·광양·목포·광주·무안·군

이 연구를 통해서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기업

산을 포함한 관광 및 대중국 교역기지로 대분할 수

환경 특히 대기업을 둘러싼 기업환경의 변화를 조

있는 3대 광역거점발전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한

망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부

다. 그리고 수도권 규제를 과감하게 폐지하여 수도

문별 연구가 진행된 것은 사실이지만 대기업 관련

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이러

정책, 제도, 규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연구가

한 광역거점발전 정책과 수도권 규제의 폐지를 위

체계적으로 이뤄진 적은 없었다. 이 연구로 인해서

해서는 물류 및 도시기반시설과 관련된 인프라를

대기업 관련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가능하

앞에서 지적한 3대 광역거점 위주의 강화는 물론 3

게 되었고 관계 당사자인 기업, 정부, 연구자들이

대 광역거점 내의 다양한 도시 문제들을 개선하기

현 시점에서의 기업환경 현황이 어떠한 것이고 그

위한 광역관리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다.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대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용이하게 알 수 있게 하였다는

지방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지금

점에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 연구의 내용은 새

과 같이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다핵분산형 기업도

정부의 친기업적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현행

시, 혁신도시 등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지방 분권화

규제적·간섭적 기업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수용되

와 세원 재배분을 통한 지방재정의 자립도 강화를

어 기업환경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기업과 주

다.

민을 유치하기 위해 상호경쟁하게 만드는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서 해당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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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한국을 위한 선택: 잘사는 나라, 행복한 국민
│대│표│연구과제│

이주선 외

우리나라는 지난 50여년 간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최근 저성장의 늪에
빠져 선진국으로의 도약이 지체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여 선진한국의 길로 들어서
기 위해서는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창의적인 개인이 길러지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우리 사회에 많이 만들어져야 하며, 사회적으로 혼란과 갈등
을 최소화하고 정부가 작고 효율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
장경제체제에 기반한 국가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개 주요 정책대안을 실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정책 권고를 담고 있다.

새 리더십 선출을 위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
등이 시작되는 시점에, 현재 노정되고 있는 정치·

이번 연구는 현재 노정되고 있는 정치·경제·사

경제·사회적 쟁점과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대안

회적 쟁점과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대안을 총망라

을 망라한 확고한 장기비전을 마련하고, 대내외 환

한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있고 이러한 제안을 토대

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도전을 극복함으로써 성

로 차기정부는 향후 성숙한 선진국가를 실현하는

숙한 선진국가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로드맵을 제

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기를 기대한다.

시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선진한국을 위한 선택:
잘사는 나라, 행복한 국민’
이라는 제하의 미래한국
비전 보고서를 준비하였다.
이 연구는 2006년부터 44명의 원내외 전문가들

2. 연구내용
가. 성장잠재력 확충

이 분야별로 투입되었으며, 우리나라가 2020년까
지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성장잠재력

① 교육제도

확충, 시장경제의 확산과 정착, 공공부문 경쟁력

우리나라 교육 붕괴의 근본적인 원인은 국가의

제고, 안보 및 외교역량 강화의 4대 정책과제, 60

교육독점체제에 있으며 그 결과, 우리 교육은 획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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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경직화되어 있고, 학교와 교원사회는 학생·

위해 M&A 촉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학부모의 수요를 전혀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또

제1종 오류의 최소화를 위해 경영권 방어제도를 확

한 교육시스템에 있어서 경쟁부재는 우리 교육의

충할 필요가 있다.

황폐화를 부추기고 있다. 국가경쟁력의 기반이 되
는 교육경쟁력 하락은 결국 우리나라의 성장기반을

③ SOC 및 물류

잠식할 것이며 사회통합마저 저해할 가능성이 높

물류는 최근 들어 상대적으로 국민의 관심과 정

다. 따라서 우리 교육의 개혁은 시급하며 그 정책

부의 정책의지가 약화되고 있다. 특히 전반적인 물

대안으로 중앙정부의 교육관련 행정·기능 해체 및

류경쟁력이 일본,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하여 여전

교육자치 확대, 교과과정 자율화, 학교 설립·운영

히 뒤처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물류의 근간인

의 자유 확대, 학부모·학생의 학교선택권과 학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참여정부의 출범 이후

의 학생선발권의 자유 확대, 경쟁원리를 도입한 유

에 국가재원이 사회복지,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동

인구조 강화, 학교 및 교육정보 공개, 평생교육의

원되면서 2003년 이후로 감소되고 있다. 또한 물

기반 확충, 교육의 주권자로서의 학부모의 역할강

류관련 제도와 법규가 복잡하고 부문별 물류정보망

화 등이 있다.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물류기업 육
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도 제조업에 비해 미약하며,

② 기업·경쟁정책

국가 간 물류경쟁에 대응한 국제물류지원체계가 미

경쟁정책은 경제시장에서 경쟁원리가 더욱 원활

흡하므로 우리가 주변 경쟁국을 제치고 미래 동북

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절한 환경을 조

아 물류중심 국가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국가물류체

성해 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정거래정책

계의 질적 수준을 개선해 나가는 동시에 진행 중인

이라는 이름으로 수행되어 왔으나 지금까지의 공정

인천국제공항의 허브화와 부산·광양항의 중심항

거래정책이 순수하게 경쟁정책에 해당한다고 보기

만 개발 등 중장기 물류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

는 어렵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는 공

가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대안

정거래정책 관련 법체계를 경쟁법 체계로 정비한

으로는 수도권 통합물류거점(integrated logistics

후 경쟁정책을 실질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데 필요

hub) 확보, 부산항과 광양항의 연합항만(united

한 역량을 축적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업지배구조

ports)체계 구축, 내륙물류거점의 공동물류기지

정책은 우리나라의 특수성과 국제성을 조화시킬 수

화,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도 개선 및 물류전문기업

있어야 하며 글로벌 스탠더드를 강조한 나머지 우

글로벌 경쟁력 강화, SOC의 지속적 확충 및 우선

리 특유의 제도적·역사적 환경 속에서 진화해 온

순위 재조정, 통일시대에 대비한 SOC 투자 계획

기업조직과 경영구조를 일방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수립 등이 있다.

바람직하지 않다. M&A 정책은 효율적인 M&A 관
련법제를 구축해야 하며 효율적인 M&A 관련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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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토이용 및 부동산

는 경영권이 유지되어야 할 기업이 M&A 당하는

이 국토이용 국
참여정부 출범 후‘국토균형발전’

제1종 오류와 경영권의 교체가 이루어져야 할 기업

가전략의 전면에 제시되면서 한정된 국가재원이 국

이 M&A 당하지 않는 제2종 오류를 최소화하는 것

가균형발전정책에 동원되었고 이로 인해 사회간접

을 말한다. 따라서 정부는 제2종 오류의 최소화를

자본(SOC) 예산이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

2007년 시장경제연구백서

다. 부동산 정책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같은

며, 선진국에 비해 규모가 작고 국내 제조업에 비

시장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보다는 주택공급의

해 상대적으로 국제경쟁력이 뒤떨어지게 되었다.

확대, 시중 부동자금의 생산활동으로의 흡수, 택지

이제 우리 금융산업은 구조조정이 거의 마무리된

공급방식의 개선 등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 마련이

상태에서 새로운 도약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금융

시급하다. 따라서 효율적인 국토이용 및 부동산 정

회사들은 대형 금융그룹의 형태로 진화하면서 규모

책을 위해서는 광역거점발전정책 추진, 수도권 규

및 범위의 경제실현을 꾀하고 있고 정부도 금융지

제의 완화, 기업도시 규제완화, 부동산 규제개혁

주회사제 도입,‘자본시장통합법’제정 등을 통해

및 시장친화적 주택정책 추진, 저소득층 주택마련

금융회사의 대형화 및 겸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금

지원 강화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융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 대안으로는 사전적
금산분리정책의 폐지와 감독기능의 개선, 금융규

⑤ 과학기술 및 신성장 엔진

제의 선진화, 금융회사의 신용평가 역량 제고 및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는 줄어들지

예금보험제도 개선, 금융감독의 중립성 및 효율성

않는 가운데 중국, 인도 등 신흥개도국의 급속한

제고,‘3단계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
의 지속적

추격에 직면한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토대

추진 등이 요구된다.

로‘신성장 엔진’
을 확보하고, 우리 상황에 적합한
성장모델을 마련하여 이를 조기에 실행함으로써 새

⑦ 서비스산업

로운 성장 기회를 선점해야만 한다. 이러한 목적을

서비스산업은 GDP의 54%를 차지, 국가경제의

달성하기 위해 R&D 활성화를 통한 원천핵심기술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고, 그 비중도 매년 증가

력의 확보, 과학기술혁신 체계 및 범국가적 신성장

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제조업에 주력한 결과

엔진 확보시스템 구축, 신성장 엔진 육성의 산업비

서비스업의 경쟁력은 크게 낙후되었다. 또한 서비

전 제시 및 조기산업화 기반 조성, 국내외 우수 과

스산업은 성장잠재력이 크고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

학기술 인재 육성 및 유치제도 구축, 혁신적 중

에 기여하는 동시에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

견·중소기업의 독창적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기

요한 산업이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술 유·출입에 대한 국가적 전략 수립 등이 요구된

서비스업의 생산성이나 경쟁력 수준이 낮은 편이고

다.

서비스산업에 대해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
각종 규제로 자유로운 시장경쟁이 제한되어 있다.

⑥ 금융시스템 및 금융산업

그러나 경쟁촉진을 통해 기술혁신이나 생산성의 향

금융산업은 자금중개기능을 통해 실물경제를 지

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

원할 뿐 아니라 그 자체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매

업의 진입규제를 대폭 풀어야 한다. 진입규제를 완

우 중요한 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금융

화하고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선택과

산업은 빠른 산업화 과정에서 소위‘관치금융’
으로

집중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대표되는 정부의 통제로 인해 상업적 원리에 의한

것이다. 서비스산업의 성장동력화를 위해서는 경

수익창출보다는 제조업 성장을 위해 자금을 배분하

쟁 (competition), 개 방 (openness), 혁 신

는 보조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 결과 외환위기

(renovation), 지원(encouragement) 등 4대 전

과정에서 구조조정의 힘든 터널을 통과하게 되었으

략 기조(CORE)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첫째,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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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을 기업 간 경쟁친화적 환경으로 조성함으로써

이처럼 이렇게 고령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

시장 메커니즘을 실현해야 한다. 둘째, 시장개방과

라 관련되는 사회적 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추정되

세계화를 통해 시장을 확대하는 개방시스템을 구축

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 활용

해야 한다. 셋째, 새로운 기술을 결합하여 3차산업

체제의 개선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러한 급격한 변

에서 3.5차산업으로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 넷째,

화와 상황의 전개에 따라서 인적자원 활용의 극대

공공부문에서 인력·인프라 등 기본요소를 과감하

화를 위한 전략의 수립과 추진이 긴요한 과제가 되

게 지원하여 산업역량을 축적해야 한다. 이를 위한

고 있다. 특히 인적자원을 소중히 여기고 조기에

구체적 정책대안으로는 서비스 산업군별 차별적 정

폐기되거나 활용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는 대책과

책 추진, 교육·의료·법률서비스 시장의 개방 확

인적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대 및 경쟁 촉진, 디자인산업의 성장동력화, 소프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적극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등이 있

다. 이를 위한 구체적 정책대안으로는 내국인 우선

다.

고용 원칙 완화, 외국인 고용차별 규제 개선, 여성
인력 활용 증대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평생 직

⑧ 노동 및 노사관계

일본과 독일 경제가 부활하는 데 노동시장의 성

업능력의 개발 지원 강화, 교육훈련과 자격제도의
연계체제 확립 등이 있다.

공적인 개혁이 주효했다는 분석결과는 우리에게 시
사하는 바가 크다. 기업들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마

나. 시장경제의 확산과 정착

음대로 고용·해고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유연성을
키움으로써 기업들을 오랜 종신고용의 굴레에서 벗

① 헌법 경제조항

어나게 했다는 것이다. 이런 개혁에 일본 기업들은

경제대국으로의 성장을 눈앞에 둔 우리나라는 여

투자확대로 대응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러 측면에서 경제적 자유도가 선진국에 비하여 현

늘리는 선순환을 촉발했다. 독일도 2000년대 들어

저하게 낮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채

경제성장이 정체된 상태였지만 메르켈 총리 집권

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대한 통제가 심

이후‘손쉬운 고용과 해고’
로 집약되는 노동시장

각하게 이뤄지고 있는 나라이다. 그동안 우리 헌법

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경제가 활력을 되찾

의 경제조항이 정부의 시장간섭을 유도했다는 점을

게 됐다는 분석이다. 합리적인 노동정책을 위해서

인식하여 우리 개정헌법에는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는 근로관계법을 투입에서 산출 중심으로 패러다임

내용을 명문화하고 법률에 의한 재산권 제한의 한

을 전환할 필요가 있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정

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그동안 우

책의 내실화, 노사 자치해결 원칙 및 법치주의 노

리 헌법의 경제조항에서 가장 문제시되었고 많은

동행정에 입각한 노사관계의 정상화, 노조 전임자

논란을 가져왔던 제119조 제2항에 나타나는‘경제

임금 지급 금지의 차질 없는 시행 등이 요구된다.

력 남용’
과‘경제민주화’
란 용어를 삭제하고 이를
을 위한 경우로 대체
‘시장경제질서의 원활한 작동’

⑨ 인적자원 확대 및 노동인력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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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우리 헌법의 제9장인

우리나라는 향후 45년 이내에 65세 이상 노령인

경제장의 제120조부터 제127조까지는 다양한 부

구의 비율이 9.4%에서 37.7%로 늘어나게 된다.

문에 대한 정부개입의 가능성을 열어 놓음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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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헌법의 기본성격이 자유시장경제적인 측면을

③ 통상 및 경제협력

강조하기보다는 정부의 통제지향적 규제를 강조하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높고 무역 및 통상을 통하

는 것으로 인식된다. 이는 특히 다른 국가의 헌법

여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WTO

과 비교할 때에도 잘 드러나는 것으로 헌법 경제장

체제 성립 이후 중국·인도·러시아·브라질 등 소

의 통제지향적 조문들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위 브릭스(BRICs)라는 신흥거대시장의 등장으로
인한 국제경제의 변화와 더불어 한국은 대내적으로

② 사법

는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성장동력

사법은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무엇이 옳고 그른

을 상실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속적인 경

지를 판단함으로써 한편으로는 당사자의 정당한 권

제성장을 통해 세계화의 흐름에 앞장서는 선진국이

리를 보장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질서를 안정

되기 위해서는 시장의 효율적인 기능을 가로막는

적으로 유지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사

낡고 폐쇄적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

법의 본질은 법치의 실현을 통해 법의 기능을 올바

적 개선은 무역·투자의 자유화를 통한 시장개방의

르게 발현하는 데 있다. 그러나 해방 후 지난 60년

확대에 의해 가능해진다. 구체적으로는 지역·국

간 사법(부)의 발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

가 간 자유무역협정의 적극적 추진, 다자간 무역협

배적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법에 대한 불신은

상인 DDA 협상에의 적극적 참여, 서비스시장 개

불식되지 못했으며, 사법 서비스 개선에 대한 국민

방의 확대, 외국인투자 및 인력활용을 위한 열린사

적 요구는 점증하고 있다. 이제 법치주의를 실현하

회 기반의 구축, 국제적 위상에 맞는 개발원조 등

는 데 선진적 사법제도의 정착은 더 이상 미룰 수

이 요구된다.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또한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
하여 사법서비스의 경쟁체제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

④ 복지 및 사회안전망

도 절실해졌다. 그러나 사법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은 범위와 지원 내용이 지

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사법의 핵심은

속적인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도

공정한 재판이고, 이를 위해 사법부에 대해서는 엄

이러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

격한 독립성의 보장 및 법관의 신분보장 등이 요구

층의 비중이 높고, 더군다나 근로빈곤층의 경우 사

되는데, 자칫 사법개혁이라는 명분하에 사법의 본

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의 외곽

질을 침해할 우려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법개혁

에 존재한다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사회안전망의

의 주요 쟁점과 해결방향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 제

구축은 그 내용과 속도에 있어 조정이 필요한데,

도의 도입, 국민의 사법 참여를 위한 배심·참심제

지금까지는 문제가 발생하면 대응하는 대증적인

의 도입, 사법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변호사 서비스

측면에서의 지원 프로그램이 많았다. 따라서 효과

의 질 개선·경찰 수사단계에서의 인권침해 방지·

적인 예방조치로서의 장기적인 사회안전망 구축계

검찰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소 제기 및 유지·법

획이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사회안전망의 확대는

원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재판진행과 전문성 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가운데 재원조달의 문

고,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임방식 개선, 대법원과

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

헌법재판소의 갈등 해소 등이 있다.

인 계획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가능 복지
와 다층적 복지체계 구현, 기초연금화를 통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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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강화, 단계별 재정건전화 추진, 사회공헌 유도

요인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확대되는 빈곤 및 저

및 기업과 근로자의 공동 노력 배가, 복지내실화를

소득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적절히 구축되어 있

위한 평가체제 확립, 주거복지 정책의 추진 등이

지 못한 문제 등을 고려할 때 그 심각성은 다른 선

요구된다.

진국보다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심각한 정도의 소득격차 확대

⑤ 보건·의료

가 발생하게 되었고, 그 이후 소득계층의 양극화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재원조달방식에 있어서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가 악화되었

는 국민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한 단일 사회보험체

을 때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취약계층이 확대되고

제로 운용되고 있고 진료비 지불방식에 있어서는

있는 현상이 급격히 진행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행위별 수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기존의 의료체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국민소득의 규모를 키우

가 제한된 자원으로 비교적 높은 건강성과를 이루

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취약계층 확대 문제를 해

어 왔다는 평가도 있으나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아

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결국 일을 통한 소득

직 충분하지 못하고 의료서비스 공급체계가 왜곡

의 증가와 중산층 복원 등의 선순환을 발생케 하는

되어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또한 최근 소득

것이므로, 기업의 투자확대를 유도하여 양질의 일

증가 및 고령화에 따른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 의

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다. 다시

료 니즈의 다양화 및 고급화, 생명공학 발전에 따

말해,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른 의료기술의 급속한 발전 등 국내 보건의료 환경

부의 축적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사회취약계층을

이 급변하고 있어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변화

축소해야 한다.

의 압력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러한 변화를 위
해서는 영리법인병원의 단계적 허용, 포괄수가제

⑦ 환경 및 지속가능경영

도의 선별적 도입, 건강보험 급여구조 합리화, 건

기존의 기업경영 패러다임에서 벗어난 혁신적인

강보험을 보완하는 수준의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경영의 필요성은 범지구적 차원에서의 새로운 요구

요양기관 계약제도의 점진적 도입, 의료서비스시

및 변화의 물결에서 비롯되었다. 환경적인 측면에

장 구조의 유연성 제고, 의료기관 및 의료인 관련

서 EU, 중국 등의 환경규제 강화로 환경친화적인

정보 공개 활성화, 의약품비용지불제도 개혁 등이

경영 여하가 기업의 경쟁력은 물론 생존을 좌우하

요구된다.

게 되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외환위기 이후 주
주중시, 재무건전성과 투명성을 중시하는 기업 풍

⑥ 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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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로 구조조정과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한 새로운

취약계층 확대의 문제는 대부분의 선진 자본주의

경영기법의 도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또한 기업

국가가 경제성장 과정에서 겪는 성장통이라 할 수

에 대한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현상은 예외가

커지면서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개선과 더불어

아니지만 현재 세계화(globalization)로 인한 경쟁

여성, 아동, 장애인 고용 문제 등 인권경영 여부가

의 심화,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와 함께 국내 경기

기업가치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 이러한 대내외

의 침체, 급속한 인구구조의 노령화, 영세 자영업

적 변화에 부응, 기업들은 환경·경제·사회 전 분

자의 확대 및 구조조정, 취약산업 몰락 등의 불안

야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동시에 경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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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주주 및 기업의 가

와 과정을 새로이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치를 제고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
한 환경 선진강국 건설을 위해서는 우리 현실에 맞

② 민영화

지 않는 선진국 수준 또는 그 이상의 환경정책과 규

공기업은 그 운영의 특성상 독점성이 크다. 물론

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고 실질적

자연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공기업을 통

인 사전예방 및 인센티브 중심, 시장중시의 자율관

해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겠으나 적절한 자

리방식으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 규제개혁은 기

연독점 규제장치만 확보된다면 구태여 정부가 이를

업 등 피규제자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새

담당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공기업의 문제점을 시

로운 규제를 도입할 경우에 규제도입 전후의 환경

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공공부문의 자체적

개선효과만이 아니라 경제적 부담 등 제반비용을

개혁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공기업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구

은 스스로 자신들의 조직을 축소하고 구조조정을

체적인 정책대안으로는 탄소세 및 배출권 거래제

수행할 인센티브가 존재하지 않으며 정부부처와 정

도입과 환경관련 부담금 정비, 그린상품 및 지속가

치권은 공기업 경영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낙하산

능기업제품 구매 확대 정책 추진, 통합 녹색공급망

인사를 없애려는 자발적 인센티브를 갖고 있지 않

구축(green partnership), 환경기술투자 시 세제

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다양한 이해당사자와의 갈

상 우대 및 교육 지원 강화, 자원순환형 에코타운

등을 무릅쓰고 교차보조를 시정하며 자원배분을 합

(eco town) 건설 등이 제시될 수 있다.

리적으로 이끌 인센티브도 정부와 공무원에게는 기
대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다. 공공부문의 경쟁력 제고
① 선진국 진입 위해 국가부문 개혁 선행되어야

위한 제도적 장치는 결국 민영화라고 할 수 있다.
③ 규제개혁과 반부패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후기 산업

규제개혁과 반부패는 세계적 규모의 제도변화를

화 및 후기 민주화의 후유증을 현명하게 극복하고

최적으로 추구할 수 있게 하는 핵심 정책수단이다.

국가역량을 한 단계 높여야 한다. 더욱이 지금은

그러므로 향후 정부의 규제개혁과 반부패 정책에서

세계화(globalization)의 물결 속에서 국가경쟁력

의 성패는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국민과 기업의 경

을 증진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정합성을 기

쟁력 우위 확보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요인으로 작

해 나가야 하는 압력을 받고 있으나 세계화에 부응

용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세에도 불구하고 규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사회안전망’
을 효과적으로

제개혁과 반부패는 현상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를

구축하여 사회집단 간의 갈등을 최소화해야 하는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한 기득이권자의 이

문제가 남아 있다. 국가경쟁력을 향상시켜 순조로

익의 손상이나 기존 관행에 대한 변경과 제재를 초

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국가부문의 개혁

래하므로 기득권자들의 강력한 반발이 발생할 수

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먼저 국가의 기능을 재설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규제개혁과 반부패의 추진

정하고, 그에 따라 국가기구를 재조직화

을 위해서는 이러한 기득권자들의 반발에 기인한

(reorganizing)하며, 국정운영이 민주적이면서도

사회적·정책적 갈등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협상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의사결정 기제

및 갈등조정 메커니즘의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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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저비용·고효율의 세제 구현

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재정부문에서의 정책

현행 조세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은 과다한

대안으로는 지방재정의 개혁과 중소기업 및 농어촌

조세지출과 이로 인한 세수기반의 상실문제, 국세

관련 재정의 기능 축소, 규제개혁에 기초한 교육

와 지방세 간의 문제, 부동산 및 자산관련 세제가

효율성 증진과 재정증가 억제, 복지재정의 유효성

무리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점, 조세행정과 조세법

증진 및 신규 복지제도 추가도입 억제, 안보 및 통

상의 불일치 문제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를 개선하

일 관련 재정 수요에 대한 합리적 대응전략 마련,

기 위한 정책대안으로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전면 재검토, 국가

저비용·고효율 세제 구현, 개인소득세 면세자 비

재정운용계획의 개선, 총액배분 자율편성예산제도

율 축소 및 현 수준 국민담세율 유지, 부가가치세

발전, 국가재정법의 개선 등이 있다.

의 과세베이스 확충과 특별소비세의 폐지, 종합부
동산세와 재산세 체계의 합리화, 상속세제의 유산

연기금부문에서의 정책대안으로는 기금의 비중

과세형에서 취득과세형으로의 전환, 법인세제의

축소와 기금구조의 개편, 사회안전망 기능 기금의

단계적 폐지와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지속적 유지를

역할 재정립,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와 의료비 증

통한 국제적 조세 경쟁력을 확보, 중장기적 관점에

가 최소화를 위한‘건강기금’
화, 연금·퇴직기금

서 단일세제(flat tax) 도입기반 조성 등이 있다.

과 보험성 기금의 기능 강화, 보험성 기금 사업의
강화 등이 있다.

⑤ 재정 및 연기금

우리나라 재정의 절대규모는 선진국들에 비해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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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

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선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후 15년간 한국은 지방 구

진국들의 재정규모는 축소되거나 안정된 수준을 유

석구석까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거대 담론정치

지한 반면, 우리의 재정규모는 빠르게 상승하는 추

를 미시적인 생활정치의 문제로, 추상적 논의를 구

세를 보여 왔다. 현재 재정지출 중 사회급여와 이

체적인 논의로 바꾸어 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

자를 뺀 나머지를 비교하면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

자치사는 지방자치를 진전시켜 새로운 정치질서를

에 도달해 있다. 재정지출은 빠르게 늘었지만 효율

세우고 국가의 비효율과 기능마비를 풀뿌리로부터

적으로 운영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각

해결해 내려고 하는 자치세력이 지방자치를 억압하

종 기금의 재원이 되고 있는 부담금 등에 대한 강한

여 중앙정부의 기득권과 지배질서를 유지하여 이득

규제가 국가재정법에서 함께 제시되지 못하고 있

을 취하려는 반자치세력의 끊임없는 지방자치 허물

다. 주요국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부담

기 시도를 극복하면서 내공을 쌓아 왔다. 마치 담

금이 존재하고 이들 부담금을 통한 재원징수 규모

금질을 통하여 무쇠가 강철로 되듯이 지방자치의

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억제할 제도적 제

내공은 축적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실질적 자치

어장치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재정당국과 각 부

의 완성을 위한 정책대안으로는 교부세 축소와 세

처가 조세보다 쉽게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부담금

원 재배분을 통한 지방재정 자립도의 강화, 지방자

의 매력에 빠져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 미국, 일본

치단체 파산제도의 도입과 복식부기의 시행, 지방

등 주요국에는 부담금에 해당하는 재원은 소수에

정치시장의 개방, 교육기능의 지방이양 및 교육자

불과하고 규모도 조세와 비교할 수 없이 작다. 이

치 기능 강화, 지방자치경찰의 창설 등으로 치안기

2007년 시장경제연구백서

능 지방이양 및 소방 기능의 지방이양, 대대적인

보·외교 정책이 요구된다. 또는 남북관계 및 통일

중앙정부 조직개편과 기능의 실질적인 지방이양,

과제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북한 핵폐기를 통한 실

헌법에 권력구조를 포함 구체적인 지방자치제도의

질적 남북관계 개선, 포용정책의 재검토와 상호주

내용 규정, 중앙-지방자치단체 관계 재정립과 제

의 원칙에 입각한 대북협력 추진, 북한 인권의 개

도화된 상호 협력 통로 확보 등이 있다.

선과‘인도적 지원’
의 동시 추진, 남북경협의 원칙
확립 및 인프라 구축, 탈북자 문제 및 통일비용 관

라. 안보 및 외교역량 강화

련 위기관리 대책 구체화 등이 요구된다.

한반도 안보의 최대 변수는 북한의 체제 및 변화
여부다. 북한이 한국과 적대적인 이데올로기를 신

3. 평가

봉하는 채로 남아 있는 한 북한문제는 한국 안보정
책의 최대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한국의 국방안

보고서에서 제시된 정책대안들은 적어도 10년

보 정책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것을 중요한 목

이상의 미래에 대한 조망을 전제로 현재 해결해야

표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북한이 한국 안보에 대

할 문제점들을 바라보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단

한 최대의 위협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한국의

기·중기·장기적 관점에서 마련한 것이다. 이러

안보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한 제안된 정책대안들을 실천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욱 본격적인 어려움에 작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시장경제체제에 기반을 둔 국가시스템을 업그레이

한미 동맹의 강화를 통한 안보능력 제고, 전략적

드함으로써 창의적인 개인, 경쟁력 있는 기업, 갈

안보능력 향상 및 자위력 확보를 위한 국방력 증

등이 최소화된 조화로운 사회 그리고 작지만 효율

강,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안보

적인 정부를 구현하여야만‘잘사는 나라, 행복한

외교의 강화,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주변 4강과

국민’
의 비전이 실현될 수 있고, 본 연구는 이러한

의 외교역량 강화, 경제안보 차원에서의 국가경쟁

비전의 실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 있

력 강화 외교 등을 기반으로 환경변화에 대응한 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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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연구과제│

차기정부 실행과제

허찬국 외 9인

본 연구는 새 정부가 취해야 할 장·단기 정책들에 대한 민간의 시각에서 조망한
제언들을 정리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거시경제운용 방향에 관한 제언에서부
터 조세·재정, 공기업 및 대기업정책, 각종 규제에 관한 제언 등 정부의 역할에
서 빠질 수 없는 제반 정책부문을 총망라한 연구이다. 새 정부 출범 초기 본 연구
가 정책 입안자들에게 전반적인 경제운용에 있어서 중요한 방향과 정책 과제를 설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적지 않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언은 장·단기로 구분하여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핵심이고 이에 대한 구체

2007년 말 대선과 함께 2008년에는 새 정부가

적인 시사점도 제시하고 있다.

들어선다. 지난 10년 동안 국민의 정부 및 참여정
부를 거치며 비교적 좌파의 시각에 입각하여 정
치·경제적 정책이 운용되어 왔다. 새 정부와 함께

2. 연구내용

새로운 정치·경제적 패러다임이 정립되어야 할 시
기이고, 특히 각 분야 전문가들의 제3자적 시각과
견해가 새 정부에 전달되어 새로운 패러다임의 초
석이 되어야 함은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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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08년 대내외 경제환경을 고려한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정책과제
■ 경제연구본부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에 부합한 9개의 분야를

새 정부는 임기 내 일관성 있게 경제운용에 임해

선정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분석을 토대로 정

야 하지만 주요 정책과제는 먼저 당장의 과제와 지

책 제언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거시경제운용,

속적 과제로 구분하여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세·재정, 공기업 개혁, 공정거래 및 대기업정

단기과제는 새 정부 취임을 전후한 기간과 2008년

책, 수도권 및 지역균형발전, 부동산, 정부서비스,

중 예상되는 현안에 대한 대응과 조기추진일 것이

규제개혁 등의 9개 분야이다. 각 분야에서 정책 제

며, 중기과제는 새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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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한·미 FTA의 실질적, 상징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야 할 경제구조 개선과 성장잠재력 확충 사업일 것

조기 비준추진이 중요하므로 새 정부는 취임이전

이다.

현 정부와 공조하여 국회비준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정부는 취임 첫해인 1998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외환위기의 충격으로 7% 가까이 성장이 위
축되었으며, 참여정부 역시 취임 첫해 2003년에
신용카드 버블 붕괴의 후유증으로 심각한 내수위축

나. 세제개혁
■ 김학수

을 경험한 것과 비교한다면 새 정부가 맞게 될

현재 고령화 사회로의 인구구조 급변과 성장잠재

2008년 거시경제상황은 비교적 양호할 전망이나

력 하락에 기인하여 세입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될

몇 가지 잠재 불안요인과 신속한 대응을 요하는 이

전망인 반면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복

슈가 존재한다. 첫째로 국제 및 국내 금융시장의

지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수요는 크게 확대될 것으로

심각한 불안요인으로 작용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

예상되어 만성적 재정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

지 부실이다. 12월 들어 국내 외환 및 자금시장이

다. 나아가 지속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세계경제

불안해지면서 금리의 고공행진이 계속되면서 주택

의 글로벌화에 따른 생산요소 유치경쟁의 심화로

및 건설시장의 문제를 악화시켜 한국판 서브프라임

인해 자본뿐만 아니라 우수한 노동력에 대한 국가

부실문제를 키울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정책금

간 경제적 국경은 이미 빠르게 낮아지고 있는 상황

리를 현수준으로 유지한 가운데 시중금리를 하향

이다. 이렇듯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에 큰 영향을

안정화로 유도해야 하며 한국은행은 다양한 채권을

미칠 대내외 여건의 급속한 변화에 대처하고 성장

담보대상으로 인정하여 만기의 유동성을 공급하여

둔화를 완화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성장잠재력의

자금시장의 경색을 해소하고 부동산관련 세금의 조

확충을 통한 세입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속한 개편을 통한 미분양 해소 등 대책마련이 시급

조세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둘째는 물가불안과 소비둔
화 등 경제 활성화의 주요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유

근본적 세제개혁의 기본방향은‘성장극대화’
를

가 및 원자재가의 앙등이다. 이로 인한 부담을 완

위해‘조세제도에 의해 발생하는 비효율의 극소화’

화하기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우선 고유

로서 장기적 관점에서 현행의 소득세, 법인세, 부

가 부담완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가가치세를 철폐하고 창출된 모든 부가가치에 대해

10~20% 정도 인하해야 하며 공공요금 인상요인을

서는 낮은 세율로 한 번만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최대한 억제하여 물가부담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

하여‘넓은 세원 낮은 세율’
의 조세철학을 구현하

셋째는 새 정부의 의지를 시험하기 위한 강성 노동

도록 한다. 이와 같은 세제개혁 기본방향을 바탕으

계의 도발적 집단행동의 가능성이다. 경제 활성화

로 법인세 부담 완화를 통한 경쟁력강화, 개인소득

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엄정한 법

세 납세자비율의 개선, 비과세·감면제도의 재정

질서를 확립하여 사회적 피해를 초래하는 이익집단

비를 통한 조세지출 합리화, 부가가치세율 인상과

의 사적이익 추구관행을 종식시켜야 할 것이다. 마

소득세율 인하, 부동산 관련 세제 및 상속·증여세

지막으로 한·미 FTA의 국회비준 방안 모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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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유형의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는 단일세율을

난다. 국제적 기준으로 추정된 우리나라 재정규모

적용한 기업세를 부과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고소득

는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며, 지금과 같이 재정지

은 가계단계에서 완만한 누진세율 체계로 노동소득

출이 빠르게 증가한다면 재정건전성이 큰 위험요인

세를 부과한다. 또한 부가가치로 계정되지 않는 기

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재정지출의 개혁이 절실

업의 비업무용부동산과 개인의 비사업용부동산은

히 요구된다.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주
요 세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국세의 기업세, 노

재정지출 개혁의 기본방향은 재정지출의 효율성

동소득세, 개별소비세, 지방세의 기업세, 재산세

향상과 시장의 역할 확대를 위해 추진계획사업에

목의 세제개편 등 장기 근본적 세제개혁 방안이 요

대한 철저한 사전분석을 바탕으로 경제사회 여건

구된다.

에 부합되는 정책과 사업을 선택하고 민간이 더 효
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민간

다. 재정지출 구조개혁 방향
■ 조경엽

으로 이양하여야 한다. 또한 총지출 증가억제와 재
정건전성 도모를 위해 경기자동안정화 장치로서의
재정운용과 미래의 재정수요에 대비한 국가채무의

지난 5년간 재정지출은 연평균 9.2%씩 증가하

관리강화가 요구된다.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여, 2008년도 재정지출규모는 218조6천억 원에

재원배분 확대 및 복지재정의 불합리한 부분이나

달해 2004년 대비 약 65조1천억 원이 증가하였다.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성장을 통한 양극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공무원 감축, 행정조

화 해소와 복지향상 추구 또한 기본방향 중 하나이

직 축소, 공기업의 민영화, 법인세 인하 등 강력한

다.

공공부문 개혁을 통해 제2의 성장을 모색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공공부문의 비대화, 민영화의 중

재정개혁의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재정운영시스

단, 복지지출의 확대, 국토발전 사업 확대 등으로

템의 개선을 통한 재정준칙 확립과 재정지출의 효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 또한 양극화 및 고

율성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선 및 지출상한제

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지출의 급속한 증가와 더불

도입을 통한 재정규율 확립, 재정정책의 예측가능

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수급불균형

성 제고를 위한 총액배분 자율예산편성제도 개선이

으로 인한 재정의 위험성이 가중되는 등 재정수요

요구되며 정책목표와 우선순위를 확고히 확립하고

의 구조변화에 따른 재정의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

이에 맞는 재정지출구조의 개선과 함께 연기금의

다. 한편 재정지출의 확대와 세입기반 약화로 국가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각 기금운용의 합리화 방

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성장잠재력의 둔화

안과 특별회계와 기금의 일반회계화 방안을 모색해

로 국가채무의 지속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야 할 것이다.

참여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는 우리나라 재정지출 수
준이 OECD 평균보다 낮다는 데 그 근거를 두고 있
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재정범위는
지나치게 협소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재정
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과소 추정된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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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기업 개혁
■ 조성봉

참여정부 들어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되던 공기업

개혁이 전면 중단되고 공기업의 비대화가 진행되었

마. 공정거래 및 대기업정책

다. 공기업은 자연독점적인 성격과 운영의 비효율
성, 자원배분의 왜곡 및 정부 개입과 공공부문의
무분별한 확장에 의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공
기업의 독점은 잠재적인 민간의 진입과 경쟁유도를
어렵게 하고 소비자의 선택과 경쟁의 부재에 따른
상품시장에서의 규율적용이 불가능하게 된다. 또
한 다중적 대리인 문제, 정보의 비대칭성, 취약한
시장규율 메커니즘, 연성예산제약의 문제로 인한
공기업 운영상의 비효율이 발생한다. 한편 공기업
은 공익성을 수익사업과 병행 추구하면서 자원배분
의 왜곡을 초래하게 되며 정부의 개입과 공공부문
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인한 공기업 자체적 구조개
혁의 한계와 인센티브의 결여 또한 문제점으로 지
적되고 있다. 차기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
기 위하여 공기업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공공부문의 상업적 기능과 공공적 기능을
원칙적으로 분리하여 상업성을 추구하는 조직에 대
해서는 민영화를 추진하고 공공성이 강한 영역은

■ 이인권·김현종

현재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는 일반 경쟁정책과 기
업집단에 대한 규제정책으로 분류된다. 일반 경쟁
정책으로는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부당한 공동행
위규제, 기업결함심사 등이 주요 대상으로 경쟁정
책이 본연의 기능이라 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는 최근 몇 년간 경쟁과정의 보호 내지 경쟁촉진이
라는 경쟁정책 본연의 역할을 제고한다는 취지하에
서 합리적인 기업결합 심사와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매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 및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회사법상의
규제로는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관련 규제와 기관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권제도와 더불어 증권집단소
송제도, 이중대표소송제도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적극적인 경영감사와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
및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별도의 기관으로 분리해야 한다. 또한 공기업 또는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그간 경제력집중이 시장

준공공기관이 정부부처를 대행하여 추진하여 왔던

경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객관적인

정책 및 그 보조 기능을 정부조직으로 이관하는 등

분석이 결여된 채 대기업규제논리를 대변하며 시장

공공부문의 기능과 관련한 철저한 재검토가 이루어

의 경쟁유지 및 경쟁촉진이라는 본연의 기능에서

져야 한다. 또한 공기업에 대한 경영개입을 최소화

벗어나서, 경제력집중 해소라는 정책목표를 달성

하고 기업형 공기업에 대한 공익성 강요 및 교차보

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기형적인 입법체계를 가지

조와 가격규제를 최소화함으로써 공기업의 자율성

게 되었다. 회사법상의 규제 또한 전문가 확보의

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적절한 규율 메커니즘

어려움과 더불어 각 기관 간 이해상충 및 비용 문제

을 확보하여 공기업의 민영화가 더 성공적으로 실

로 인한 규제의 비효율이 발생한다.

현될 수 있도록 한다. 민영화는 오랜 시간과 세심
하고 복잡한 과정을 요구하는 장기적인 절차이므로

이에 대한 정책대안으로는 우선 공정거래정책 운

규율메커니즘과 시장환경의 개선까지도 고려하여

용 틀을 경쟁유지 및 경쟁촉진의 방향으로 대전환

구체적인 민영화 일정과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필

하여야 하며 향후 공정거래정책은 경제력집중 자체

요하다.

를 막는 데 주력하기보다는 경제력집중을 통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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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 또는 반경쟁적 행위 등 경

중요한 것은 인구규모 자체가 아니라 인구증가로

제적 비효율을 유발하고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키는

인해 발생하는 교통, 환경, 주택 등의 제반문제를

것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특히 공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것이다. 즉 비수도권 지역

정거래법상 기업집단규제는 각 해당법제의 완화 및

침체의 근본원인은 해당 지역 내부에 존재한다고

철폐가 요구된다. 한편 회사법상의 규제의 경우 해

볼 수 있으므로 수도권 규제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

당법제가 현 실정에 적합한지에 관한 검토가 우선

의 발전을 유도한다는 정책은 개방경제체제에서 효

되어야 할 것이며 효율적인 제도운용을 위한 제도

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수도권 규제의 틀은

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권역구분이 지나치게 넓고 조악하며 권역별 행위제
한은 지극히 미시적이고 세밀하다. 게다가 다양한

바. 수도권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
■ 최충규

법률에 의한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
로 지적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수도권
규제는 공업용지 부족과 영세사업장의 양산을 불러

수도권 및 지역개발 계획의 체계는 국토종합계획

오며 투자가 지체되거나 무산되고 외자유치 또한

과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최상위계획으로 하여 그 아

좌절되는 등 경제적 손실과 함께 삶의 질을 저하시

래에 수도권 정비계획,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도시

키며 개발격차를 확대시키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이 위계를 이루고 있다. 참
여정부는 과거의 급속한 압축성장으로 인해 수도권

이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우선 수도권정비계획법

은 교통혼잡, 환경오염, 토지 및 주택의 부족 등 과

의 폐지가 요구된다. 향후 수도권정책은 수도권의

밀의 폐해에 시달리고, 비수도권은 인구 및 자본의

도시기능을 제고하여 동북아지역의 고급도시서비

유출로 정체와 침체를 겪고 있다고 진단하고 2004

스 공급센터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

년 1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균형

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초점을 맞춰

발전을 최고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야 한다. 또한 광역적 계획관리체제를 도입해야 한

한편, 정부는 그동안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추진

다. 수도권이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함에 따라 교통

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집중과 지역간 발전격차가 해

문제, 주택문제, 상하수도 문제, 환경문제 등이 모

소되지 않음에 따라 2007년 7월‘2단계 국가균형

두 광역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발전 종합계획’
을 수립하였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수도권 지자체들이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상호 협력하는‘계획적 관리’

수도권 및 지역균형발전정책은 두 가지 기본 전

필요하다. 그 외 분권화를 통한 지역발전의 촉진,

제와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하나는 수도권

광역거점발전정책의 추진, 단기적인 수도권 규제

인구가 과다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수도권의 인구집

의 개혁 등이 요구된다.

중 억제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
는 비수도권의 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가 불가피
하다는 것이다. 현재 국토면적의 1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48%가 몰려 있다는 통계수치가
수도권 인구가 과다하다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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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주택 및 부동산 정책
■ 이병기

가 대대적
1998년 외환위기 직후‘국민의 정부’

인 규제의 완화 및 폐지를 단행하면서 부동산 시장

제의 재검토 등이 요구된다.

의 기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가 폐지되었지만,
2001년 하반기 이후 계속하여 부동산가격이 크게
상승하자 참여정부의 정책기조는 다시 규제중심으
로 환원되어 투기적 세력의 개입방지, 투기적 수요

아. 규제개혁추진체계 개선방안
■ 이주선

억제 및 분양가 상한제 등과 같이 시장경제 원리보

대대적인 규제개혁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의 체

다는 투기적 수요의 인위적인 억제를 통한 주택·

감도는 낮고, 정부의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해 왔다. 그로인해 현재

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기업환경 비교에서

시장상황은 안정기에 접어든 것이라기보다는 과도

우리나라 순위는 30위 수준(세계은행 기업환경지

하고 중첩적인 각종 부동산규제로 인해 부동산거래

수)이다.‘보다 좋은 규제’
를 위해서 규제품질을 제

가 사실상 실종된 상태로 볼 수 있다. 특히 2007년

고하고, 규제시스템 자체를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

4월 주택법 개정으로 민간택지에 건설되는 20호

가는 규제개혁추진체계의 효율성 확보는 규제개혁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체감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

공개제도가 적용되면서 신규주택 공급량의 감소 및

진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규제관리를 효과적으로 행

품질의 저하, 배분문제와 더불어 분양프리미엄 및

할 수 있도록 효율적 규제개혁추진체계를 구축하는

암시장 형성 등의 경제적인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며

것이 급선무라 할 수 있다.

분양원가공개제도의 경우는 시장원리에 어긋나고,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

현재 규제개혁추진체계는 정부 내 부처 간 이해
관계 갈등을 해소하여 광범위한 협력을 확보하고

더욱이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경

규제개혁 성과를 높이기 위해 별도의 추진기구를

되었던 부동산 관련 정책의 변화가 국민들로 하여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으로 이원화되었

금 도입된 정책이나 제도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가

다. 이와 같은 추진체계의 이원화는 항구적인 규제

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을 갖게 하였으며 정부의

개혁추진체계의 정부 내 정착에 장애물이 될 수 있

각종 부동산규제 확대는 결과적으로 주택·부동산

고 규제개혁 추진에 있어서 중복과 비전문성을 강

거래의 위축을 초래하게 되었다.

화하여 실질적으로 규제개혁을 규제완화나 규제품
질관리단계에서 규제관리의 단계로 진척하는 것이

이에 대한 차기정부의 주택·부동산정책의 개선

어려워지는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

방향으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및 거래세 등 부동

다. 한편 입법부를 통한 규제의 우회적 도입방지장

산 관련 세제를 개선하고 재건축·재개발 관련 제

치가 결여됨으로써 과거 행정부에 의해서 주도되던

도의 개편과 용적률 상향조정 등이 단기 정책과제

정부의 역할이 3권분립의 강화로 인해 약화되고 이

로 제시될 수 있다. 중장기 정책과제로는 택지공급

익집단의 이해관계 갈등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

활성화를 위한 토지이용규제의 합리화와 분양가 상

시점에서는 향후 더욱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제 및 분양원가공개제,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제

한 합리적인 규제개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

도의 개선 및 폐지가 바람직할 것이며 유사사업 간

성을 갖춘 인력 및 이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의 확보

의 형평성 원칙에 위배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가 일차적인 선결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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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우선 법 개정을 통해 규

해 당선된 선거직 관리들에게 책임을 지는 것이 아

제개혁위원회를 독자적 정부조직으로 출범시키는

니라 국민의 니즈를 파악하여 이를 전달하는 고객

행정부 규제개혁추진체계의 확대 강화, 국회 규제

지향적인 공기업으로 변모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개혁위원회의 상설화와 정책연구 기능의 확대, 지

이와 더불어 투입이 아니라 성과에 초점을 두고 효

방자치단체 규제개혁추진체계의 제도화와 중앙-

율적이고 효과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전략이

지방간 공조체제 구축, 총체적 공공부문 개혁 관리

필요하다. 이때 성과지향 조직은 규칙 지향 조직에

고위 심의기구의 상설 운영 등을 통해 규제개혁추

비해 부정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

진체계를 개선하고 규제영향분석의 내실화 방안의

보기술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업무를 투명하게 하

마련, 규제관리 효율화를 위한 규제정보시스템의

여 부패 발생가능성을 낮추는 별도의 노력이 필요

구축과 규제지도 완성, 규제 및 규제개혁 관련 교

하다.

육훈련의 강화와 체계화, 규제일몰제와 규제총량
제의 정상적인 운용을 통한 규제총수 관리 등을 통
해 규제 관리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나 공공기관은 지출보다 수익에
초점을 두고 수익을 적극적으로 창출해야 할 필요
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잉여자원의 적극적인 활

자. 공공기관 서비스 프로세스의 혁신
■ 변지석(홍익대)

공공기관은 민간기업과 같이 직접적인 경쟁에 처

용 및 수익자 부담의 수수료 징수, 새로운 기술의
활용 등으로 실현될 수 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은
사후조치가 아닌 사전예방에 초점을 두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공기관의 경쟁력이 국가 경
쟁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공

전통적으로 국민들에게 광고효과가 없는 사전예

공기관의 혁신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공공기관

방에는 소홀했던 공공기관의 비효율적 행태의 혁신

은 대부분 관료적이고 독점적이기 때문에 비효율적

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 외 규정이나 규칙이 아닌

일 수밖에 없다. 최근 우리 정부는 각종 위원회를

비전과 목표를 위해 행동하고 원가절감, 품질향상,

만들어 다방면에 걸쳐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을 추

시장변화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민

진하고 있으나 혁신의 실직적인 효과는 잘 나타나

영화 또는 아웃소싱 등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노력

지 않고 있다. 이에 기업가적인 마인드로 공공기관

과 함께 지역사회로 일부권한을 위임하거나 참여에

을 혁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요구된다.

대한 인정과 보상을 보장함으로써 공공기관 임직원
들의 적극적인 참여환경을 조성하여 업무몰입도를

공공기관의 혁신은 민간기업과는 비교할 수 없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정도로 어렵다. 민간기업들은 최고경영자의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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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있으면 얼마든지 혁신이 가능하지만, 공공기관

또한 민간기업의 경우 혁신활동의 핵심이 전사적

의 혁신에는 많은 제약요인들이 있다. 이런 제약요

인 협력과 참여이듯 공공기관의 혁신에는 전 정부

인들을 극복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프로세스 혁신이 무리없

한 지속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또한 국민을 고객으

이 가능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정보기술의 효과

로 여기고 정부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선거에 의

를 극대화하도록 한다. 정보기술분야에 대한 투자

2007년 시장경제연구백서

는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신중한 투자를 통해 그

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거시경제운용 방향에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관한 제언에서부터 조세·재정, 공기업 및 대기업
정책, 각종 규제에 관한 제언 등 정부의 역할에서
빠질 수 없는 제반 정책부문을 총망라한 연구이다.

3. 평가

본 연구가 새 정부 출범 초기 정책 입안자들에게 전
반적인 경제운용에 있어서 중요한 방향과 정책 과

본 연구는 새 정부가 취해야 할 장·단기 정책들
에 대한 민간의 시각에서 조망한 제언들을 정리하

제를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적
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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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주│제│별│연구과제│

허찬국 외

2007년 우리나라 경제는 상저하고의 모양새를 보이며 연간 4.8%의 성장률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설비투자가 예년보다 저조했으나 수출 등의 호조로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했다. 2008년에는 국제신용시장의 경색과 미국 경기침체 가능성
증대, 원자재 가격의 급등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내수의 회복세가 지속되
어 연간 5.1%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국내외 경제동향과 현안에 대한 심층분석을 바탕
으로 향후 경제의 흐름을 정확히 예측함으로써 기

2. 연구내용
2007년 5월호(통권 제17-1호)
독일의 노동 및 공공 개혁 성과와 시사점

업의 대응전략 마련을 용이하게 하고 경제정책 당
국에 바람직한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소비·투자 등 내수부문의 회복세로 1/4분기를

있다. 실물경제, 금융시장 여건, 해외경제부문 등

저점으로 성장률이 점차 증가하면서 2007년 연간

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과 예측은 자체 경제연구소

성장률은 4.4%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물

를 보유하지 않은 본원의 대부분 회원사에 직접적

가는 국제유가 진정, 환율하락 등으로 2%대의 안

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의가 있다. 정책방

정세를 보이겠으나 하반기로 갈수록 공공요금인상

향 제시는 민간의 시각을 대변하는 종합연구소로서

과 내수회복세의 영향으로 오름세가 확대될 것으로

의 본원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예상된다. 경상수지는 서비스수지 적자가 상품수
지 흑자규모를 추월하면서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슈분석으로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독일경
제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최근 독일경제는 성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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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고용개선, 물가안정 및 재정적자 축소 등 이른

라 경제 전체의 안정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며 특

바‘골디락스(goldilocks)’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히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정책금리 인상은

이는 세계경제 호조의 영향뿐 아니라 노동 및 공공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부문의 구조개혁의 성과에 힘입은 바가 크다. 노동
시장의 유연성이 제고되면서 노동비용 하락, 고용
환경 개선, 실업률 하락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 공

2007년 10월호(통권 제17-3호)
2008년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무원 감원·상여금 삭감 등 공공부문 개혁으로 공
공부문의 효율성이 제고되었다.

2008년 성장률(실질GDP 기준)은 올해 추정치
(4.7%)보다 높은 5.1%로 전망된다. 수출은 미국

2007년 8월호(통권 제17-2호)
최근 설비투자 결정요인과 시사점

등 세계경제 성장률 하락, 원화절상 등에도 불구하
고 수출다변화, 제품경쟁력 제고에 힘입어 크게 둔
화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부문은 새 정부

국내외 금융불안의 영향으로 2007년 성장률

출범, 북핵리스크 감소 등에 따른 대내여건 개선에

4.4% 전망을 그대로 유지한다. 성장률 확대 등

힘입어 꾸준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2/4분기중 실적 개선은 2007년 연간 성장률의 상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및 국제원자재 가격 강세,

향조정 요인이지만 이는 최근 진행 중인 미국의 서

내수 회복세 지속 등의 영향으로 올해보다 높아 질

브프라임 사태 및 엔 캐리 청산 등 금융시장 불안의

것으로 보이며, 경상수지는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

부정적 영향에 의해 상쇄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로 인해 98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

의 서브프라임 사태는 미국 등 세계경제의 성장세

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를 둔화시켜 하반기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
이다.

2008년 거시경제 여건이 과거 정부 출범 때에 비
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만큼 새 정부가 경제 활성화

금융시장 불안으로 견조한 회복세가 기대되었던

및 성장잠재력 제고를 추진할 경우 그 성공 가능성

설비투자의 증가세를 다시 둔화시킬 것이다. 우선

이 높다. 따라서 출범 초기부터 일자리 50만개 창

설비투자에 가장 큰 영향이 미치는 변수인 민간소

출 등과 같이 구체적인 목표를 내걸고 내수 활성화

비가 2/4분기 이후 둔화됨에 따라 하반기 설비투자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①

증가율 둔화도 불가피하다. 또한 상반기 설비투자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를 통한 고용확대 ②감세를

증가에 상당 폭 기여했던 중소기업 및 서비스업에

통한 공공부문 축소와 민간부문 활성화 ③출자총액

대한 자금흐름이 금융불안의 여파로 경색될 가능성

제 폐지, 수도권 규제완화 등을 통한 투자 활성화

이 높다. 민간소비도 에너지가격 상승, 금리인상

가 시급하다.

등으로 소비여력이 축소되고 있는 데다 금융불안으
로 소폭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하반기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상반기에 비해 확대될 것으로

2007년 12월호(통권 제17-4호)
2008년 우리 경제와 새 정부의 과제

보인다. 금융시장 불안이 실물경제에 끼치는 부정
적 영향을 감안할 때, 정부정책은 금융시장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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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성장률(실질GDP 기준) 전망치를 지난

10월 전망 때와 같은 5.1%로 유지했다. 세계경제

션 가능성에 대한 대응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 셋

성장률 하락, 국제유가 강세, 국제금융시장 경색

째, 규제완화의 방향과 일정을 조기에 제시하여 기

등으로 대외여건이 악화되었음에도 비교적 낙관적

업의 투자촉진을 도모해야 한다. 넷째, 법질서 준

인 전망을 그대로 유지한 셈이다. 성장지향·친시

수원칙을 취임 초에 확립해야 한다. 다섯째, 현 정

장적 정부에 대한 기대, 북핵 리스크 감소 등으로

부와 협조하여 한·미 FTA 국회비준을 조기 추진

소비·투자 등 내수회복세가 확대되고 수출도 해외

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향후 물가안정을 위한 금

시장 다변화, 제품경쟁력 제고에 힘입어 제한적인

리인상 압력이 예상되지만 정책금리 결정에 있어

둔화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한편 소비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점도

자물가는 국제유가 및 국제원자재 가격 강세, 내수

비중 있게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당선

회복세 지속 등의 영향으로 2004년(3.6%) 이후 4

자의 유류세 및 부동산세 인하 공약도 내수경기 활

년 만에 처음으로 3%대의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전

성화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실천되어야 한다.

망했으며, 경상수지는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로 인
해 98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약 14억 달

KERI Economic Bulletin

러)로 반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한국경제 현황과 전망에
2008년 성장을 위협하는 잠재적 불안요인에 대

관련된 정보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주한

한 대응책으로는 첫째,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시중

외국대사관, 외국의 주요 연구소 및 대학교, 외국

금리하향 유도, 부실PF 대책 마련 등으로 금융시

의 주요 기관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한

장안정을 도모함으로써 한국판 서브프라임 문제 발

국경제의 흐름과 향후 전망에 대한 대외적인 이해

생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둘째, 고

를 증진함과 동시에 한국경제연구원의 국제적 위상

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글로벌 인플레이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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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2007 장기 거시경제 모형과 전망결과

김학수

우리 경제에 가장 크고 지속적인 성장을 유발하는 요인은 총요소생산성의 지속적
증가로 나타났으며, 법인세 부담완화가 같은 크기의 재정지출 확대보다 유형고정
자본형성 및 노동수요 확대에 효과적이고 더 높은 경제성장을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외환위기라는 한국경제의 큰 전환점을 전후하
여, 한국경제의 성장은 과거 요소투입주도형에서

2. 연구내용

기술진보로 대변되는 혁신주도형으로 전환되고 있
으며 재정부문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은 혁신주도형으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구조의 변화 속에서 국

로 전환되고 있으며 재정부문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가경제와 기업경영의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

한 한국경제의 장기 성장경로에 대한 수요가 증대

는 혁신주도형 경제를 설명하는 주요 변수인 총요

되고 있다.

소생산성의 역할을 강조하고 재정부문을 모형에 포
함하고 있다.‘KERI 2007 장기 거시경제 모형’
의

한국경제의 장기 성장경로에 대한 대내외 수요에

궁극적 목적은 한국경제의 20~30년 시계 장기전

대응하고 대표적 민간 경제연구기관인 본원의 위상

망에 있으므로, 1~2년 시계의 단기 전망에 적합하

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경제연구원 고유의 장기 경

게 구축된 수요중심의 기존의 분기별 모형과는 달

제전망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이용하여 주요 거시

리 공급중심으로 구성된다.

경제변수에 대한 2030년까지의 장기 전망결과를
도출하여 한국경제가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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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된 모형을 이용하여 총요소생산성, 원/달러

환율, 원유 도입가격, 세계 수입물량, 재정지출 비

하에서는 2007~2030년의 기간 동안 연평균

중, 법인세비중 등 주요 외생변수들에 일정한 변화

4.17%의 GDP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

가 발생했을 때 주요 내생변수들에 발생하는 변화

다. 한편 한국경제가 총요소생산성 개선에 실패하

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 경제에 가장 크고

여 과거 1970년대에 보였던 0.7%의 저조한 총요

지속적인 성장을 유발하는 요인은 총요소생산성으

소생산성 증가율을 보인다고 가정한 비관적 시나리

로 나타났다. 총요소생산성이 1% 증가할 때 GDP

오에서는 연평균 1.88%씩 GDP가 증가하는 데 그

는 연평균 1.0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화

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가치가 5% 절상되거나 원유 도입가격이 20% 증가
하는 경우에 GDP는 각각 연평균 0.2%와 0.4% 감

비관적 시나리오가 전개되는 경우 한국경제는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계 수입물량이

2018년부터 2% 미만의 저조한 경제성장을 보일

1% 증가하는 경우 GDP는 연평균 0.22%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며 기준안 전망결과에서도 2025년

것으로 분석됐다.

부터는 2% 미만의 GDP 성장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관적 전망결과나 그 이상의 경제성장

경상GDP 대비 재정지출 비중을 0.1%포인트 확

을 달성하여 과거 한국경제가 이룩했던 고성장의

대하면 실질GDP는 연평균 0.037% 증가하는 것으

열매를 다시 향유하기 위해서는 총요소생산성이 연

로 분석되었으나 법인세 비중을 0.1%포인트 감소

평균 2.7% 이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된

하면 실질GDP는 연평균 0.17% 증가하여 법인세

다. 그러나 보고서는 총요소생산성 1%를 증가시키

감면이 같은 규모의 재정지출 확대보다 경제 전반

기 위해 어떠한 정책이나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에 더 큰 긍정적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

구체적 결과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후속

다. 또한 경상GDP 대비 정부의 재정지출 비중을

연구과제 중 하나로 남겨두고 있다.

0.1%포인트 확대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30%를 법
인세수 증가로 확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비중 증
가에 기인하여 유형고정자본 형성이 감소하게 되

3. 평가

고, 감소한 유형고정자본 형성은 보완관계에 있는
노동수요를 위축시켜 연평균 0.01%의 GDP 감소
를 초래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보고서는 한국경제연구원 고유의 장기 거시경
제모형을 구축하고 그에 기초하여 2030년까지의
장기 전망을 시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최근

외생변수들에 대한 일련의 전제하에서 2007~

성장잠재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

2030년까지의 주요 거시경제변수들의 성장경로를

는 상황에서 거시경제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이용

전망한 결과에 따르면, 총요소생산성이 과거 37년

하여 수행한 전망을 통해 향후 우리 경제의 방향성

간의 평균 성장률인 1.8%씩 증가한다고 가정한 기

을 제시하고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특히 단기

준안의 경우 한국경제의 GDP는 전망기간 동안 연

적 경제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의 분기별 전망

평균 3.14%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총

모형과는 달리 장기의 경제성장을 전망하는 모형을

요소생산성의 변화 추이 중에서 1981~1997년까

구축하고 이를 운용하여 장기적인 경제의 전망과

지의 연평균 증가율인 2.7%를 가정한 낙관적 가정

이에 대한 정책 대안을 분석하고 있다는 점은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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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기별 경제전망 모형과 뚜렷한 목적의 차이를

형 내에서 크게 강조하고 재정부문을 모형에 도입

가지고 있으며, 총요소생산성에 따른 장기의 경제

한 점은 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크게 기

성장을 전망하는 연구로서 차별적 의의를 가진다.

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연구원내 장기전망 모
형의 부재로 대표적 민간 연구기관으로서 향후 미

국민경제가 혁신주도형 경제로 이행되고 있는 동

래의 전망을 수행하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할 때 한

시에 인구고령화 및 복지확대의 필요성이 급격히

국경제연구원 고유의 장기 전망 모형을 구축한 것

요구되는 시기에 단기적이고 수요중심적인 경제전

은 연구원의 연구역량 확충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망은 장기적인 경제방향 제시에는 미흡하기 마련이

할 수 있다.

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총요소생산성의 역할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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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위안화 절상의 효과 및 대응방안
│주│제│별│연구과제│

김봉한(공주대)·남수중(공주대)·허찬국

우리나라 최대 수출시장이자 투자처인 중국의 경제적 변화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 의하면 중국의 위안화는 상당 수준 저평가되어 있다.
또한 중국 위안화의 절상이 미치는 영향을 중력모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위안
화의 절상은 우리나라의 미국과 중국에 대한 최종재 수출은 늘리지만 중국에 대
한 중간재 및 자본재 수출은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되었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중국경제의 부상이 우리 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

본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전반부는

치기 시작한 것은 이미 10년 가까이 되었다. 중국

중국의 환율제도의 변화에 대한 연구이고, 후반부

은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자리매김했을 뿐만

는 위안화의 가치상승이 미치는 효과를 계량모형을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최대 투자처이기도 하다. 그

사용해서 분석하는 것이다.

만큼 중국경제의 주요 문제는 잠재적으로 우리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 중 한 가지가 중국 위안

전반부에서는 첫째, 중국의 대내외 불균형을 살

화의 미국 달러대비 환율이다. 미국은 대중 무역적

펴보고 현재의 중국의 환율제도를 평가한 후, 향후

자가 기록적 경상수지 적자의 주된 원인이어서 수

어떻게 변화되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중국이 현재

년 전부터 위안화 절상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실시하고 있는 복수통화바스켓제도가 실제로 달러

또한 중국 환율의 큰 변화는 원화의 절상 압력으로

페그제도이라는 미국의 주장을 Frankel and Wei

작용하는 등 우리에게 여러 경로로 영향을 미칠 것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그 결과 2005년 7월 이후 위

이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위안화 절상 가능성은

안화의 달러화에 대한 완전한 페그는 사라졌지만

우리 수출기업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에 미치는 효

여전히 달러화가 위안화 가치결정에 절대적인 영향

과가 매우 크다. 본 연구는 위안화 절상 가능성과

을 발휘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다음으로 고정환율

그 파급효과를 점검하고자 한다.

(fixed exchange rate), 자본자유화(free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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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ement), 독립통화정책(independent

출입품목을 자본재, 중간재 및 최종재로 나누어서

monetary policy) 등 세 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중력모형을 추정하였다. 위안화의 절상이 우리나

만족할 수 없다는 소위 삼위일체 불가능성

라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는 최종재에 있어

(impossible trinity) 이론을 중심으로 중국 환율제

서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도의 변화방향을 전망하여 중국의 거시경제 전반적

나타났지만, 중국에 대한 자본재와 중간재의 수출

인 측면에서 중국 환율제도의 개혁을 살펴보았다.

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반부에서는 위안화 절상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

또한 위안화 절상이 우리나라의 FDI 유입에 미

하였다. 먼저 위안화의 저평가 정도를 기존의 연구

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위안화 절상의 중국에 대

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연구방법에 따라 위안

한 FDI 유입 감소효과는 유의적이었으며, 우리나

화의 저평가 정도가 크게 차이나지만 평균적으로

라에 대한 FDI 유입 증가 또한 유의적으로 발생하

25% 정도 저평가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여러 측

였다.

면에서 볼 때 향후 위안화 가치상승의 가능성은 매
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GVAR모형을 사용하여 위안화 절
상이 중국의 주가와 우리나라의 주가에 미치는 효

위안화의 절상이 중국의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
를 오차수정모형으로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위안

과를 분석하였으나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
났다.

화 절상으로 중국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중국의 금리인상의 경기안정화 효과
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이 금리

3. 평가

인상이나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대내외 불균형문제
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함축한
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중국 위안화 절상이 우
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런 시사점은 기대되었던 것이지만 효과가 미치는

다음으로 위안화의 절상이 우리나라와 동아시아
국가의 무역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동아시
아 국가 간의 생산 네트워크를 반영하기 위해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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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나 경로에 대해 다양하고 자세히 평가한 것이
본 연구의 독특한 기여라 하겠다.

한국의 외환위기 10년: 전개과정과 추후 과제연구
│주│제│별│연구과제│

박영철(서울대) 외 12인

과거 30년 동안 고도성장을 지속하던 한국경제는 1997년에 갑작스러운 외환위
기를 겪으면서 급격한 경기침체와 사회 불안을 겪었다. 그러나 위기의 충격이 예
상 밖으로 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회복속도 또한 빨랐으며 여러 부분에
걸쳐 구조개혁이 꾸준하게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이제 지난 10년을 돌아보며 과
연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게 된 원인은 무엇이며, 경제 위기를 가져온 모든 문제
들이 그동안 해결되었는지, 그리고 위기 해결을 위해 각 부문별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우리가 외환위기를 극복하
면서 지금까지 달성한 경제적, 구조적 개혁의 성과가 무엇인지 진단하고, 각 분
야별로 앞으로 남은 중요한 과제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률이 4%대에 머물고 있는 등 외환위기의 후유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다.

2007년은 한국경제가 외환위기를 경험한 지 10
년이 되는 해이다. 10년이 갖는 특별한 의미로 인

외환위기의 영향은 비단 경제부문에 국한되지 않

해 외환위기가 남긴 상처와 교훈에 대한 논의가 분

았다. 외환위기가 가져온 경제적 손실에 못지않게

분하다. 갑작스런 외환위기로 한국경제는 예상하

사회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 공동체에 대한 정체

지 못한 경기침체를 경험하였다. 과거 7%를 넘던

성과 가치규범의 상실 등 한국“사회의 질(social

경제성장률이 위기가 시작된 지 1년 만에 -6.8%

quality)”
이 추락했다고 한다. 위기로 인해 확산된

로 떨어지고 2.5%를 밑돌던 실업률도 1999년에는

심리적 불안은 사람들의 행동양식도 변화시켰다.

8.6%까지 급증하여 45만 명 수준이었던 실업자가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불확

한때 170만 명을 넘어 섰다. 1999년부터 실물경제

실성에 대한 회피 행동”
과“확실성 조기 확보 행동”

는 급속한 회복세를 보였지만 또 다시 대우사태,

이 강화되어 교사나 공무원 등 안정적 직업에 대한

가계부채 대란 등 금융시장 교란이 반복된 바 있

선호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다. 그 이후 한국경제는 2003년 연평균 경제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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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한국경제와 한국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외환위기의 발생 10주년을 맞아 본 연구는 외
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변화를 분석하고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정리하여 보았다. 외환위기가

가 . 외환위기 이후 통화 및 환율정책의
평가 및 전망
■ 신관호(고려대)

왜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외환위기 이후 추진된 한국의 통화 및 환율정책

를 단순히 정리하는 차원을 넘어 현 경제상황에 대

의 가장 큰 특징은 인플레이션 타깃팅과 변동환율

한 시사점과 교훈을 찾아보려고 노력하였다. 외환

제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다. 통화정책의 이러한

위기로 인해 한국경제가 크게 변화하였기에 위기의

변화는 통화량 지표의 유용성 저하와 자본시장 개

원인을 제공했던 상황과는 질적으로 다른 현안들이

방 추세로 인해 불가피하게 선택된 것이다. 이러한

제기되고 있어 위기의 발생 원인과 전개과정만을

변화 이후 지금까지의 성과를 살펴보면 성공도 아

논의하는 것이 이미 부적절한 관심사가 되어 버렸

니고 실패도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기 때문이다. 일례로 1997년 말에는 외환보유고
고갈이 초미의 관심사였으나 지금은 과도한 외환보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인플레이션은 3%를

유고의 운용방안이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약간 초과하는 안정적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본 연구는 지난 10년간 외환위기로 인한 한국경제

다른 선진국과 주요 신흥국가들에 비해 결코 우수

의 변화 과정을 돌아보되 과거 분석보다는 미래 지

한 성적이라 볼 수 없다. 이 기간 중 낮은 인플레이

향적 시각을 가지고 위기의 전개과정을 정리하고

션은 통화당국자가 굳은 의지를 가지고 인플레이션

그로인해 우리 경제가 당면하게 된 새로운 과제에

에 대응한 결과라기보다 주로 국내외 여건이 호전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이 기간 중 한국은행
은 경기변동에 매우 적극적으로 대처하였으며

본 연구는 모두 11개의 세부주제로 구성되어 있

2001년에는 특히 물가가 상당히 불안하였음에도

다. 우선 제1장에서는 통화정책, 재정정책, 조세정

불구하고 경기변동에 더욱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

책, 부동산정책 등 거시정책의 변화와 영향을 분석

바 있다. 또한 부동산과 주식과 같은 자산가격의

하였다. 제2장는 미시적으로 개별 산업과 시장의

상승에 그다지 큰 반응을 하지 않던 초기 모습과는

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 기

달리 최근 들어 정치권의 요구가 거세짐에 따라 부

업부문, 무역구조 및 대외개방 정책의 변화 과정을

동산의 가격 변화에 대해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이

주제로 다루었다. 제3장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사

고 있다.

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노동시장의 변화, 소득분
배 및 양극화 논쟁을 정리하였고, 마지막 장에서는

한편 인플레이션 타깃팅 정책과 결부된 변동환율

최근 한국경제의 성장률 저하 현상의 원인과 향후

제의 본격적인 도입은 환율불안정이라는 새로운 문

잠재성장률 추이에 대해 논의하였다. 각 장의 주요

제제기를 하게 되었다. 정부당국은 외환위기 이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수출 증대를 위해 환율절상 압력에 적극적으로 대
응하였지만 이러한 노력은 단기적 성과가 있었을
뿐 추세 변화를 꺾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2. 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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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환율개입은 직간접적으로 많은 비용을 수반

하였다. 장차 환율 변동성의 증가는 한국의 통화환

업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도덕적 해이 문제를

율 정책을 운용하는 데 가장 어려운 과제로 남을 전

심화시키는 등 여러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어 재정

망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본

정책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한 상황

연구는 동아시아 통화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

이다.

고 있다.
셋째,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재정 건전

나. 외환위기 10년, 재정정책의 역할 및 과제
■ 이창용(서울대)

성이 악화된 결과, 이제는 재정지출의 거시적 효과
와 더불어 미시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더욱이 고령화 추세로 인해 향

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추진된 재정정책의 특

후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

징과 교훈을 3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한국경제

로 예상되기에 재정적자의 확대를 막기 위해서는

가 외환위기로부터 신속히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지출 중 재정투융자 지출의 비중이 낮아질 수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신속한 금융구조조정이 이

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재정적자

루어졌기 때문이다. 1997년 11월부터 2007년 2월

를 확대시키고 있는 연기금,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

까지 금융구조조정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투

의 개혁을 서둘러야 하며, 그간 중소기업 지원과

입된 공적자금이 총 168조 원에 달한다. 이들 공적

사회간접자본 구축 등에 사용되어 왔던 재정투융자

자금은 대부분 부실은행에 대한 자본출자, 예금 대

지출이 축소될 경우 성장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급 등 금융구조조정에 사용됨으로써 재정지출의

정부 투융자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를

증가가 일반적인 경기부양 효과 외에도 은행의 신

위해서는 정부주도로 이루어져 왔던 중소기업지원

용창조 제약을 완화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였

프로그램 및 SOC 투자 사업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다. 즉 재정정책이 기존의 승수효과 외에 금융중개

유도하고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

기능의 정상화에 기여함으로써 통화승수까지 증가

다. 본 연구는 재정정책의 미시적 효율성을 높이는

시키는 효과를 가졌다는 뜻이다.

정책 사례의 예로 EU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변화를
정리하였다. EU의 사례는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재

둘째, 외환위기 이후 추진된 적극적 재정정책은

정정책이 재정정책의 거시적 효과에만 관심을 두었

경기회복에 기여하는 바가 컸으나 많은 부작용을

다면 앞으로는 재정정책의 미시적 효율성 제고를

수반하였다.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과 신용보증을

위해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연계하는 창의성이 필

통한 우발채무의 증가는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켜 한

요하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국은 더는 재정이 매우 건전한 국가라고 보기 어렵
게 되었다. 이는 한국경제가 다시 위기를 경험한다
면 이 전과 같이 손쉽게 위기를 극복할 가능성이 사
라졌음을 의미한다. 또한 위기의 회복과정에서 정

다. 외환위기와 한국 조세의 변화
■ 이영(한양대)

부보증 프로그램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면서 중장기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외환위기 전까지 우리

적으로 재정투명성이 악화되었다. 이와 함께 정부

나라의 재정은 매우 보수적으로 운용되어 왔기에

주도 보증 프로그램이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중소기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외환위기 직후 적극적인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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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역할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외환위기 극복 과
정에서 재정적자 규모가 크게 증가함으로써 재정건
전성 기조가 흔들리게 되었으며, 그 이후 복지재정
확충 기조와 맞물리면서 재정규율이 상당히 훼손되
었다.

라. 외환위기 이후 주택시장 구조변화와 주
택정책
■ 김경환(서강대)

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로 인해 1999년까지는
주택수요가 급감하고 주택건설 기반이 크게 훼손되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야기된 재정건전성의 약

어 주택가격은 폭락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

화의 의미를 더욱 엄밀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

부양대책과 전반적인 경기회복에 힘입어 1999년

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현 재정

부터 주택시장이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외환위기

상황이 적절한 수준인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 경제

를 계기로 금리, GDP 성장률 등 거시경제변수가

발전 수준, 인구 규모, 고령화 등을 고려해 OECD

부동산가격 변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국가들과 비교해 본 결과 우리나라의 재정 규모는

주택관련 규제완화와 부동산 금융제도의 확충 등으

외환위기 이전에는 OECD 국가의 평균적 성향을

로 주택산업 구조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반영한 적정 수준보다 낮게 유지되어 오다가 외환
위기 이후부터 2003년까지는 적정 수준보다 오히

외환위기로 인한 주택시장의 충격은 일시적이었

려 높아졌음을 볼 수 있었다. 주요 세입별로 보면,

던 반면 참여정부 시기의 주택 정책 기조의 변화는

개인소득세는 적정 수준에 대비하여 다소 작으며,

주택시장에 더 본질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고

법인세는 유사하며, 재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은

있다. 참여정부 시기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주요 선

오히려 적정수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국들에 비해 낮았지만 주택가격 상승률은 지역
별, 주택유형별, 규모별로 큰 격차를 보였다. 강남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조세정책의 발전방

등 이른바 버블세븐지역 아파트값 상승은 저금리,

향을 3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조세개

유동성 증가 등 거시경제 변수보다 국지적 수요공

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잠재성장률 향상에 초점을

급의 괴리가 중요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참

두고 인위적인 조세부담의 증가는 지양하여야 한

여정부는 강남 집값 상승의 중요 원인을 1가구 다

다. 둘째, 세목별로 보면 소득양성화와 감면제도의

주택 보유자들의 투기로 판단하여 세제강화 등 수

합리화를 통해 개인소득세의 비중을 소폭 증가시키

요억제 대책에 치중하였다. 그 결과 공급은 전국적

고, 세율인하, 감가상각제도 개선, 투자 세제 유인

으로 큰 문제가 없었으나 수도권과 서울에서는 대

제공 등을 통해 법인세수 비중을 낮추어야 한다.

폭 감소하였고 강남 재건축은 봉쇄되었다. 수요가

부동산 세수 총액의 증가는 지양하고 거래세 인하

많은 지역에 공급을 제한한 결과 정부의 적극적인

보유세 인상이라는 부동산세수 내 세목조정이 실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강남 집값이 가장 큰 폭으로 상

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대규모로 존재하고

승하였다.

있는 조세감면제도를 향후에는 좀 더 과감한 폐지
하여 세원을 더욱 넓히고 조세를 단순화시켜야 한
다.

종합부동산세 도입, 1가구 다주택 보유 양도소
득세 중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 상한
제 등은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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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주거수준의 향상에 역행할 소지가 있다.

한 점진적이나마 위험에 따른 차별화가 진전되고

단기 가격안정을 위해 도입된 반시장적 공급관련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규제는 장기적으로 가격불안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앞으로 주거수준을 제고하려면 질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금융의 양적 성장에도 불

적인 공급확대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구하고 실물부문에 대한 중개기능은 크게 약화되었

신도시 건설 같은 공급확대 대책이 발표되면 단기

다. 이러한 현상은 개별 금융기관의 재원배분 비효

적으로 해당지역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이

율성보다는 거시금융구조의 불균형성 심화와 금융

다. 따라서 공급확대 효과가 가시화되면 가격이 안

기관 및 자본시장의 위험흡수·분산 기능이 약화된

정되고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사실을

데 크게 기인하고 있다. 향후 실물부문에 대한 금

설득하여 공급확대 정책의 정치적 수용도를 높이는

융중개기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금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융수요의 질적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는 은행과 자본시장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금융구

마. 외환위기 이후 10년: 금융시스템의 변화
와 평가
■ 함준호(연세대)

조를 정립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은행의 기능이 강
조되어 온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의 저축결집 기능
및 정보 비대칭성 완화 기능과 자본시장의 위험흡
수 및 분산 기능이 더 유연하게 결합되어 최적의 금

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스템의 변화를

융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은행과 자본시장의 연

거시 자금순환구조의 변화, 대형화·그룹화 등과

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금

같은 금융산업구조의 변화, 미시 금융재원배분의

융정책의 목표를 금융기관의 대형화를 통한 자산성

효율성 변화라는 세 측면에서 살펴보고 향후 과제

장기반 확대 지원에서 겸업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를 논의하였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의 변

실현 및 금융서비스의 질적 확충으로 전환할 필요

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 특징을 강조하였

가 있다. 아울러 금융통합의 진전에 대응하여 효율

다. 첫째, 시장중심형 구조로의 전환을 목표로 금

적인 경쟁구조를 유지하고 시스템위험을 효과적으

융개혁이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구조조정

로 통제하기 위해 감독체제도 변화되어야 한다.

의 정책적 특성과 경제주체의 금융행태 변화로 은
행권에 비해 비은행부문과 자본시장의 성장이 상대
적으로 정체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둘째, 권역별
금융기관의 통합에 의한 대형화와 규모의 경제 실

바. 외환위기 이후 기업부문의 변화
■ 홍기석(이화여대)

현을 통해 금융기관의 수익력과 자본력은 가시적으

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기업부문에

로 제고되었으나, 그룹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범

발생한 다양한 변화들을 정리함으로써 그동안 기업

위의 경제와 겸업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는 아직 본

구조조정에 어떠한 가시적 성과가 있었으며 그로

격적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은행 등 금

인해 발생한 새로운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융중개기관의 기업여신은 가계여신에 비해 상대적

기업부문의 성과를 크게 고정투자, 수익성, 자본구

으로 위축되었으나 기업여신의 배분에 있어서는 점

조, 지배구조의 네 가지 측면으로 나눈 다음, 각 측

차 수익성과 위험이 중시되고 있으며, 여신금리 또

면에 대해 우리나라와 외국의 외환위기 사례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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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비교함으로써 기업부문에 나타난 변화에 대해

이는 대신 성장동력을 일부 희생한 것이라는 비판

공정한 평가를 내리고자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외

이 가능하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에 발생한 수익성

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기업부문은 고정투자, 자본

의 개선이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이나 여타 구조

구조, 수익성, 지배구조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여타

조정 노력에 따른 장기적 향상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시아 외환위기를 경험한 국가 및 남미의 외환위

아니면 투자부진과 이자율 하락에 따른 금융비용의

기 경험국들에 비해 비교적 성공적인 변화를 나타

감소에 기인한 단기적 현상인지도 불분명하다. 따

낸 것으로 보인다.

라서 앞으로 기업의 재무적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장기적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율은 크게

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산업

하락하였으나 이러한 투자부진은 다른 위기 경험국

간 혹은 기업 간 양극화는 적어도 통상적으로 사용

들에서도 공통적으로 관찰된다. 특히 국가 간 비교

되는 자료상으로는 그다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에 의하면 위기 이전에 기업부문의 부채비율이 높

나타난다. 따라서 기업부문의 양극화에 대해서는

았던 국가일수록 외환위기 이후에 투자율이 더 많

앞으로 더욱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위기
이전의 높은 부채비율 수준에 비해서 외환위기 이
후의 투자율 하락은 다른 나라들과 크게 다르지 않
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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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외환위기와 무역구조 변화
■ 김종섭(서울대)·박태호(서울대)

재원 배분의 효율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외환위기 이후 대외부문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

다른 외환위기 경험국에서는 그러한 변화가 뚜렷하

는 한국의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가 큰 규모의 경

게 관찰되지 않는다. 이 외에 우리나라 기업부문에

상수지 흑자로 바뀌었다는 것이며, 이로 인해 외환

서 나타난 부채비율의 하락, 수익성의 개선 등도

위기의 재발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고 할 수 있

대부분의 외환위기 사례에서 관찰되지 않는다. 지

다. 이러한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서

배구조는 자료의 제약 때문에 국가 간 비교가 어렵

는 경상수지 흑자로 인한 급속한 환율절상을 조정

지만, 우리나라의 위기 전후를 비교해 보면 외환위

하기 위해 잉여 외화를 다른 방법으로 유출시켜야

기 이후에 특히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가 개선된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외투자

것으로 판단된다.

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타 외환위기 경험들에 비해 성공적인

이에 반해 외환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교역

조정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부문

조건 악화는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1990년대

에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다. 먼저 투자 효

초기부터 계속된 교역조건의 악화 추세는 IT부분

율성의 개선, 수익성의 개선, 부도위험의 하락, 지

의 기술발전으로 인한 IT제품의 가격하락에서 비

배구조의 개선 등의 긍정적인 변화는 투자율의 하

롯되었으며 한국 수출과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다

락으로 대표되는 성장 둔화를 동반함으로써 이루어

고 볼 수 없다. 2000년대 들어서도 교역조건의 악

졌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성장과 안정 사이의 상

화는 계속되고 있지만 그 원인은 주로 에너지 광물

충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기업부문의 안정성을 높

자원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것으로서, IT제품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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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으로 인한 교역조건의 악화보다 경제에 더 큰

동안 일본과의 경쟁에도 불구하고 경쟁력 제고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역조건의 추

인하여 수출이 증가하고 무역수지가 개선되던 부문

세적인 악화보다 교역조건의 변동성이 경제에는 더

들은 앞으로 원/엔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될 것

큰 단기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OECD 국가 중 한

이다.

국의 교역조건의 변동성이 큰 이유는 한국의 수출
이 반도체 등 몇 개 품목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
다. 수출품목의 편중은 수출액 또는 수출증가의 변
동성을 증가시키며, 이로 인해 교역조건의 변동성
이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에도 한국

아. 한국경제의 구조적 변화: 대외부문을 중
심으로
■ 왕윤종(SK경영경제연구소)

의 수출품목 편중도는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이에

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전 김영삼 정부 때부터 신

따라 수출의 변동성과 교역조건의 변동성도 계속

자유주의적 대외개방이 점진적으로 추진되어 왔으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대외개방에 대한 안전관리가 미흡했다는 점이
다. 외환위기 발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고 분

외환이기 이후 또 하나의 큰 변화는 중국에 대한

석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대외부문의 개방

교역비중 확대이다. 중국이 한국 수출에서 차지하

이 가속화되었으며 가장 신속하게 이루어졌던 조치

는 비중은 외환위기 직전 약 9%에서 2005년에는

는 환율변동을 시장에 맡기는 자유변동환율제도의

21.8%로 상승하였다. 이는 중국이 경기침체 또는

도입이었다. 이러한 자유변동환율제도로의 이행은

경제위기에 빠졌을 경우 한국에 큰 타격을 줄 수 있

사실상 자본자유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OECD

다는 것을 뜻한다. 경제 규모와 중국과의 무역관계

가입 당시 광범위하게 유보하였던 자본이동 관련

를 고려할 때 중국 위험을 분산하기에는 미국과 유

규제가 외환위기 이후 대폭 완화되었다. 그 결과

럽연합에 대한 교역비중 확대가 가장 좋은 대안으

외환 및 자본거래에 관한 규제가 대부분 폐지되어

로 평가된다. 중국은 한국의 총수출 증가에 매년

우리나라의 자본자유화 수준은 선진국 수준에 이르

1.7% 기여하였으나 제3국에서 매년 1.5%의 잠식

게 되었다.

효과도 가져왔다. 수출 잠식효과보다는 수출증대
효과가 조금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중국의 수출입

외환위기 이후 추진된 대외부문 개방정책의 또

확대는 2001년과 2004년 사이에 한국의 교역조건

다른 특징은 FTA의 추진이다. 외환위기 이후 FTA

을 1.94% 악화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보다도 대외교역의 의

도 하였다.

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교역증대를 통한 지속적 성
장기반을 확보하고, 경제적 자유도의 제고를 통해

한편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수출구조 변화로 인
하여 원/엔 환율이 한국의 무역수지에 주는 영향은

단순한 시장 확대 효과 이상으로 산업구조의 고도
화를 추진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0년대 중반보다 많이 약화
되었다. 이는 전기전자부문과 선박부문 등 한국의

대외부문과 관련하여 외환위기 이후 나타난 한국

몇 개 주력 업종의 대 일본 경합도가 줄어들었기 때

경제의 구조적 변화는 크게 자본시장의 개방과 상

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계와 자동차 등 그

품시장의 교역확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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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방으로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빈번한 유출입

외환위기 이후 나타난 노동시장의 주요 변화로

으로 외국 금융시장과의 연계성이 높아지고 있다.

는 첫째, 실업의 항구적 증가 및 비정규직의 증가

소위 뉴욕발 쇼크, 중국발 쇼크 등 외국 증시의 변

둘째, 임금 및 소득불평등도의 심화 셋째, 대기업

동이 세계금융시장에 확산될 경우 우리나라도 예외

중심의 대립적 노사구도 심화 및 노사관계의 정

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만큼 우리 금융시장의

치화 등으로 집약될 수 있다.

체질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우선 고용규모로 볼 때 1998년 경제위기 당시 급
마찬가지로 외환위기 이후 상품시장의 교역 규모

격하게 감소하였던 고용규모는 이후 꾸준한 회복세

가 크게 팽창하였다. 수출과 수입의 합인 교역규모

를 보여 왔으나, 2004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 가운

를 명목 GDP로 나눈 대외의존도는 1990~2006년

데 취업자 비중은 59.8%로서, 1996년의 60.7%에

기간 중 연평균 10.2% 증가하였다. 이는 같은 기

비해 아직도 1%포인트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임

간 중 명목 GDP가 7.9% 증가한 것에 비해 높은 수

금 및 가구소득의 불평등도 확대되었는데 1990년

준이다. 외환위기 이전 대외의존도는 50% 내외를

대 중반 이후 확대되기 시작하였던 학력별 임금격

기록하였으나, 1998년 64.3%로 급등한 이후

차는 경제위기 이후 지속적인 확대양상을 보이고

2006년에 71.5%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있다. 학력별 임금격차 확대양상은 중·장년층 근

이러한 대외의존도의 상승은 수출주도의 경제성장

로자에게서 더 크게 나타나고 신규 청년층에게서는

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수부진에 따른 경기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양상은

침체를 다소나마 완화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고기능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확대되는

즉 IT 버블의 붕괴, 신용카드 대란으로 인한 가계

방향으로 경제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양상을 반영하

부채의 급증 등의 요인으로 소비가 감소세를 보이

고 있다. 한편 사업체 규모별 임금 격차가 확대되

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수출이 경제성장을 지탱해

는 양상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는

주고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수출에 의존적인 구조

우리나라 노동조합이 대기업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는 내수부문과 수출부문 간의 불균형, 양극화라는

는 점을 일부 반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임금 불평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대외부문의 경기변동에

등도가 확대됨에 따라 전반적인 가구소득 불평등도

민감한 구조를 가져와 경제안정화를 훼손할 우려가

도 확대되고 있어, 경제 위기 직전 0.28~0.29 수

있다. 또한 IT부문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0%에

준에 있던 가구소득의 지니계수는 2000년대 0.30

달하고 있어 세계 IT 경기의 변화에 따라 수출과 국

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경제위기의 극

내 생산부문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수출품목

복과정에서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협력적 노사

을 다원화하고 지역별로 다변화된 수출역량을 지속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였으나, 2000년대 노사관계

적으로 키워 나가는 것이 개방경제시대에 있어 우

는 아직도 대립적 양상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리 기업의 새로운 과제일 것이다.

고 평가할 수 있다.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2000~2002년 평균 근로자 1,000명당 연간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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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일(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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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로서 여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실업 및 비정규직 증가 등 고용부진, 임금소득

불평등도의 악화, 대립적 노사관계의 지속 등 성과

내용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교육 자율성 제고에 주

지표로만 보면 노동 구조조정의 성과는 만족스럽지

력해야 한다.

못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
장의 구조가 개선되지 못한 배경에는 중국과의 경
쟁 심화 등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중소
기업들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투자가 억제되는 한편
고용창출력이 훼손된 것도 주요 요인임에 틀림없

차.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의 양극화의 추
이, 원인 및 정책적 시사점
■ 신동균(한양대)

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 결과가 나타난 것은 노

한국노동연구원의 패널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동정책의 실패 등 대내적 요인이 갖는 중요성도 높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소득분포는 불평등도가 심해

다고 판단된다.

졌을 뿐만 아니라 빠른 속도로 양극화가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양극화 진행 속도 면에서는 한

우선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소수 대기업의 경제력

국은 OECD 국가들 중 상대적으로 진전속도가 빠

집중이 심화됨에 따라 대기업의 독과점 이윤이 증

른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서도 더 빠르게 나타나고

대함에 따라 노사 간의 갈등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있다. 결국 소득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는 중산층이

등 노사관계가 왜곡되고 중소 하청업체의 성과가

쇠퇴하면서 빠른 속도로 두 개의 사회로 분리되어

하락하게 되었다. 또한 높은 인건비와 고용보호에

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집단 간 갈등, 근로의욕 감

따라 투자 및 신규채용 수요의 규모가 억제되고 채

소, 범죄 증가 등 다양한 방향에서 사회불안의 수

용인력의 구성이 왜곡되었다. 이와 함께 공교육 성

위는 높아지고 있다.

과의 하락에 따라 신규 노동력이 질적으로 하락하
고 있는 학력별 임금격차의 확대, 청소년 실업 증
가 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진행되어 온 양극화는 단순
한 경기부양책으로 해소될 성격의 것이 아니며, 장
기적 및 구조적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향후 노동시장 성과 개선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양극화 진전은 주로 부동산 소득과 이전소득을 중

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접근을 고려할 필요가 있

심으로 하는 비근로소득으로부터 연유되고 있다.

다. 첫째, 경제력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경쟁정 책

근로소득이 없는 가구들은 상대적으로 극빈층이나

으로는 시장개방,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극부층을 형성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근로소득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창업지원 및 금융부문의

이 있는 가구들이 상대적으로 소득분포의 중간층을

기업부문 대출 활성화, 하도급 관계에서의 불공정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들도

거래에 대한 철저한 규제가 필요하다. 둘째, 노동

더 이상 근로소득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형태

시장 유연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고용조정

의 비근로소득을 통하여 빠른 속도로 수입을 다변

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왜곡된 노사관계 해소를 위

화해 왔으며 추가적인 비근로소득 비중의 증가가

해 시장경쟁을 촉진하며, 중립적 법집행자로서의

총소득 양극화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발견은 일차

정부역할을 재설정하는 한편, 노사정위원회를 통

적으로 양극화 해소책을 노동시장 정책 외에서 찾

해 유발된 노사담합구조를 타파할 필요가 있다. 셋

아야 함을 의미한다. 물론 근로소득층의 규모 및

째, 공교육의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입시 및 교과

소득 증대와 관련된 정책 또한 중산층 육성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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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를 해소책으로써 매우 유효한 정책이라고 볼

이후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수 있다.
산업별 성장회계분석을 이용하여 향후 2005~

카. 성장회계 분석을 통한 외환위기 전후의
성장요인 분석과 잠재성
■ 곽노선(서강대)

2015년 사이의 잠재성장률을 전망한 결과 4.5~
5.5% 정도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었다. 총요소생산
성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시기인 1980년대의 3%
로 회복한다는 매우 낙관적인 전제하에서는 잠재성

본 연구는 외환위기 전후의 한국경제의 성장요인

장률이 6%를 상회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전망은 실

을 분석하여 성장추세의 변동 여부와 그 요인에 대

현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잠재성장률

하여 살펴보고 향후 잠재성장률을 전망하였다.

제고를 위하여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통한 노동투
입 증가를 유도하고 설비투자가 확대될 수 있는 구

첫째, 여러 가지 추세 분석방법으로 외환위기 이

조적 환경 개선이 필요하며, 총요소생산성 증대를

전과 이후의 성장추세를 분석한 결과 잠재성장률은

위해 특히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증대방안이 마련되

외환위기 이전 기간의 6~7%에서 2000년 이후 4%

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반 성장률로 성장추세의 하락이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둘째, 기존 연구와 추가적인 패널 자료의 분
석으로부터 외환위기가 직접적으로 성장률을 둔화
시켰다는 실증적 증거는 발견하기 어려우나 소득수
준이 높아지면서 성장률이 둔화되는 조건부 수렴현
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타. 새로운 위기가 오고 있는가?
■ 박영철(서울대)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여 년 동안 경제전반에 걸
친 구조와 제도측면의 개혁이 많은 성과를 거두었
으나 아직도 금융, 기업, 그리고 공적부문에서 여

셋째, 산업별 성장회계 분석으로부터 나타난 특

러 취약점이 발견된다. 한국경제는 IMF 이후, 여

징들을 요약하면, 전 산업의 경우, 1970~2005년

러 부문의 개혁이 결실을 보아 경제의 체질이 크게

기간 중 실질GDP 증가율(6.5%)의 약 46%인

강화되었으나 새로운 경제위기가 발생하지 않을 것

3.0% 정도가 자본투입의 증가에 의해 이루어졌고

으로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더욱이 또 다

노동투입의 양적인 측면은 23%, 질적인 측면인 인

른 위기로, 최근 미국의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시장

적자본 축적은 9%, 나머지 22%가 총요소생산성의

사태가 확산되면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까지 발

증가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총요소생산

전할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성 증가율은 1980년대에는 3.31%, 1990년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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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전까지 1.78%, 2000~2005년 기간에는

이에 따라 최근 관심과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1.48%로 나타나 증가율 둔화가 뚜렷하게 나타나

비우량주택 담보대출 시장(sub-prime mortgage

고 있으며 대부분의 산업의 공통된 현상이다. 특히

market)의 사태의 원인과 예상되는 결과를 다루면

운수·창고·통신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 산

서, 우리가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여러 정책

업에서 총요소생산성의 감소 또는 정체가 두드러지

목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들 목표를 달성할

며, 서비스 산업의 총요소생산성 하락은 2000년

수 있는 수단을 점검·개발하는 등 정책운영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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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는 것이 장단기 경제정책이나 전략의 모순에서

하여 각 장을 집필하고 이를 모아, 가능한 한 각 장

발생될 수 있는 혼란으로부터 벗어나는 첩경이 될

간의 유기적 관계가 이어지도록 노력하였다. 그동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 한국경제가 겪어온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함으

투기적인 통화공격이나 급격한 자본 유출의 빌미를

로써 미래 한국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

주어 외환위기를 유발할 수 있는 구조적인 취약점

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부문별 정책과제를 제시하

을 가려내어 제거하는 등 개혁의 강도를 높일 것을

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학술적으로 높은 가치

제안하고 있다.

를 가질 것으로 기대되며, 각 부문별 정책 형성 시
에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할 것이
다.

3. 평가
외환위기 10주년을 맞이하여 본 연구는 각 분야
별 전문가들이 해당 분야에서 중요한 주제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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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및 지역경제의 주요 현안

- 국제금융시장 불안요인 점검과 전망
- 독일경제의 회복현황과 시사점
- 통상정책 결정요인의 정치경제학적 분석
- Nonlinear Mean-Reversion in Southeast Asian
Real Exchange Rates

국제금융시장 불안요인 점검과 전망
│주│제│별│연구과제│

안순권

본 연구는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을 촉발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손실
확대, 중국의 긴축강화 및 선진국 간 금리격차 축소 등의 직접적 요인과 그 배경
이 되는 글로벌 과잉유동성, 세계경제의 불균형 및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의 잠재
적 불안요인들을 점검하고, 이들 요인들의 조합에 따른 향후 국제금융시장 전망
을 시나리오별로 예측한 후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손실 확대, 중국의 긴
2007년 8월에 발생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축강화 및 선진국 간 금리차 축소 등이 최근 국제금

사태의 충격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이던 국제금융

융시장 불안을 촉발했다. 해외 주요 은행의 서브프

시장은 최근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대대적인 유동성

라임 대출로 인한 손실 확대는 은행의 금융중개기

공급에 나서는 등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 올

능을 위축시키고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

들어 빈번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양상은 지난 수

다. 중국은 무역수지 흑자 지속에 따른 유동성과

년간 급증한 글로벌 유동성의 조정과정에서 나타나

잉, 소비수요 확대 및 기업의 원가부담 증가 등으

는 진통인 측면이 있으며, 아울러 세계경제의 불균

로 최근 수년간 인플레이션 압력이 급증하고 있다.

형(global imbalance) 및 인플레이션 압력 고조 등

중국경제가 경기과열을 보임에 따라 중국 정부는

과 관련이 있다. 본 연구는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투자억제, 대출억제, 무역흑자 억제 등 긴축정책을

불안을 촉발한 직접적 요인과 그 배경이 되는 잠재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금

적 불안요인의 점검하고, 이들 요인들의 조합에 따

융 불안 확산에 대응하여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 반

른 향후 국제금융시장 전망을 시나리오별로 예측한

면 유럽과 일본은 정책금리를 현재 수준에서 동결,

후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진국 간 금리 차가 축소되고 있다. 이러한 선진
국 간 금리격차 축소는 글로벌 달러화 약세의 주요

2. 연구내용

요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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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프라임 사태와 엔화 강세 등에 의한 글로벌
과잉 유동성 축소 과정에서 엔 캐리 트레이드는 점

격차의 급격한 축소로 엔 캐리 청산도 본격화될 것
이다.

진적으로 청산될 가능성이 높다. 주요 통화 대비
엔화시세, 글로벌 외환시세 변동성, 글로벌 위험회

최근의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대형 금융 불안으

피 성향 등의 엔 캐리 관련 지표와 일본과 주요국의

로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부실 대상과 규

금리격차 축소는 엔 캐리 트레이드의 청산가능성을

모가 불확실한 모기지대출의 특성상 향후 1~2년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개인투자자들의 외화

에 걸쳐 소규모 금융 불안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으

자산투자 선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엔 캐리 청

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국제금융

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한 정부, 금융권 및 기
업 차원의 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정

향후 국제금융시장의 향방은 국제금융시장의 주

부는 주택금융 부실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금융

요 불안요인들이 혼합되는 경우에 따라 소규모 간

시장 안정을 위한 사전적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

헐적 금융불안, 금융불안 조기수습 및 대규모 금융

다. 국내에서 미국 주택금융시장과 비슷한 상황이

불안 등의 3개 시나리오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최근

올 수 있는 만큼 주택금융의 부실사태로 발전되지

의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2008년에도 지속되지만,

않도록 사전적 대응해야 한다. 단기금융시장의 변

그 강도는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가장 설득력 있

동성 확대와 금리 급변동에 대비하여 신축적으로

다(60%). 그럴 경우, 미국 경제는 연착륙에 성공하

자금을 공급하고 엔 캐리 청산에 따른 중소기업 및

고, 미·일 간 금리격차 축소가 완만하게 이루어지

자영업자 부실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국내

는 가운데 소규모의 금융 불안이 간헐적으로 발생

금융시스템 선진화와 건전한 금융시장 육성도 중요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용위기가 최악의 국면

하다. 금융기관은 부동산대출에 대한 사전적 모니

을 지나갔다는 평가가 나오기까지 금융 불안은 지

터링을 강화하고 장단기 금리축소에 따른 장기자금

속될 전망이다. 최근의 금융 불안이 의외로 조기에

의 확보에 힘쓰는 등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유

진정될 가능성도 있으나 확률은 낮다(30%). 미국

동성 및 수익성 악화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기업

경제의 경착륙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국제금융시

은 외채만기 구조에 따른 차입 상환계획을 조정하

장이 대규모 금융 불안에 휩싸일 가능성도 있으나,

고 환보험·환헤지를 적극 활용하여 환차손을 줄이

이는 발생확률이 가장 낮다(10%). 미국경제가 서

는 등 국제금융시장에 신용경색에 따른 자금조달여

브프라임 사태의 충격으로 경기침체(경착륙)에 빠

건 악화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지고 세계경제는 물가불안이 심화되는 스태그플레
이션 조짐이 나타나는 가운데 유럽과 일본이 금리
를 인상할 경우에는 심각한 금융 불안이 발생할 수

3. 평가

있다. 주택가격의 하락에 따른 역자산 효과와 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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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증가가 확산되면 민간소비는 위축될 것이며,

본 연구는 최근의 국제금융시장 불안은 글로벌

이 경우 FRB는 추가 금리인하 시기를 앞당기고 인

유동성의 조정과정의 진통일 뿐 아니라 세계경제의

하폭도 넓힐 전망이다. 대형 금융 불안이 조성되면

불균형의 해소 및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 등

글로벌 유동성이 급격히 축소되며, 미·일 간 금리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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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존 연구들이 최근의 국제금융시장 불안을 주

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앞으로의 국제금

로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와 연관지어 설명하고

융시장의 불안을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나 혹은 정

있는 데에서 나아가 글로벌 과잉유동성, 세계경제

부의 금융시장 정책만으로 수습하기는 쉽지 않을

의 불균형 및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을 3대 잠재 불

것임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금융시

안요인으로 봄으로써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원인을

장의 잠재적 불안 요인과 최근의 불안 촉발 요인들

찾으려 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연구로 평가할 만

의 다양한 조합에 따라 향후 국제금융시장의 향방

하다. 이 연구가 또 글로벌 과잉유동성, 세계경제

을 세 개의 시나리오로 전망한 것도 주요 연구기관

의 불균형이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금융통합 및

들의 예측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기술혁신 등의 결과인 내생적 혹은 균형 현상인 측

있어 보인다.

면이 강하므로 쉽게 바뀌기 어렵다고 한 분석도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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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경제의 회복현황과 시사점

안순권·김필헌

본 연구는 최근 독일경제 회복현황의 분석을 통해 내수부진 및 일자리 창출에 어
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경제에 맞는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 있다. 독일이 투자와
제도개혁을 통해 경제 부흥을 이룩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한·미 FTA를 발판삼
아 경제의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어 공공부문, 노동시장, 기업구조 등 다방면에서
성공적인 개혁을 실시하여 제2의 경제부흥기를 이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이 호조세를 보임에도

끌어내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독일의

불구하고 내수의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과거와

개혁정책과 경제현황을 살펴보고 한국경제에 대한

달리 수출 호황이 내수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있는 이유로는 대기업 관련 규제로 인한 기업투자
의 위축과 노동시장의 경직성 증대 등을 들 수 있
다. 이러한 제도적 요소들은 한국경제의 성장잠재

2. 연구내용

력을 둔화시킬 뿐만 아니라, 신흥국들의 도전에 효
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의 육성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

최근 독일경제 회복세의 특징은 수출과 내수의
동반 견인 현상이며, 이는 두 자릿수 수출 증가세
가 내수 및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한

1990년대 독일은 신흥공업국 등의 부상으로 주

국과는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수출호조에 따른

요 수출주도 업종이 타격을 입었고, 경직된 노동시

설비투자 확대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에 따라 기

장 구조로 인해 높은 실업률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업의 투자의욕이 회복되면서 일자리 창출이 본격화

현재 우리의 상황과 유사한 점이 많다. 그러나 한

되어 내수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라고까지 불리던 독일은 최근 들
때‘유럽의 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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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1990년대에 전자기기, 설비, 광학기계,

리스크 분산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

화학, 의료장비 등 수출주도업종이 한국을 포함한

는 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M&A 관련 각

신흥공업국과 일본 등의 강력한 도전에 직면하여

종 규제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수출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나, 최근 수년
간 유로화 약세, 품질경쟁력 강화 등에 힘입어 회

또한 독일은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뿐 아니라 생

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수출제품의 품질경쟁력 강

명공학(BT)과 정보통신(IT) 산업 등 첨단산업과 서

화에는 기업의 기술개발(R&D) 투자 확대와 함께

비스산업 등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다. 독

중소기업의 성장력과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독

일에서 나노기술 개발로 인해 2006년 말까지 1만

일정부의 대폭적 지원이 주효하고 있는 것으로 보

~1만5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는 분석은 일자

인다.

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 주고 있다. 독일이 미국·영국 등 경

독일의 기술혁신역량은 세계 최상위권이며 독일

쟁국보다 전체 경제의 경쟁력이 약한 주요 요인 중

산업의 세계경쟁력을 나타내는 2006년 혁신지수

하나가 서비스산업이 취약하기 때문이며, 이는 역

는 미국, 핀란드, 스웨덴 및 일본 등에 이어 선진국

시 만성적인 서비스수지 적자를 겪고 있는 우리에

중 7위(한국 13위)를 기록했다. 이는 독일처럼 수

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한·미 FTA 타결을

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세계시장에서 일본의 강한

계기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

견제와 중국, 인도 등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는 상

화, 재정지원 등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황에서 수출호조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원
화환율 관리와 함께 R&D 투자 확대, 신제품 개발
등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함을 시사

3. 평가

한다.
본 연구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경직된 노동
독일은 기업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M&A를

시장, 거대한 공공부문 등 한국과 유사한 구조를 보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그동안 추진해

이고 있는 독일경제의 최근 회복현황을 분석하여 한

온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정책이 최근 들어 수익성

국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

저하, 기술혁신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규모의 경

다. 특히 노동시장의 유연화, 공공부문의 효율성 증

제 취약성 등으로 난관에 부딪히자, 바이오 및 나

진, 신성장 동력의 발굴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등

노 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 간 M&A로 이러한 문

한국경제의 도약을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정책과

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

제들을 독일의 경험을 통해 포괄적으로 짚어 보았다

라도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어렵게 하고 효율적인

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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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정책 결정요인의 정치경제학적 분석

송원근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통상정책 결정에 산업별 이익집단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기 위해 Grossman and Helpman(1994)의“Protection for Sale”모형
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통상정책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Grossman and Helpman의 모형을 확장하여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산업의
보호수준 결정에서의 역할도 이론적으로 도출하였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이익집단의 정치적 로비가 통상정책에 결정적 요

통상정책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인이 된다면 무역자유화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이익

파악하는 것은 무역자유화의 확대를 위한 대내협

집단에 대해 사전적 보상대책을 제시해 이들의 정

상의 전략수립에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대내협상

치적 반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해산

은 무역자유화에 대한 국내의 정치적 반대를 설득

업에 대한 과도한 사후 보상의 성격을 지닌 무역조

하는 과정이고, 대표적으로 피해산업에 대한 보완

정지원은 지대추구행위를 유발시키는 정책수단이

대책인 무역조정지원제도가 있다. 무역조정지원

될 수 있고 오히려 피해산업 구조조정을 늦춰 무역

이 무역자유화에 대한 정치적 반대의 극복이라는

자유화를 지연시킬 수 있다. 따라서 무역자유화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적합

지속적 추진을 위한 합리적인 대내협상 전략을 수

한 합리적 설계가 필수적이나 과도한 보상은 지대

립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통상정책의 결정에 영향을

추구행위 유발 및 무역자유화를 지연시킬 수 있

미치는 변수들과 정치경제적 결정과정을 객관적이

다. 따라서 기존의 통상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

고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는 변수들과 정치경제적 결정과정에 대한 객관적

우리나라 통상정책 결정요인의 정치경제학적 분석

이고 정확한 분석이 무역조정지원 등 대내협상 전

을 통해 무역자유화 추진을 위한 합리적인 대내협

략수립에 필수적이다

상 전략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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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통상정책 정치경제학의 이론적 모

보여 준 것은 우리나라의 통상정책이 중위투표자

형으로 기본모형과 고용관련 변수를 고려한 확장

(median-voters)의 농업보호에 대한 심정적 동조

모형을 설정하였다. 기본모형에서 도출된 명제의

에 부응한 대중영합적이라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함의는 산업별 이익집단과 정부 간의 통상정책 게

고 할 수 있다.

임에 의해 결정되는 산업별 보호수준이 그 산업의
정치적 조직화 여부, 수입의존도, 수입수요탄력성

실증분석 결과가 무역자유화를 위한 대내협상 전

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반면 고용관련 변수를

략에 주는 시사점은 산업별 이익집단이 무역보호를

고려한 확장 모형에서 도출된 명제의 함의는 한 산

위한 효과적인 정치적 로비를 못하고 있으므로 무

업의 노동시장 경직성이 그 산업의 노동공급자들이

역조정지원을 통한 피해산업 보상대책이 무역자유

정치적으로 조직화되었을 경우 산업의 보호수준을

화에 대한 반대 극복에 있어서 정치적 효과가 크지

높이는 반면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 노동시장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농업에 대한 보호도 농업이

관련 변수들은 통상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익집단의 정치적 역량보다는 대중영합적 정책 결정

것이다.

에 기인한 것으로 농업부문에 대한 과도한 피해보
상책은 오히려 농업부문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통상정책 결정요인의 계량모형은 Grossman

경쟁력을 약화시켜 개방에 대한 반대여론만 높일

and Helpman의 모형에 근거한 기본모형과 기본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무역조정지원과 같은 무역

모형에 농업 더미변수를 추가한 모형, 그리고 고용

자유화에 따른 피해산업 보상대책에 대해 무역자유

관련 변수를 고려한 확장 모형이 설정되었다. 실증

화 반대의 최소화를 위한 대내협상 전략이라는 관

분석 결과는 보호로 인한 이득이 높을 것으로 기대

점에서 재검토해 보는 근본적 발상의 전환이 요구

되고 수입수요도 비탄력적이어서 보호로 인한 경제

된다.

적 순손실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의 경우 조
직화된 이익집단의 로비 유인이 높아 정치적 로비

무역자유화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산업

가 강해지고 정부의 보호비용도 낮아 결과적으로

별 이익집단의 정치적 압력이 아니라 오히려 농업

보호수준이 높아진다는 통상정책의 정치경제학이

보호에 대한 심정적 동조와 같은 반개방 심리를 자

한국의 통상정책 결정에 작용하지 않음을 보여 준

극하는 이념적 반대와 이에 영향을 받는 대중영합

다. 이와 같은 추정 결과가 나온 가장 큰 원인은 우

적 정책결정이다. 최근 수년간 DDA 협상 및 FTA

리나라가 1990년대 이후 지속적 개방으로 전반적

에 대한 격렬한 반대운동은 개방에 대한 이념적 반

인 보호수준이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균등관세체계

대로 무역자유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어렵게 만

의 지향으로 실질적 보호수준에 있어서도 산업별·

드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개방에 대한

부문별 차이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는 개방 지

이념적 반대의 주장 및 논리의 영향을 극복하는 것

향의 정책 기조와 균등관세체계하에서 차별적 보호

이 무역자유화 추진의 대내협상에 있어서 해결해야

수준을 통해 이득을 얻으려는 이익집단의 정치적

할 시급한 과제이다.

행동도 제한적 수준에 그치게 됨을 보여 준다. 부
문별 보호수준의 결정에 있어서 농업에 속하는 부
문들이 전반적으로 강하게 보호되고 있다는 점을

3.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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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양한 모형의 실증분석을 통해 이익

반대의 극복에 있어 정치적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

집단이 부문별 보호수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무역조정지

기존의 통상정책 정치경제학의 이론적 예측이 우리

원과 같은 피해산업 보완대책에 대해 무역자유화

나라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였다는 점

반대의 최소화를 위한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근본적

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부문별 보

으로 재검토해 볼 것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호수준의 결정에 있어 농업에 속하는지 여부가 매

연구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산업별 보호수준이 결정

우 중요하다는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우리나

되는 정치경제적 메커니즘을 실증적으로 파악했음

라의 통상정책이 농업보호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과 동시에 FTA 등 무역자유화 추진과정에서의 대

심정적 동조에 부응한 대중영합적이라는 점을 보여

내협상 전략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 연구가 될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피해산업에 대

것으로 평가된다.

한 충분한 보상을 약속하는 보완대책이 무역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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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linear Mean-Reversion in Southeast Asian Real
Exchange Rates
김봉한(공주대)·최두열(한국기술교육대)·김시원(국민연금연구원)

본 연구는 Park & Shintani(2005)의 비선형 단위근 검정법을 이용하여 동아
시아 실질환율이 달러화에 대해 비선형 평균회귀 성향을 보이며 ESTAR 모형에
따라 균형값에 완만하게 수렴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반면 일본의 엔화를 기준
으로 할 경우 동아시아 환율이 구매력 평가설을 만족한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
하였다. 이러한 발견은 동아시아 통화들이 소위 엔-블록을 형성하고 있다는 주장
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이는 동아시아의 통화들이 엔화보다는 달러화에 더 적합
한 공동통화지역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여 향후 아시아 통화 통합 논의 시
참고해야 할 점이 된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대한 검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배경에서
원화와 아시아 지역 통화 간의 실질 환율에 대한 연

원화와 다른 국가의 통화 간에 구매력 평가

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Purchasing Power Parity, PPP)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현실 경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이유는 양 통
화 간에 구매력 평가설이 성립하는 경우 공동통화

2. 연구내용

지역(common currency area)을 형성할 수 있다
는 데 있다. 유로화 등장 이후 아시아 통화 통합에

국내 연구문헌으로서 실질환율의 회귀과정이 어

대한 논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원화와 함께 공동

떠한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

통화지역을 이룰 수 있는 통화(달러화, 엔화를 비

의 없는 실정이다. 실질환율에 대한 최근 외국 연

롯한 주변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 등)에 대한 기초

구 의 기본 결론은 실질환율이 선형보다는 비선형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아시아 통

적인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들 기존의 연구

화 통합 논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양국 통화 간

문헌들은 실질환율에 대한 정상성(stationarity)을

구매력 평가설(PPP)이 성립하는가 여부는 양 국가

검증하는 데 있어서 전통적인 ADF 테스트 등을 사

간 실질 환율이 정상적인(stationary) 시계열인가

용하여 왔다. 그러나 이 연구방법은 결정적인 결함

비정상적인(nonstationary) 시계열인가 여부에

을 가지고 있다. 만일 실질환율의 조정 과정이 비

Ⅰ. 2007년 연구사업

129

선형으로 조정된다면 전통적인 단위근 테스트 방법

귀 성향을 보일 때, 평균회귀는 DTAR 모형이나

인 ADF 테스트 등은 비선형 정상 시계열

DLSTAR 모형보다는 ESTAR 모형에 의해 잘 설

(nonlinear stationary time series)에 대한 낮은

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STAR 모형은 균형값에

검정력(power) 때문에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

완만하게 수렴하는 행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동아

여 정상적인 시계열을 비정상적인 시계열로 판단하

시아의 대달러 실질환율은 균형값에 완만하게 수렴

게 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최근 Park &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Shintani(2005)가 개발한“inf-t test”
는 이러한
기존의 테스트들의 한계점을 해결해 줄 수 있다.
이 에 따 라 본 연 구 는 최 근 Park and

3. 평가

Shintani(2005)에 의하여 개발된 일반적 비선형
단위근 테스트 (general nonlinear unit root
test)를 사용한 분석을 시도했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론에 있어서 학문적 기여로는
실질환율이 비선형이라는 전제 아래 실질환율의 정
상성을 가장 일반적인 검증방법인‘비선형 단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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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비선형 단위근 검정법으로

검정법’
을 적용하여 검증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을

동아시아 실질환율의 비선형 평균회귀(non-

들 수 있다. 이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이제까

linear mean-reversion) 성향을 발견하였다. 첫

지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는 달리 동아시아 통화

째, 미국 달러화를 기준으로 하면 동아시아 실질환

들이 소위 엔-블록을 형성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

율의 63%가 안정적 시계열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

으며 그 대신 달러화 기준으로 동아시아 실질환율

다. 그러나 일본의 엔화를 기준으로 하면 한국과

은 비선형 평균회귀 성향을 보이면서 ESTAR 모형

대만을 제외하고는 동아시아 환율이 구매력 평가설

에 따라 균형값에 완만하게 수렴하는 것으로 볼 수

을 만족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발견

있다는 점이다. 이는 동아시아의 통화들이 엔화보

은 동아시아 통화들이 소위 엔-블록을 형성하고

다는 달러화와 더 적합한 공동통화지역을 이루고

있다는 주장에 반하는 결과를 의미한다. 둘째, 달

있다는 것을 의미하여 향후 통화 통합 논의 시 참고

러화 기준으로 동아시아 실질환율이 비선형 평균회

해야 할 결론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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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경영환경과 이에 대한 대응

- 세계 경제권별 M&A시장 현황과 시사점
- 중국의 해외기업 M&A 현황과 시사점 분석
- 한미동맹의 형성 및 변화 결정요인 분석과 향후 전망
- 중국시장에서의 한국제품경쟁력 실태조사
- 환율변동이 기업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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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권별 M&A시장 현황과 시사점

박승록

본 연구에서는 과거 10여 년간 세계도처에서 일어난 기업 간 인수·합병 사례를
분석하여 적극적인 M&A시장의 활용, M&A 전문 금융투자회사의 육성, 사모펀
드의 활성화, 자금동원능력의 다양화 등 국내 기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하고 있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한국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은 해외기업 인수·합
병을 위한 해외투자부문에서 많은 규제를 받고 있

2. 연구내용

다. 한국의 기업 인수합병과 관련된 이런 현실은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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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한 자금을 더 수익성 있는 분야에 투자할 수 없게

전 세계 기업 M&A시장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브

만들고, 많은 기업과 금융기관의 해외투자에 장애

릭스(BRICs) 국가에서 그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

요인이 되어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새로운 기업성

다. 반면에 한국의 경우 기업 M&A시장은 크게 발

장의 기회활용에 장애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런

달하지 못하고 있다. OUT-IN형에서 한국은 거래

문제의식하에서 수행되었다. 과거 10여 년간 세계

건수 기준으로 세계 211개국 가운데 27위, 거래액

도처에서 일어난 국내 기업 간 인수·합병(IN-IN),

기준으로 22위를 차지한 것에 불과하다. 국내 기업

해외기업의 국내 기업 인수·합병(OUT-IN)의 사

간 기업 M&A인 IN-IN형에서도 한국은 거래건수

례 약 34만 건을 연도별, 국가별, 지역별, 산업별로

기준으로 세계 31위, 거래액 기준으로 17위를 차

살펴볼 뿐만 아니라 인수·합병의 형태, 인수·합

지하여 경제규모에 크게 미흡한 기업 M&A 실적을

병을 위한 자금조달 방법, 인수·합병에 있어서 대

보여 주고 있다. 더구나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글

금지급방법, 세계 인수·합병 시장에서 중요한 역

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으면서도 IN-OUT형 기업

할을 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실태를 살펴보고 한국

M&A, 즉 한국기업이 해외에서 해외기업을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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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실적은 거래건수 기준으로 38위, 거래액 기준

으로써 경험을 축적할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

으로는 세계 36위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한국기

다. 국제적으로 M&A의 형태는 기업 인수자의 입

업은 전 세계 기업 M&A시장의 성장에 적극적으로

장에서 기업인수, 소수자 지분 획득의 방법이 다수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M&A에 대한 인식

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전반

전환과 더불어 해외기업의 M&A를 더욱 권장하기

적으로 공개매수, 추천받은 입찰의 형태가 다수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차지한다. 세계 기업 M&A시장에서의 이런 거래형
태는 한국의 경우 해외기업의 M&A에서 경험부족

산업별로 볼 때 국제적 M&A가 가장 활발한 분

이 소수자 지분획득 방법을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야는 광업, 석유화학, 플라스틱, 산업 및 전기전자

있게 할 것이란 점과 공개매수 방법의 활용, 브릭

및 기계, 통신, 금융보험, 개인사업서비스, 컴퓨

스(BRICs)의 경우 민영화 또는 구조조정 과정을 적

터, 인터넷서비스 등이 있다. 산업별로 금융보험업

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에서는 대부분 선진국과 브릭스(BRICs) 국가, 산

있음을 시사한다.

업기계, 전기전자 및 기계의 분야에서는 독일, 미
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과 한국 및 중국, 통신분야

국제적 기업 M&A를 위한 자금은 자본증가, 은

에서는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과 브라

행 신규공여, 사모펀드, 벤처자금이 주로 활용되고

질, 인도, 중국 및 한국에서 활발하다. 또한 개인서

있다. 지역별로 볼 때 선진국은 OUT-IN, IN-IN

비스업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인도에서

모두 자본증가와 은행 신용공여가 주된 자금원으

활발하며, 광업의 경우 러시아, 중국에서 활발하

로 활용되는 반면, 브릭스(BRICs) 지역은 OUT-

다.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업의 경우 미국과 인도에

IN의 경우 자본증가와 사모펀드가, IN-IN의 경우

서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는 한국에 다

에 있어서는 자본증가와 은행 신용공여가 많이 활

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원자재 확보를 위

용된다. 해외기업 M&A에서 사모펀드가 크게 활

해 해외기업을 적극적으로 M&A할 필요성이 있다.

용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특징적이다. 기업 M&A

둘째, 세계적으로 M&A가 활발한 산업분야를 중심

에서 이런 자금조달 방법은 한국의 기업 M&A에

으로 산업 및 전기전자기계, 통신, 금융보험 분야

있어서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우선

로 적극 진출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기업 M&A시

기업의 은행자금 활용이 더 활성화될 수 있게 하여

장에서 지역별, 산업별 특성을 잘 활용할 필요가

야 할 것이며, 또 은행자금 활용에 있어서 기업의

있다는 점이다.

위험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
째는 사모펀드의 육성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사모

전 세계 기업 M&A시장에서 M&A 사례의 거래

펀드에 대한 인식부족, 제도적 여건의 미비, 각종

규모의 분포를 살펴보면 거래건수에서 소규모 건수

규제는 사모펀드의 육성과 활용을 지연시키고 있

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OUT-IN거

다. 아울러 기업의 해외기업 M&A 자금 마련에 있

래건수가 IN-IN보다 적은 가운데 소규모 거래가

어서 다양한 자본증가 방법이 활용될 수 있게 해야

대규모 거래보다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한

할 것이다. 전 세계 기업 M&A시장에서의 대금지

국의 경우 해외기업의 M&A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급은 주로 현금위주의 대금지급 방법이 활용된다.

점을 감안한다면 소규모 기업 M&A 기회를 활용함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부채나 지분인정방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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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활용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기업 M&A에서

업 M&A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커다란

는 현금이 주로 활용되는데 자금조달방식의 다양

장애가 되고 있다.

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기업 M&A 전문가와 금
융전문인력의 육성 및 다양한 자금조달 모델의 개
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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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기업 M&A시장 특히 OUT-IN에서 주요

세계 M&A시장에서의 일어나고 있는 인수·합

거래기업을 살펴보면, 건수기준으로 은행, 투자회

병의 형태와 동향을 분석하여 경제규모에 훨씬 미

사, 자산관리회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선진국

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기업 인수·합병 상황을

과 비교할 때 한국의 경우 은행 등 대형 금융투자회

타개하여 기업 인수·합병을 구조조정, 신산업 진

사가 존재하지 않거나, 금융기관이 해외기업의

출, 현지시장 확보,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 기술습

M&A에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형 금융

득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당위성과 방안에 대해 언

투자회사가 육성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전 세계 기

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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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록

본 연구는 중국기업의 해외기업 인수·합병의 현황과 특징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
석하여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 있다. 즉 한국기업의 해외기업 인수·합병
의 규모와 비중확대, 인수·합병시장의 다변화, 그리고 대규모 인수·합병 거래에
대한 관심도 제고 등을 위해 각종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찾고 있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기업 인수·합병을 비교적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외환보유고 증가 억제를 위한 정책변

본 연구에서는 중국기업의 해외기업 인수·합병

화, 천연자원 확보를 위한 전략적 판단, 선진기술

의 현황과 특징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여 중국

과 유명브랜드 확보, 선진국 시장에의 진출을 위한

기업의 해외진출 전략과 성과, 이를 통한 중국기업

필요성 때문이다. 한국은 중국에 비해 기업역사가

의 경쟁력 향상 가능성을 살펴봄으로써 한국기업에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합병을 통한 기업

대한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즉 한국은 세계 수출

성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이를 적극 활

시장에서 그동안 중국기업과 경쟁해 왔지만, 더 나

용하지 못했다. 따라서 한국기업은 향후 해외투자

아가 이제는 전 세계적 추세로 대두되고 있는 기업

에서 해외기업의 인수·합병의 규모와 비중을 확대

성장 전략으로서 해외기업의 인수·합병이 한·중

할 필요가 있다.

간의 경쟁에서 가져올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세계 주요 해외기업 인수·합병 시장은 건수, 거
래규모 면에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

2. 연구내용

아, 네덜란드 등 선진국에 집중되어 있지만 중국은
홍콩, 미국, 버뮤다, 싱가포르, 케이만제도, 영국,

중국은 짧은 기업발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해외

독일 등에서 많은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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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중국, 미국, 일본에 크게 의존하면서 오히려

은 거래건수 기준으로 합작, 소수자 지분, 기업인

중국보다 인수·합병시장을 다변화하지 못하고 있

수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나, 거래액 기준으로는

다. 한국은 저렴한 노동력 확보 측면에서 신흥시장

합작, 기업인수, 소수자 지분 확보의 방법을 활용

에서의 인수·합병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지

하고 있다. 한국은 비교적 다양한 인수·합병 방법

만 핵심기술 확보, 유명 브랜드 확보, 현지시장 진

을 활용하고 있으나 중국과 비교할 때 합작의 형태

출 등을 위한 선진시장에서의 인수·합병을 추진해

를 더 많이 활용하고 있다.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야 한다.

한국은 기관투자가에 의한 기업 인수·합병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해외기업 인수·합병 거래의 거래규모는
세계 평균에 비해서는 다소 낮지만 천연자원 확보

중국은 해외기업의 인수·합병에 있어서 자금조

를 위한 인수·합병 거래를 성사시킴으로써 비교적

달 방법으로는 자본증가, 개발금융 및 사모펀드를

대규모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

많이 활용하면서 비교적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이나 세계평균으로 볼 때 소규모의 인수·합병을

있다. 세계적인 추세와 비슷하게 자본증가에 의한

추진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향후 한국은 대규

방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모 인수·합병 거래에도 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중국의 해외기업 인수·합병은 건수기준으

한국은 건수 기준으로는 개발금융, 벤처캐피탈,

로 사업서비스, 투자회사 등 서비스분야와 전기전

회사 내 벤처, 자본증가의 방법을 많이 활용하고

자기계, 통신, 화학, 등 제조업, 철광 원유 및 가스

있다. 거래액 기준으로는 은행 신용공여, 사모펀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거래액기준으로 원유 및

드, 개발금융, 회사 내 벤처의 순서로 활용하고 있

가스분야, 사업서비스, 통신, 전기전자기계 등에

다. 벤처캐피털은 소규모 자금조달에, 은행 신용공

집중되어 있다. 주로 천연자원의 전략적 확보, 선

여는 대규모 자금조달에 활용되고 있다. 세계적인

진기술의 획득, 유명브랜드 확보, 선진시장 진출을

추세와 비교할 때 한국은 자금조달 방법이 비교적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다변화되어 있지만 자본증가에 의한 자금조달을 더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중국과 비교할 때 원유 및 가스분야와 같
은 천연자원 확보나 서비스분야로의 진출을 위한

해외기업의 인수·합병에서 대금지급 방식을 보

인수·합병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원유 및

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는 현금, 부채, 지분 제공

가스, 철광 등 천연자원 확보를 위한 인수·합병은

방법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중국 역시 현

전략적으로 확대 추진해야 할 분야로 평가된다.

금, 부채의 방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한국은 해
외기업의 인수·합병에 있어서 대금지급 방식으로

중국은 인수·합병의 형태에 있어서, 거래건수

중국 또는 세계적인 추세와 비슷하게 현금, 부채의

기준으로는 기업인수, 소수자 지분, 합작의 형태를

방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세계적인 추세로 볼

주로 활용하고, 거래액 기준으로는 기업인수의 방

때에는 지분인정 방식을 더욱 활용할 필요가 있다.

법이 가장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그 다음으로 소수
자 지분 확보, 합작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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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 및 핵심기술 확보, 유명 브랜드 확보,
현지시장 진출 등을 위한 선진시장에서의 인수·합

중국기업의 해외기업 인수·합병의 현황과 특징

병 추진, 대규모 인수·합병 거래에 대한 관심도

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한국의 해외투자에

제고, 원유 및 가스분야와 같은 천연자원 확보나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한국기업

서비스분야로의 진출을 위한 인수·합병의 확대,

의 해외기업 인수·합병의 규모와 비중확대, 해외

사모펀드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각종 규제의 완화

기업 인수·합병 시장의 다변화, 신흥시장에서의

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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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의 형성 및 변화 결정요인 분석과 향후 전망

정연호

아직은 미국이 한국의 최대 우방이며 군사·외교·경제 등 어떤 방면에서도 동맹
관계를 떨쳐버릴 수 있는 국가가 아니다. 따라서 새 정부가 들어서며 한미동맹관
계의 복원을 강조하는 이 시점에서 본 연구가 최근의 변화와 함께 한미동맹을 재
점검하고 가능한 변화 방향을 예측하는 것, 더 나아가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
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평가할 수 있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한미동맹의 변화 과정을 점검하고 향
후 변화를 논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외교정책, 특

1953년「한미상호방위조약」
의 체결로 구축된

히 동맹국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50여 년의 한미동맹관계는 최근 그 핵심인 주한미

할 것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시각을

군의 미래지향적인 조정을 수반한 구조적인 변화

가지고 먼저 미국의 동맹정책을 살펴보고, 미국의

를 모색하고 있다. 한국의 안보 문제를 논하기에

동맹정책이 어떻게 한미동맹의 변화 과정에 영향을

있어 한미동맹관계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로

끼쳤는가를 분석하였다.

인식할 수 있으며, 따라서 한미동맹관계의 최근 변
화는 정·관계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관심의 대
상이 되고 있다. 특히 한미동맹관계는 한국이 북한

2. 연구내용

과 여전히 적대적 대치 상태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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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단순히 한미 간 외교 혹은 국방관계에서 그치는

한미동맹의 최근 변화는 2001년 미국 국내에서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대북정책에 민감하게 반응

벌어진 9·11 사태 이후 미국의 변화하는 군사·

해 왔고 냉전시대가 종결된 상황에서 세계 군사·

안보 전략의 영향으로 나타난다. 특히 미국의 해외

안보 지형에 많은 변화를 맞고 있는 최근에는 다양

주둔군 재배치계획(GPR: Global Defense

한 변수에 의해 한미동맹관계가 변화를 겪는 것을

Posture Review)을 통해“미국의 지역안보태세와

알 수 있다.

전략은 지역적 요인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범

2007년 시장경제연구백서

세계적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라는 기치아래 추진

해 논의된 주한미군의 용산기지 이전과 제2사단의

되는 지역안보전략의 변화와 동맹관계의 수정전략

재배치 등의 미국의 해외주둔 미군기지를 기능별로

은 한미동맹의 최근 변화의 핵심이 된다.

분화시키는 작업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다. 미국
은 한국이 단순히 북한의 공격에 대한 방어기능뿐

한국에 대한 미국의 GPR 적용은 2003년 구축된

만 아니라 한반도를 넘어서는 군사적 임무를 수행

미래 한미동맹정책구상(FOTA: Future of the

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북한의 위협이

ROK-US Alliance Policy Initiative)의 틀에서

존재하는 한 한국군은 한반도의 방위를 주로 맡게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뒤를 이어 한미 양국

되겠지만 이미 이라크 파병 결정에서 증명된 바와

간의 미래 동맹에 관한 실질적인 연구에 중점을 둔

같이 반드시 한국군이 한반도 안에 머무를 것이라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ROK-US Security

는 보장은 없다. 한국의 안보는 반드시 북한에 대

Policy Initiative) 협의를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

한 방어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지역

다. 현재 한미 군사·안보관계에 관한 주요 현안은

의 안정, 석유 수송로의 확보, 중동지역의 안정, 안

FOTA-SPI 체제에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전한 무역의 수송로 확보 등 다차원의 이슈와 광역

것으로 판단된다.

의 지역과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에
대한 방어 이외의 안보 역할을 전적으로 미국에게

FOTA는 2002년 12월 제34차 한미안보협의회

의존하기는 어렵다.

의(SCM)에서 설치하기로 합의하여 2003년 4월 제
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04년 9월까지 총 12차 회

한미 안보정책구상(SPI)은 2004년 9월 제12차

의를 진행하였다. FOTA는 주한미군의 구조변경

회의를 마지막으로 FOTA 체제를 끝내고 그 뒤를

(restructuring)을

변 환

이은 협의체이다. FOTA와 마찬가지로 SPI도 한

(transformation), 임무이전, 미군재배치, 용산기

반도 안보환경의 변화, 한미동맹의 성격 변화 등

지 이전, 지휘계통에 대한 문제 등 구체적이고 실

양국관계의 핵심 근간을 조정하는 것을 주요 의제

무적인 내용을 다양하게 다루었다. 큰 틀에서 보면

로 삼되, 더욱 실질적인 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

FOTA가 다룬 주요 의제를 한국방위의 한국화와

는 협의체이다. 구체적으로 SPI가 다루는 주요 의

한미동맹의 성격변화의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제로는 첫째, 한미동맹 비전 연구 및 한미 지휘관

목 표 로

계 연구 둘째, 용산기지 이전 및 미2사단 재배치 등
한국방위의 한국화는 미국의 GPR 실행에 있어
서 한국이 동맹부담을 예전보다 많이 안아야 하는

추진상황 점검 셋째, 한국군에 대한 군사임무 전환
및 한미 안보협력 증진방안 등이다.

문제(burden-sharing)를 의미한다. 즉 주한미군
이 맡고 있었던 주요 한국방위 임무를 한국군이 상

SPI는 2005년 2월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 향후

당부분 맡게 되면 주한미군은 타 지역으로 신속히

SPI 회의체에서 다루게 될 3대 연구과제를 선정하

투사되는 신속기동군의 역할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였는데,「한미동맹 비전 연구(JVS: Joint Vision

있기 때문이다.

Study)」
,「한미 지휘관계 연구(CRS: Command
Relations Study)」
, 그리고 한국군에 추가 이양할

한미동맹의 성격변화는 미국의 GPR 실행에 의

군사임무 발굴 등이다. SPI는 양국 간 전문가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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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하여 공동으로 3대 과제를 연구하여 2006년 9

+3(한국, 중국, 일본) 협력체를 통해 아세안 10개

월 양측 대표들의 최종 서명과 함께 10월 제38차

회원국들과 경제적, 정치적 유대를 돈독히 해왔다.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보고되었다. 제38차

미국은 중국이 장차 동아시아에서 지역패권을 추구

SCM은 전시 작통권 환수 목표 시한과 이에 따른

하며 지역안정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경쟁국가로 인

지휘관계 변화 등 반세기 이상 유지해 온 한미동맹

식해 왔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을 배제한 채 동아시

을 근본적으로 조정하는 출발점이 된 것으로 평가

아에서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것이 미

할 수 있다.

국의 전략적 이익에 해가 될 것이라 우려한 것이
다. 이러한 상황에서 역내 주요 국가인 한국과의

한편 한미동맹의 관계는 한·미 FTA 체결과 이

FTA는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공고히 하

와 연계되는 한미동맹의 강화에서 살펴볼 수 있다.

여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한미 양국이 양자 간 FTA를 추진하는 주된 이유는

있는 것이다.

경제적 이익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양국 정부는 경제적 이익 이외에 중요한 외교안보

셋째, 동아시아에서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 확

적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해 FTA를 추진하고 있다.

대를 추구하고 있는 미국의 시각에서 한·미 FTA

즉 한미동맹의 보완 및 강화가 양국이 공통적으로

의 체결은 일본과 같은 여타 역내 국가들로 하여금

고려한 이익이었음을 알 수 있다.

미국과 FTA를 추진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미국은 그동안

미국이 한국과 FTA 협상에 착수하기로 결정한

APEC을 통해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증대하려

이유는 관세인하 및 폐지를 통한 무역자유화, 대미

고 노력해 왔으나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투자의 확대, 서비스 시장개방 등이 가져다주는 경

APEC을 통한 경제협력과 무역자유화 노력이 지지

제적 이익에 더하여 몇 가지 중요한 전략적 이익을

부진하자 양자 간 FTA를 통해 동아시아와의 경제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적 연계와 영향력을 증진시키려는 전략으로 선회하
였다. 이러한 전략에 입각해 추진되는 한·미 FTA

첫째, 동북아에 주요한 외교안보적, 경제적 이해
관계를 갖고 있는 미국이 흔들리고 있는 한국과의

는 특히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개입 및 영향력 강화
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동맹관계를 보완하고 동북아에서의 개입과 영향력
을 확대하려는 의도에서 FTA를 추진하는 것이다.

3. 평가
둘째, 미국은 한·미 FTA를 통해 한국과 동아시

140

아에 있어서 중국의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

한미동맹은 지난 50여 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굵

되는 것을 제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

직한 국제적인 사건이나 세계정세의 흐름, 미국의

악된다. 중국은 2003년부터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정책적 변화와 함께 영향을 받아 왔던 것이 사실이

제1의 수출대상국이 되었고, 일본에 뒤이어 제2의

다. 주한미군의 감축도 미국의 정책 변화와 함께 4

수입대상국이며, 2004년부터는 최대 교역대상국

차례나 추진되었으며, 최근 진행되고 있는 GPR 정

이 되었다. 중국은 또한 미국이 제외된 아세안

책에 따른 주한미군의 감축도 제5차 감축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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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러나 최근 5～6년 동안의 변화는 그 이

관계의 복원을 강조하는 이 시점에서 본 연구가 최

전에 한미동맹관계가 변화되어 왔던 것보다 훨씬

근의 변화와 함께 한미동맹을 재점검하고 가능한

더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아직은 미국이 한국의

변화 방향을 예측하는 것, 더 나아가 이에 대한 대

최대 우방이며 군사·외교·경제, 어떤 방면에서

응책을 제시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평가할 수 있

조명하더라도 동맹의 관계를 떨쳐버릴 수 있는 국

다.

가는 아니다. 따라서 새 정부가 들어서며 한미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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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연구과제│

중국시장에서의 한국제품경쟁력 실태조사

조장호(한라대)·김은영(한라대)·서백현(한라대)

본 연구에서는 중국 현지에서의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현지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을 도출하고, 아울러 우리나라의 국가이미지, 국민이미지, 제품
이미지에 관한 소비자의 평가도 분석하고 있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미지에 관한 소비자의 평가도 분석하기로 한다.

중국시장의 성장은 우리 기업 입장에서 보면 기
회이기도 하지만 자칫 중국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2. 연구내용

분석 없이 접근한다면 중국기업 및 외국기업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희생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중국 소비자들의 가전제품이나 휴대전화기의 구

중국시장의 경영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고 이러한

매기준이 되는 요소는 가격조건보다는 품질조건인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경쟁전략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매우 일관

구축할 필요가 있다. 중국시장에서 우리나라 제품

되게 나타나는데 구매기준에 관한 질의나 우리나라

의 경쟁력을 분석·평가하는 것은 중국시장이 우리

제품에 대한 기능적 평가에서도 구매자집단과 비구

나라의 성장에 기여하는 정도를 고려할 때 의미가

매자집단은 가격적 요인보다는 기술수준과 디자

크다. 본 연구는 국제마케팅 측면에서 우리나라 기

인, 내구성의 차이 때문에 구매하거나 구매하지 않

업이 현지시장 공략을 위해 유효한 전략을 도출하

은 것으로 나타났다.

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중국 소비자를 표본추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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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현지에서 설문조사를 함으로써 기업차원에서 활

국가이미지, 국민이미지, 제품이미지 등 후광효

용할 수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함과 동시에 부수적

과변수에 대해서 구매자와 비구매자 간 차이를 나

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이미지, 국민이미지, 제품이

타내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구매자는 비구매자에

2007년 시장경제연구백서

비해 우리나라의 국가이미지, 국민이미지, 제품이

오래 쓸 수 있는 기능적 품질을 중시하고, 그 제품

미지를 더 우호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보유가 부유함이나 진취성, 지적 수준이 높아 보이

이러한 우호적인 평가가 해당 제품의 품질지각이나

는 등의 효과를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구매의사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결국 국가이미지 등 여러 후광효과변수는 제

또 한 가지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중국의 가전제

품구매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제품에 대

품과 휴대전화기 시장 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한 호감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그치고 있다고 할 수

앞서 시장점유율이 시사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가전

있다. 국가이미지가 제품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치

제품은 중국 상표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휴대전

는 경우는 소비자가 제품의 품질을 알 수 없을 경우

화기는 외국상표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데, 본 연

에만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신념형성에 영향을 미

구결과와 연결지어 해석하면 기술수준과 다양한 기

치는 이른바 후광효과(halo effect)가 나타난다는

능이 휴대전화기에는 더 요구되고 이러한 요구조건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을 기술과 디자인 수준이 우수한 외국기업이 더 잘

다. 그렇지만 구매자와 비구매자 간 부유함, 우호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중국휴대전화기 시

적 국가, 협력국, 친절함, 교육수준 등의 항목에서

장에서 외국기업의 성과가 더 강화되어 왔다고 할

우리나라와 국민에 대한 인식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수 있다.

는 점은 비록 구매의 결정요인으로는 작용하지 않
는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인 영향과 호감도 형성에는

반면에 가전제품시장에서는 프리미엄 제품에 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

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수요가 많

고 전자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에는 영향을 미칠 수

지 않은 상황이고 표준화된 기술을 활용한 제품에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지속

대한 수요가 아직은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외

적인 국가이미지의 홍보와 교류, 협력을 통한 우호

국기업의 시장성과가 잘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볼

적인 이미지를 쌓아가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수 있다.

품질변수와 관련하여서는 가전제품과 휴대전화

분석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가전제품 및 휴대전

기에 대한 상징적 품질에 대한 지각에서는 차이가

화기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타나지 않았으나 기능적 품질에 대해서는 기술적

중국 소비자들은 제품의 구매 결정요인으로 제품의

우수성, 디자인, 내구성에서 구매자 집단과 비구매

기능적 특성을 상대적으로 중시하고 있다. 반면에

자 집단 간에 뚜렷한 지각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국가이미지, 국민이미지, 우리나라 제품전반의 이

구매의사결정에도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미지, 제품의 상징적 기능 등은 거의 영향을 미치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전제품이나 휴대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소비자들은 실제

전화기의 경우에 품질경쟁에 의해서 시장성과가 결

이용하기 편리하고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내구성과

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징적 품질의 경우는 어

디자인을 구비하고 애프터서비스도 편리한 총체적

떠한 경우에도 유의적인 영향을 나타내지 못하고

품질 수준이 우수한 제품을 선호하고 있다.

있었다. 즉 중국 소비자는 가전제품이나 휴대전화

우리나라 기업 역시 품질을 더욱 차별화함으로써

기를 통해서 기술이나 디자인, 그리고 고장 없이

가전 및 휴대전화기 제품의 대중국시장 점유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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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1인당 소득수준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토대로 한 중국 소비자 성

이 약 2,000달러인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을 저가시

향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가전제품 및 휴대전화기

장으로 인식하여 가격요인이 구매결정에 매우 중요

의 실천적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겠으나 조사결과는 오히

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중국 소비

려 중국 소비자들은 가격보다는 품질을 구매결정의

자들이 제품구매의 결정요인으로 제품관련 국가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미지 등의 추상적인 특징보다는 제품의 기능적 특

다. 기본적으로 전자 및 휴대전화기와 같은 기술집

성을 상대적으로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약적 상품은 기술이나 품질 면에서 차별화된 상품

러한 중국 소비자들의 실용주의적 소비성향을 고려

이 경쟁력을 갖는다고 해석할 수 있고 중국소비자

할 때, 중국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경쟁력을 도모하

도 예외는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품질의 차별화가 될 것

기술, 디자인, 내구성에서 차별화 전략을 추구해야

이다. 특히 통념과 달리 중국소비자들의 구매결정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의 전략, 즉 품질수준이 뒷

에 가격 요인보다는 품질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받침되지 않는 저가 전략은 중국시장에서 큰 성과

는 본 연구 결과는 추후 중국시장을 겨냥하고 있는

를 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우리 기업의 경영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리라 믿는
다.

3.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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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변동이 기업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전략
│주│제│별│연구과제│

안순권

본 연구는 환율변동이 제조기업의 채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
과 원/달러 환율과 제조업부문 기업의 채산성은 역의 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중소기업의 채산성이 대기업보다 환율변동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생산성이 높은 기업의 경우 환율변동의 영향이 생산성이 낮은 기업보
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원화 절상이 기업의 채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각

분석 결과, 제조기업들은 원/달러 및 엔/달러 환

기업의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또한 환율

율변동률의 추정치가 유의적으로 나타난 모든 기간

절상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환율과 채산성의

에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채산성이 악화되고 엔

관계가 구조적인 변화를 거칠 가능성도 크다. 그런

/달러 환율이 하락(엔화강세)하면 채산성이 개선되

측면에서 환율변동이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 기업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채산성 향상에는

채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의의

원/달러 환율의 상승(원화약세) 및 엔/달러 환율의

가 크다고 할 것이다. 지속적이고 과도한 원화강세

하락(엔화강세)이 유리하다는 이론 및 기존 연구결

가 기업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의 실태를 제대로

과에 부합한다. 이같은 분석 결과는 원/달러 환율

파악해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하락하는 가운데 엔/달러 환율이 상승(엔화약

따라서 본 연구는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 제조업

세)할 경우, 다시 말해 원/엔 환율이 절상할 경우

체뿐 아니라 협회등록 및 외부감사 기업의 패널데

수출기업은 이중의 타격을 받아 채산성이 크게 악

이터를 사용하여 1989~2006년 기간 중 환율변동

화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원/엔 환율의 절상은

이 제조기업의 채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

일본으로부터 도입되는 자본재와 기자재의 수입단

다. 그리고 기업의 규모와 생산성 및 연구개발비

가를 하락하게 하여 제조원가를 감소시키는 긍정적

비중이 환율민감도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하였다.

인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한·일 간의 수출경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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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있는 제품을 중심으로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

업보다 환위험관리 능력 및 제품경쟁력이 떨어지는

을 약화시켜 수출채산성을 악화시키는 부정적 효과

데다 환율이 하락하더라도 수출 가격을 조정하기가

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된다. 또 미 달러화 시세의 영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환위험 관리

향을 많이 받는 실질실효환율도 외환위기 이전

시스템 확대, 수출가격 전가율 제고를 위한 품질,

(1989~1997년) 기간을 제외한 모든 기간에서 하

마케팅, 제품차별화 등의 추진이 요망된다. 셋째,

락할 경우 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

생산성이 높은 기업의 경우 환율변동의 기업수익성

났다.

에 대한 영향이 생산성이 낮은 기업보다 더 적은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환율변동이 기업채산성에

환율이 기업의 채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원/달러

미칠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구조조정, 경영

환율, 엔/달러 환율 및 실질실효환율 모두 외환위

효율화 등 원가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생산성

기 이후(1998~2006년) 기간에 높아졌으나, 원화

향상, 노사관계 안정을 통해 원화절상에 따른 수익

강세가 지속된 2002년 이후에는 원/달러 환율과

성 악화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마지막으

엔/달러 환율이 기업의 채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약

로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기업의 채산성이 연구

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질실효환율

개발비 비중이 낮은 기업보다 환율의 영향을 더 많

의 경우 2002년 이후 기업의 채산성에 미치는 영향

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다소 의외의 결

이 오히려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달

과는 연구개발비 비중의 상승이 생산성 및 품질경

러 환율과 기업 채산성 간의 관계가 약화된 것은 무

쟁력 향상을 통해 환율민감도를 완화시키고는 있으

엇보다도 국산제품의 품질경쟁력 향상과 해외수요

나, 일본·미국 등과의 상당한 기술격차로 인해 여

증대 등으로 수출가격의 환율탄력성의 절대값과 수

전히 가격경쟁력을 좌우하는 환율에 민감하게 반응

출물량의 환율탄력성이 하락하여 원화 환율 이 하

하는 구조적 취약성에서 국내 기업들이 아직 벗어

락할 경우 수출기업의 매출액 감소폭이 축소된 것

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선진국과

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수출대금의 달러화 결

의 기술 및 생산성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기술개발

제비중 하락과 소재·부품의 수입의존도 제고 및

과 품질고급화 등을 통해 수출품의 품질경쟁력을

기업들의 원가절감노력 등도 환율의 영향을 즐인

높여야 할 것이다. 산학연관 등 4대 부문의 협조체

요인들로 분석된다. 또 엔/달러 환율의 영향이 약

제를 강화하여 새로운 주력 수출상품 육성도 적극

화된 것은 최근 수년간의 엔화약세가 일본산 중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재 및 자본재의 수입비용부담을 줄이는 긍정적 효
과가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부정적 효과를 어느
정도 상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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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특성에 따른 환율의 파급효과는 다음과 같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달리 개별기업의 영향 분

다. 첫째, 수출기업의 채산성이 환율변동에 내수기

석에 초점을 두고 있어 이 분야에서는 최초의 시도

업보다 더 민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중소

라 생각된다. 산업별 자료가 아닌 기업별 자료를

기업의 채산성이 대기업보다 환율변동에 더 큰 영

이용하였고, 환율도 원/달러 환율뿐만 아니라 최근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이 대기

우리나라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엔/달

2007년 시장경제연구백서

러 환율도 고려하였다. 외환위기 전후, 2000년대

업과 중소기업, 생산성이 높은 기업과 낮은 기업

초반 이후의 원화강세 기간, 내수 및 수출기업, 대

간의 환율에 대한 반응차이는 기업의 대응방안과

기업 및 중소기업, 생산성 고저, 연구개발비 고저

관련하여 귀중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개별기

등으로 분석대상을 구분하여 그 차이점을 분석한

업의 환율영향력에 대한 초기 연구에 많이 인용될

점도 독창적인 기여도를 높여주고 있다. 특히 대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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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및 근로환경과 노동시장 연구

- 대졸청년실업, 대졸청년 자신에게는 문제 없는가
- 산별노조와 단체교섭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
- 프랑스 최초고용계약(CPE)제도의 시사점
- 제조업 임금의 평가와 시사점

대졸청년실업, 대졸청년 자신에게는 문제 없는가
│주│제│별│연구과제│

박성준

본 연구는 점차 장기화되는 청년실업문제의 원인을 노동의 수요 측면을 강조한
과거의 연구와는 달리 청년층 자신, 즉 노동의 공급측에서 접근하여 규명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청년실업문제의 주요 원인은 이미 하향취업의 필요성이 야기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희망임금 또는 의중임금이 실제 시장임금보다 상
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또한 일자리를 가졌다 하더라도 임의로 쉽게 그만
두는 등 청년층 자신이 실업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높고 또한 근로의욕의 상실로 사회적 일탈행동과
범죄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1997년 말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는 우리나라 노

우려마저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심각한 청년

동시장이 일찍이 경험하지 못하였던 실업 대란을

실업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 타개책을 모색하는

가져왔다. 특히‘이태백’
,‘이구백’
이라는 신조어

데 그 목적이 있다.

가 생길 정도로 청년실업은 전체 실업률의 2배에
가깝고 잠재된 실업까지 합하면 대학 졸업자의 경
우 4명당 1명꼴로 백수생활을 하는 등 타 연령대에

2. 연구내용

비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논리적으로 공급에 비해 수요가 적으면 과잉공급
청년층의 고실업은 청년층이 자신에게 적합한 일

으로 실업이 발생하는 것은 자연적인 이치이다. 그

자리를 찾아가는 단계에서 취업과 실직이 매우 빈

러면 실제 우리의 경우도 과연 청년층이 초과공급

번한 가운데 발생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인적자

인가? 본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생률 저하는

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

인구규모의 감소 및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를 야기하

다. 그러나 장기화되어가는 고실업 상태는 이들의

여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청년층 노동공급의 전

인적자본이 사장된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경제에

반적인 축소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다

장기적으로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른 한편에서는 2001년 이후 특히, 참여정부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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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및 성별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노동수요의

먼저 졸업 후 처음 일자리를 찾는 데 걸리는 기간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이 남성보다

이 양적인 측면에서 청년층 노동공급이 지속적으로

졸업 후 첫 직장에 취업하는 기간(미취업기간)이 짧

감소하는 추세에서 청년층에 대한 노동수요도 둔화

다. 둘째,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미취업기간이 짧

되고 있어 노동력의 양적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청

다. 셋째, 대졸이 초대졸에 비해 미취업상태가 상

년실업이 야기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청년실업

대적으로 길다. 넷째, 경제위기 이후 졸업이 이전

의 근본 원인은 질적인 면에서의 수급불균형에 기

졸업보다 그리고 최근에 졸업할수록 미취업기간이

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알다시피 대학 진학률

짧다. 다섯째, 가구주는 가구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청년층 노동시장 진입자

취업을 빨리한다. 여섯째,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

가운데 고학력자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록 그리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미취업기간이 길어

노동수요가 이들 인력을 수용할 만큼 따라가지 못

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끝으로, 월평

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고학력 노

균 임금이 높아짐에 따라 미취업기간이 통계적으로

동력의 빠른 증가는 일정 조정기간이 지남에 따라

유의하게 길어진다는 점이다. 이는 해마다 희망임

하향취업을 통하여 시장에 흡수·조정되어 해소될

금이 상대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임금이 높은 직장

것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하향

을 찾게 되고 따라서 미취업기간이 길어진다는 해

취업의 필요성에 대해 시그널을 보내고 있으며 또

석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여전히 청년층

한 일부에서는 실제로 하향취업이 시작되고 있다.

의 눈높이가 높다는 점이 청년층 고실업의 중요한

그러나 현실은 이미 상당한 조정기간이 지났음에도

요인이 된다는 의미이다.

불구하고 여전히 청년실업이 문제시 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첫 일자리 근무기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첫째, 남성이 여성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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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청년실업에 대한 많은 연구는 일자리창출

해 첫 일자리를 그만둘 확률은 낮으나 그다지 유의

이라는 수요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하여 왔고 정부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만둔 청년층만 대상으로 할

나름대로 일자리창출을 위해 노력하여 왔다. 그러

경우 남성의 근무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게 나오고

나 여전히 고학력 청년층의 실업문제는 해소될 기

있다. 둘째,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일자

미가 보이지 않는데, 이는 단지 수요 측면으로의

리를 그만둘 확률이 높게 나오고 있다. 셋째, 대졸

접근에는 한계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본다. 따

자의 근무기간이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에 비해 상

라서 본 연구는 청년층 자신에게의 문제, 즉 노동

대적으로 짧다. 넷째, 졸업연도별로 보면 최근에

의 공급측에서 접근하여 청년실업을 보고자 하였

졸업할수록 첫 직장을 그만둘 확률이 상대적으로

다. 실업률은 동태적으로 보면 실업상태에 머무르

낮다. 다섯째, 정규직이 상대적으로 그만둘 확률이

는 기간과 실업상태로의 진입률로 구성되어 있다.

높다. 여섯째, 당연한 결과이지만 대기업에 취업했

따라서 본 연구도 같은 접근방법으로 고학력 청년

을 경우 월 임금이 높을수록 그리고 일의 내용이 교

실업을 졸업 후 처음 일자리를 얻는 데 소요되는 기

육수준에 맞을수록 직장을 그만둘 확률이 낮아지고

간과 그 일자리에 얼마 동안 근무하는지를 통해서

따라서 근무기간도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알아보고자 하였다.

다. 끝으로, 자발적인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보다

2007년 시장경제연구백서

근무기간이 짧다. 이는 자발적 사유의 비중이 비자

아보았다. 우리나라 청년실업문제의 특징은 매년

발적인 경우에 비해 큰 것을 감안할 경우 청년층의

희망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임금이 높은

고용불안정은 청년층 자신이 초래했다고도 볼 수

직장을 찾게 되고 따라서 미취업기간이 길어진다는

있다.

점이다. 또한 자발적인 사유에 의해 첫 일자리를
그만두는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고학
력 청년층 실업은 그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창출함

3. 평가

으로써 해결되어야 하겠지만 청년층 자신도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미 하향취업의 필요성이 야

본 연구는 청년층 자신에게의 문제, 즉 노동의

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희망임금 또는

공급측에서 접근하여 청년실업의 원인을 규명하고

의중임금이 실제 시장임금보다 상당히 높고 또한

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고학력 청년실업문

일자리를 가졌다 하더라도 임의로 쉽게 그만 두는

제를 졸업 후 처음 일자리를 얻는데 소요되는 기간

등으로 청년층 자신이 고실업을 야기하고 있음을

과 그 일자리에 얼마 동안 근무하는지를 통해서 알

알 수 있다.

Ⅰ. 2007년 연구사업 151

│주│제│별│연구과제│

산별노조와 단체교섭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
- 법적 측면에서

박성준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조직구조는 지난 10년간 기업별 노조에서 산별노조로 전환
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실제적으로 기업별 교섭에 중앙교섭을 추가하
는 다중교섭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화의 진전과 함께 수시
로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민첩하게 대처하기 위해 기업 실정을 고려할 수 있는 기
업별 교섭으로 분권화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도 어긋난다. 이런 상황에서 사용
자단체 및 개별 기업들은 산별교섭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을 미리 논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산별노조 및 산별교섭의 전통이 있는 선진국의 경
험을 살피는 한편 우리나라의 기존 산별노조 및 산

지난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 노동조합

별교섭의 사례를 중심으로 산별교섭의 문제점에 대

의 조직구조는 기업별 노동조합에서 산별노조로 전

해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환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한국노총과 민노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산별노조 확산에 따른 기업

총은 이미 90년대 말부터 산별노조의 건설전략을

의 대응전략도 모색한다.

세워 꾸준히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아직 산업별
단체교섭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산별노조는 한국노
총 산하의 금융노조와 민주노총 산하의 보건의료노

2. 연구내용

조 및 금속노조 정도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전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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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산별노조의 뿌리가 깊은 유럽을 비롯한 선진

우리나라 노동계에서의 산별노조 결성의 움직임

국들은 산별교섭을 탈피해 기업(단위사업장)별 교

은 대세이지만 산별(중앙)교섭은 금속노조, 보건의

섭으로 전환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산별노조가

료노조 및 금융노조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는 미미

잘 발달되어 있는 독일에서도 산별교섭 대신 기업

한 상태이다. 그리고 이들 노조들도 조직형태는 산

별 교섭으로 분권화되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세계

별체제를 갖추었다고는 하나 산별노조의 리더십 및

적인 추세에 어긋나게 우리나라 노조가 기업별 노

통제력이 취약하여 산별노조 내부의 조율이 제대로

조에서 산별노조로 전환코자 하는 배경을 살피고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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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가 과거의 기업별 노조에 바탕을 두고 있

노조·산별교섭의 고착화를 위해 정부에 대해 지속

어 기업별 노조의 관행이 그대로 남아 있으며 따라

적으로 산별교섭 법제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

서 기업노조와 산별노조 간의 인적·물적 배분을

다. 또한 올해 대선 분위기에 편승해 자신에게 유

둘러싼 갈등이 여전한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리한 노동 관련법 제도의 재·개정을 위한 강경한

산별교섭은 외국의 경우와 달리 외관만 산별노조의

노동운동을 전개할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

무늬를 가지고 있을 뿐 실제적으로 기업별 교섭에

러나 산별노조의 무차별적 교섭대상의 확대 및 경

중앙교섭을 추가하는 다중교섭의 형태를 벗어나지

영권 침해적 요구에 대한 개선, 이중교섭·이중파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 등 산별교섭의 폐해가 지속되는 이상 산별교섭
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싸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다중교섭구조로 인하여 교섭비용이 증가
하고, 중앙교섭의 의제로 해당 산업에서 해결할 수

산별노조의 역사가 깊은 선진 제국의 노동계는

없는 사회 정책적 의제가 논의되고, 중앙교섭에서

세계화의 진전과 함께 수시로 변화하는 경제환경

논의되지 않거나, 중앙교섭 합의사항에 불만을 가

에 민첩하게 대처하기 위해 과거의 산별교섭에서

진 지부 혹은 지회는 재차 교섭을 요구하며 다시 파

기업 실정을 고려할 수 있는 기업별 교섭으로 분권

업에 돌입하거나 파업을 지속함으로써 교섭비용 및

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노동계는 최소한 우리

파업비용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제의 한축을 감당한다면 이미 실시하고 있는 기

실정이다. 예를 들자면, 금속노조는 2003년부터

업별 노조 및 기업별 교섭의 장점을 살려 노사관계

“산별교섭 타결 없이 지부교섭 타결 없다”
는 교섭

의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에도

방침을 지속적으로 견지해 오고 있으며, 보건의료

불구하고 오히려 세계적 추세를 거스르는 것이 우

노조 역시 2006년부터‘산별교섭과 지부교섭을 병

리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심사숙고해야 할 것

행 추진하되, 산별교섭 타결 이후 지부교섭을 완료

이다.

한다’
는 지침하에 교섭을 진행, 해당 사용자들의
경우 사실상 1년 내내 교섭을 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3. 평가

향후 노동계는 현대차 등 대기업 노조의 산별노

2006년 산별교섭 과정에서는 사용자단체의 구

조 전환을 계기로 다른 업종에의 산별노조 결성 및

성문제가 논란이 되었고, 산별교섭을 통해 사용자

산별중앙교섭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단체 구성을 합의하였는 바, 향후 산별 노사관계의

노동계는 산별노조의 공통사항으로 산별노조 인

안정을 위해서는 사용자단체들의 역할정립과 기능

정, 노조활동 보장, 조합비 공제기본협약 체결, 사

제고가 매우 중요해질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단체

용자단체 가입, 단협체계 통일, 고용안정, 비정규

는 산별·집단교섭에 임하기에 앞서 산별노조에 대

직 문제, 사회정치적 요구 등 무리한 요구를 중심

해 합리적인 수준의 교섭위원 선정, 타사문제나 상

으로 파업을 통하여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 할 것

급단체 지침 등을 이유로 한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인 바, 산별노조 산하 기업의 노사관계 불안이 더

것, 이중교섭 및 이중쟁의 행위금지 등의 교섭의

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주노총은 산별

전제조건에 대한 논의를 먼저 진행할 것을 요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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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이를 통해 자사문제와 관련 없는 타사문

금, 근로시간 등 구체적인 항목들에 대해서는 원칙

제 내지 상급단체 지침에 따른 쟁의행위·이중쟁의

적이고, 선언적인 수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

행위 등 쟁의행위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개별기업은

할 것이다.

적극적으로 개별기업 차원에서 단체교섭을 추진하
도록 노력하는 한편 산별교섭의 실시에 대하여는

또한 사용자단체는 산별교섭에서 다룰 수 있는

장기적으로 그 장단점을 검토함과 동시에 기업별

내용들을 정하고, 교섭에 임하도록 해야 할 것이

교섭이 더욱 현실적이고 효과적임을 각 노조원에게

다. 즉 산별협약의 내용은 전문, 교섭원칙, 평화조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항 등으로 한정토록 하고, 부득이할 경우 고용, 임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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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최초고용계약(CPE)제도의 시사점
│주│제│별│연구과제│

-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고용창출을 중심으로

변양규

경직적 노동시장하에서 심각한 청년실업문제에 직면한 프랑스는 지난 2006년
고용보호조항의 과감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최초고용계약(contrat premiére

embauche; CPE)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노조와 대학생의 거센 반대로
실패하였다. 최초고용계약제도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여 고용창출을 유도
하는 정책이지만 노동시장의 일부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제한적 개혁의 특성을 가
진 정책이다. 본 연구의 분석에 의하면 최초고용계약제도와 같은 노동시장 유연
화 정책을 정규직을 포함한 노동시장 전반으로 확대할 경우 상당한 수준의 고용
창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장기적으로 고용의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도 입 을 추 진 했 던 최 초 고 용 계 약 (contrat

premiŽre embauche; CPE)제도는 더욱 유연한
프랑스의 노동시장은 엄격한 고용보호조항으로
인해 상당히 경직적인 특성을 보여 왔다. 이런 경

형태의 고용계약을 제시하여 청년실업문제를 해결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직적인 노동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일자리창출 부
진이다. 프랑스 노동시장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지

본 연구는 고용 및 해고의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난 20년간 지속적인 실업률의 상승을 경험하였으

최초고용계약을 기존의 계약들과 비교하여 최초고

며 특히 2000년대에 들어 10%에 육박하는 높은 실

용계약제도가 고용창출을 유도하고 청년근로자가

업률이 지속되었다. 특히 과도한 고용보호로 고용

안정적인 정규직으로 이행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창출이 저해되는 상황에서 프랑스 청년층 근로자는

가를 검토하였다. 또한 고용보호조건의 완화와 같

임시직과 실업을 오가는 불안정한 고용상황에 처해

은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어느 정도의 고용창출

있었고 청년실업률은 20%를 상회하는 수준이었

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기존의 연구

다. 따라서 청년실업자의 취업을 위한 일자리창출

들을 검토하였다.

이 필요했고 또한 안정적인 정규직으로의 이행을
도와주는 정책이 필요했다. 프랑스 정부가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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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내용

한편 기존의 노동법하에서 부당한 사유로 해고
를 당한 무한기간계약 근로자에게는 상당한 수준

사용자는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할 의무를

의 부당해고보상금이 주어진다. 하지만 최초고용

가진다. 최초고용계약제도는 20인 이상의 사업장

계약제도하에서는 사용자는 해고의 정당성을 증명

이 청년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할 경우 이런 의무를

할 의무가 없으므로 부당해고보상금이 적용되지

한시적으로 면제시켜 주는 제도이다. 이와 같은 고

않는다. 그러므로 부당한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용보호조항의 완화는 단기적으로 청년근로자를 위

가능성이 높은 사용자가 최초고용계약을 악용할

한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 청년근로자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기존의 유한기간계약

고용안정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

을 무한기간계약으로 전환하여 고용의 안정성을

지만 이런 입법목적에도 불구하고 노조와 대학생의

보장하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취약한 면도 있다.

거센 반발에 부딪혀 결국 도입이 좌절되었다.

하지만 지나친 정규직 고용보호를 함께 완화한다
면 이런 문제의 해결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결

해고의 비용 측면에서 살펴본 최초고용계약제도

론적으로 최초고용계약제도와 같은 노동시장 유연

는 기존의 유한기간계약(임시직과의 계약)과 무한

화 정책은 그 적용대상이 제한적이라는 문제 때문

기간계약(정규직과의 계약)의 중간 형태를 가짐으

에 기대한 만큼의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화의 효과

로써 불안정한 유한기간계약이 더욱 안정적인 무한

를 거두기 어렵다. 하지만 정규직의 고용보호조항

기간계약으로 원활히 전환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완화와 같은 전반적인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과

의 유한기간계약에 적용되던 해고비용보다 낮은 수

병행할 경우 고용창출과 고용안정화에 충분히 기

준의 해고비용이 적용되고 사용자는 해고의 정당성

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을 증명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기존의
유한기간계약을 대체하여 최초고용계약을 체결할

이런 결론은 시뮬레이션을 통한 기존의 연구에

유인을 제공하며 고용 및 해고의 비용 때문에 신규

서도 강조되었다. 이들 연구에 의하면 최초고용계

고용을 미루어 왔던 사용자에게 고용창출의 유인을

약제도처럼 그 적용대상이 제한적인 노동시장 유

제공한다. 근로자를 위해서는 기존의 유한기간계

연화 정책은 고용계약 간의 대체를 유발하여 기대

약보다 정액실업수당의 제공조건을 완화하고 기타

한 만큼의 고용창출효과를 거둘 수 없다. 하지만

금전적 보상 및 직업훈련권도 보장한다. 따라서 사

정규직 고용보호조항의 완화를 포함한 전반전인

용자, 근로자 모두에게 기존의 유한기간계약을 최

노동시장의 개혁은 상당한 수준의 고용창출효과를

초고용계약으로 대체할 유인이 존재한다. 또한 최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최초고용계약제도와 상

초고용계약은 기존의 무한기간계약보다 높은 수준

당히 유사한 신규고용계약(contrat nouvelles

의 해고보상금을 보장하고 그 적용대상의 범위도

embauches; CNE)제도의 경우 총고용의 약

넓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보면 최초고용계약을 더

0.3%에 불과한 고용창출효과를 보이지만 정규직

욱 안정적인 무한기간계약으로 전환할 유인도 존재

고용보호조항의 완화를 병행할 경우 총고용의 약

한다. 이런 의미에서 최초고용계약제도는 단기적

3%에 해당하는 고용창출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이

으로는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는 고용안

예상되었다.

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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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직·비정규직 노동시장 사이에 건전한 경쟁을 도입
하여 노동시장 전체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현 상황도 프랑스와 비교하

지역·산업·기업 간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용

여 큰 차이가 없다. 세계경제포럼(WEF)의『2007

이하게 하여 국가경제 전체의 경쟁력 제고에도 도

～2008년 세계경쟁력보고서』
에 의하면 우리나라

움이 될 수 있다.

의 국가경쟁력은 종합순위에서 총 131개국 중 11
위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고용의 경직성은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비정규직보호

50위, 해고의 비용은 107위로 노동시장의 경직성

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비정규직

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청년실업의 문제

보호법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차별시정의 효과

역시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비정규직보호법의

를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시장에만

실효성 역시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프

국한된 유연화 정책이다. 따라서 근로계약 간의 대

랑스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하나인 최초고용계약

체를 통해 노동시장의 이중성을 심화시키고 비정규

제도의 고용창출 효과를 검토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직의 양산이라는 부작용을 나을 수 있다. 정규직의

고 하겠다.

고용보호조항 완화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개혁이 병
행되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우선 정규직 고용보호조항의 완화까지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개혁의

포함하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더욱 큰 고용창

출발점 제시라는 기여를 했으며 특히 OECD 최근

출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보고서 Jobs for Youth: Korea도 정규직·비정

러한 전반적인 노동시장 개혁은 장기적으로 비정규

규직 고용보호조항의 차이 완화를 권고하고 있다는

직의 정규직 전환을 용이하게 하여 고용안정화에도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기여한다. 또한 이런 개혁은 분리되어 있는 정규

Ⅰ. 2007년 연구사업 157

│주│제│별│연구과제│

제조업 임금의 평가와 시사점

허찬국·김필헌·김창배

‘국민소득대비 임금수준’
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제조업 임금은 선진국보다 높다.
2000년 이후 노동소득 비중이‘노동의 기여’증가를 초과하고 있다. 단위노동비
용 증가율이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임금
인상률을‘노동생산성’증가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사회보험료 등 간접
임금의 증가속도를 조정해야 한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자 한다

우리나라 제조업 임금에 대한 서로 다른 주장이
지속되고 있다. 경총 등 재계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임금상승률은 세계 최고수준이며 생산성을 초과한

2. 연구내용

임금상승률로 인해 심각한 경쟁력 저하가 초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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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우리나라 제조업

노동통계국(BLS: Bureau of Labor Statistics)

임금은 선진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제조업 임금은 2005년

임금상승률이 높은 것은 노동생산성의 높은 증가율

현재 시간당 13.6달러로 주요 31개국 중 21위에

을 반영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이런 상반된 주장의

불과하지만 과거 우리보다 임금이 높았던 싱가포

근본적인 차이는 임금수준을 단순(절대) 비교하느

르, 대만, 홍콩 등에 비해서 약 2~2.5배 높은 수준

냐 아니면 상대적 비교를 하느냐와‘노동생산성’

이다. 특히 소득수준과 대비해 본 상대적 임금수준

정의에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올바

은 훨씬 높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1인당GNI 대비

른 임금비교를 위해서 1인당소득, 경제발전단계를

제조업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는 158.4

감안한 상대적 임금수준의 국제 비교, 노동생산성

로 전체 비교대상 31개국 중 5위로 매우 높다. 경

의 차이, 노동생산성을‘노동의
과‘노동의 기여’

쟁국인 대만(76.9), 싱가포르(51.5), 홍콩(37.8)에

라 인정할 경우, 임금인상률의 국제 비교 등
기여’

비해서는 2~4배 높은 수준이다.

2007년 시장경제연구백서

노조 측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급격한 임금상승

위의 연구결과는 제조업부문의 임금상승 추세와

은‘노동생산성’
의 개선으로 인한 것이어서 문제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여러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간당 산출량으로 계산

생산요소의 기여가 포함되어 있는‘시간당 산출량’

되는‘노동생산성’
을 기초로 임금인상이 이루어 질

증가를 임금상승과 연결시키는 것은 잘못이다.‘노

경우 임금증가율이‘노동의 기여’증가를 초과하고

동의 기여’이상으로 임금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

노동소득의 상대적 비중이 과다하게 높아지는 결과

이다. 둘째,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인상은 자제되

를 초래할 수 있다. 즉 노동 이외에 자본 등 다른 생

어야 한다. 특히 최근 경쟁력 하락을 감안한다면

산요소의 기여가 과소평가되기 때문이다. 실제 노

생산성보다 낮은 임금인상률이 필요하다. 단위노

동/자본 소득비율 증가율을 자본의 기여를 감안하

동비용 증가율이 높은 상황에서 생산성증가에 비례

여 추정한 노동/자본 소득비율의 증가율과 비교한

한 임금상승률은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 부가가치 중 노동소득으로 귀속된 부분이 적

다. 셋째,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지출금, 법

정수준 이상이었다. 2000~2005년간 노동장비율

정복리비 및 노동관련세금 등의 증가속도를 하향

의 변화를 감안한 적정 노동/자본 소득비율의 증가

안정시켜야 한다.

율은 거의 0%인 반면 2000~2005년간 노동/자본
소득비율은 연평균 4.2% 증가한 것이다.

3. 평가
노동생산성을‘노동의 기여’
라 보더라도 우리 임
금상승률은 높다. 단위노동비용(unit labor cost)

본 연구는 시간당 산출량으로 계산되는‘노동생

은 산출물 1단위를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임금비용

산성’
을 기초로 임금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임금증

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생산성증가 한도 내에서 임

가율이‘노동의 기여’증가를 초과하고 노동소득의

금이 상승한다면 단위노동비용은 변화가 없거나 하

상대적 비중이 과다하게 높아짐을 실증적으로 보여

락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단위노동비용은 2000

주었다.‘노동생산성’
이 높기 때문에 임금이 높은

년 이후 5년간 2.5% 증가했다. 5년간 2.5% 증가

것이라는 노동계 주장의 문제점을 적절하게 지적한

는 그다지 큰 수치는 아니지만 대만(-21%), 일본

것으로 평가된다.

(-13%), 미국(-5%), 독일(-6%) 등 경쟁국 및 주
요 선진국들의 단위노동비용이 하락한 것과는 큰
대조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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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책의 주요 이슈

- 기업집단의 소유구조에 관한 이론모형 분석과 시사점
- 미연방대법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평가기준 변화의
정책적 함의
-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실증연구 고찰
-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와 경영성과 간의 관계
-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분석
- 일본의 친기업정책과 제도변화

기업집단의 소유구조에 관한 이론모형 분석과 시사점
│주│제│별│연구과제│

최충규

본 연구는 기업집단의 소유구조 형성에 관한 이론모형을 구축하여 어떠한 소유구
조가 균형에서 도출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다양한 소유구조의 형성원리와 유인체
계를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는 모형의 변형을 통해 상호출자금지, 주주중심주의
의 채택, 지배권 확보장치의 도입 등 기업집단 관련시책이 기업집단의 소유구조
와 유인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피라미드 소유구조에 관한 논의는 대부분 결과론

분석모형의 타이밍은 4기로 구성된다. 제0기에

적인 비판 또는 옹호에 치우쳐 있어 애초에 피라미

서 창업주는 기업 1을 설립하고 기업 1에 대한 자

드식 소유구조가 왜 형성되었는지에 관한 이해와

신의 출자지분율을 결정한다. 제1기에서 창업주는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집

기업 1의 이윤을 재원으로 기업 2를 설립하고, 기

단의 소유구조 형성에 관한 이론모형을 구축하여

업 2에 대한 자신의 직접지분율과 기업 1의 출자지

어떠한 소유구조가 균형에서 도출되는지를 살펴보

분율을 결정한다. 제2기에서 창업주는 기업 2의 기

고, 이를 통해 피라미드식 소유구조를 포함한 다양

업 1에 대한 상호출자지분율을 결정한다. 제3기에

한 소유구조의 형성원리와 유인체계를 분석한다.

서 창업주는 기업 2로부터 지배편익을 취하고 그

또한 균형에서 도출되는 각각의 소유구조가 창업주

취득비용을 부담한다.

(또는 지배주주)와 외부주주 간의 보수분배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과 분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타이밍을 전제로 후방귀납

석모형의 변형을 통해 상호출자금지, 주주중심주

법에 따라 균형을 도출한다. 이때 분석의 편의를

의의 채택, 지배권 확보장치의 도입 등 기업집단

위해 ①창업주는 자신의 직접지분만으로는 기업 1

관련시책이 기업집단의 소유구조와 유인체계에 어

과 2를 지배할 수 없고 ②기업들은 주주들에 대한

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배당에 앞서 타기업에 대한 출자를 먼저 행하며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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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2가 기업 1에 상호출자를 할 때‘구주’
를 취득

균형 소유구조 유형을 도출하고 있는데, 이는 수평

하는 방식으로 출자한다고 가정한다.

구조, 수직구조, 상호출자 있는 수직구조, 상호출
자 없는 혼합구조, 상호출자 있는 혼합구조 등이

그러면 제3기에서 창업주는 기업 2에 대해 충분

다. 또한 이들 균형 소유구조하에서 창업주, 외부

한 지배권을 확보한 경우‘비용 없이 취득 가능한

주주 1, 외부주주 2, 외부주주 전체 및 사회전체의

지배편익의 상한’
을 취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지

순보수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모두 양(+)으로 나타

배편익을 전혀 취하지 않는 것이 최적이다. 제2기

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같은 조건하에서 창업주

에서는 ①기업 2에 대한 창업주의 직접지분과 기업

는 기업 1과 2를 설립할 유인이 있고, 외부주주 1

1의 지분의 합이 기업 2를 지배하는 데 필요한 최

과 2는 각각 기업 1과 2에 출자할 유인이 있으며,

소지분율보다 크거나 같고 ②
‘취득가능 최대상호

따라서 앞에서 도출한 균형 소유구조 모두 실현가

출자지분율’
이‘최소필요 상호출자지분율’
보다 작

능하고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함을 의미한다.

지 않으며 ③상호출자를 하는 것이 창업주의 보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 창업주는 기업 2를 지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창업주와 사회전체의 순

배하는 데 필요한‘최소필요 상호출자지분율’
을취

보수는 상호출자가 있는 소유구조 유형에서 더 높

득하는 것이 최적이다. 그러나 상기 세 가지 조건

다는 점이다. 이는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상호출

중 어느 하나라도 성립하지 않고 또한 기업 1이 이

자금지가 사회 순보수가 가장 높은 소유구조의 출

미 기업 2에 출자한 경우, 창업주의 입장에서는 기

현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여 효율성과 상충될 수 있

업 2가 기업 1에 상호출자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이

다는 것을 시사한다.

최적이다. 제1기에서 창업주는 기업 1로부터 받은
배당금 전액을 기업 2에 출자함으로써 기업 2에 대

본 연구는 전술한 가정들이 완화되거나 모형이

하여 가능한 한 높은 직접지분율을 보유하는 것이

변형될 경우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도

최적이다. 제0기에서 창업주는 자신이 조달한 창

분석한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업자금 모두를 기업 1의 설립에 투입하고, 또한 기
업 1의 자기자본 규모를 기업 1의‘최소필요투자’

첫째, 기업 2가‘구주’
대신‘신주’
를 취득하는

규모에 일치시킴으로써 기업 1에 대하여 가능한 한

방식으로 기업 1에 출자하는 경우, 이러한 상호출

높은 직접지분율을 보유하는 것이 최적이다.

자는 창업주의 기업 1에 대한 지배권 확보에는 불
리하지만 기업 1의 자기자본 확대에는 더 유리하

이러한 결과는 첫째, 상호출자가 창업주 또는 지

다. 게다가 만일 기업 1의 투자가 가분적(可分的)이

배주주의 그룹 지배권 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

라면 기업 2의 신주취득에 의한 상호출자는 기업 1

며, 둘째, 기업 1의 이윤 및 기업 2의 이윤의 크기는

의 투자증대와 이윤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

창업주의 그룹지배권 확보에 중요한 관건이고, 따
라서 창업주는 지배편익의 취득에 앞서 기업 1과 2
의 성과를 최대한 증대할 유인이 있음을 시사한다.

를
둘째,「선출자 후배당」대신「선배당 후출자」
가정할 경우, 기업 1과 2의 배당률이 기업 1의 계
열사 출자, 기업 2의 상호출자 및 창업주의 지배편

한편, 본 연구는 위의 시기별 최적선택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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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 취득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주주중

심주의의 확산으로 주주들에 대한 배당률이 높아

히 관련되어 있으며, 지배권 확보장치의 도입이

지면 기업 1과 2의 이윤이 충분히 크다 하더라도

‘지배권 확보를 목적으로 한’상호출자를 근원적으

창업주가 지배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수준의 계열

로 해소함으로써 소유구조를 더욱 단순·투명하게

사 출자와 상호출자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따라서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창업주의 지배편익 취득이 어려워지게 됨을 의미
한다.

3. 평가
셋째, 기본모형에서와는 달리 창업주가 자신의
직접지분만으로 기업 1을 지배할 수 있는 경우, 기

소유구조에 관한 다수의 기존 연구들은 소유구조

업 2의 상호출자는 필요 없게 된다. 이는 상호출자

가 마치 외생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가정하고 특정

를 법으로 금지하는 경우 창업주 또는 지배주주는

소유구조의 장점과 단점, 또는 비용과 편익의 분석

상호출자 없이도 지배편익을 취할 수 있도록 기업

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방

1에 대한 직접지분율을 증대할 유인이 있음을 시사

식은 소유구조의 형성 동기 및 과정에 대한 분석을

하며, 또한 앞에서와는 달리 창업주가 상호출자를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편적이었다고 할 수 있

위해 기업 2의 이윤을 증대할 유인이 약화될 수 있

다. 반면, 이 보고서는 소유구조의 형성 과정 및 동

음을 시사한다.

기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매
우 높게 평가될 것이다.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 대

마지막으로, 창업주가 차등의결권제도의 도입

규모 기업집단의 상호출자의 금지여부에 대해 논란

등을 통해 상호출자 또는 계열사 출자 없이도 기업

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의성에 있어서도 적절

1과 2를 지배할 수 있는 경우, 상호출자가 있는 소

하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본 보고서가 채택하고 있

유구조 유형은 더 이상 균형적이지 않다. 이는 계

는 제한적인 가정이 보완되기를 바라며, 가능하다

열사 간 출자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우리나라 기업

면 향후 연구를 통해 반영하기를 기대한

집단의 소유구조가 지배권 확보장치의 부재와 밀접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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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방대법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평가기준 변화의
정책적 함의
이주선·신석훈

2007년 6월 28일, 미연방대법원은 Leegin 사건에서 제조업자가 유통업자에게
일정한 가격을 설정하여 그 이하의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
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100년 가까이 당연히 반경쟁적 행위라고 판단해 오던
자신들의 종전 평가기준을 바꾸는 역사적인 판결을 선고하다. 이러한 이번 판결
은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상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뿐 아니라 기업정책 전반에 중요
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이러한 행위를 평가하는 데 전제가 되는 기업과 경
쟁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의 변화에 주목할

보고서는 제조업자가 유통업자에게 일정한 가격

필요가 있다. 100년 만에 선고된 이번 판결은 이러

을 설정하여 그 이하의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지

한 관점의 변화라는 큰 틀 속에서 이해되어야만 하

못하도록 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위법성 판단

고 그래야만 100년 만에 접하게 되는 이번 판결에

기준을 100년 만에 바꾼 미연방대법원의 2007년

서 그에 걸맞은 정책적 함의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

6월28일 판결을 분석하고 이번 판결이 우리나라의

고 이를 우리나라의 기업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계

경쟁정책에 주는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고 있다.

기가 마련될 것이다.

이번 판결의 결론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비롯
한 수직적 거래제한 행위들을 그러한 행위를 했다

2. 연구내용

는 자체만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위법한 행위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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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온, 즉 실질적으로 당연위법의 원칙을 적용해

2007년 6월 28일, 미연방대법원은 Leegin 사건

온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 운용에 획기적인 전환점

에서 제조업자가 유통업자에게 일정한 가격을 설정

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재판매가격유지행

하여 그 이하의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

위라는 특정한 경제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기준이

록 하는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100년 가까이

100년 만에 바뀌었다는 결과에만 주목하지 말고

당연히 반경쟁적 행위라고 판단해 오던 자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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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평가기준을 바꾸는 역사적인 판결을 선고하였
다.

다시 말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독점력을 행사
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관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
니라 시장에서의 거래비용을 극복하기 위한 효율적

이번 판결에서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했다는

수단일 수 있다는 관점을 동시에 유지하며 이러한

이유만으로 당연히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는

관점의 연장선상에서 기업과 경쟁의 본질을 바라보

1911년의 Dr. Miles 판결을 파기하며 이같은 행위

아야 할 것이다.

가 판매촉진의 노력 없이 가격할인을 통해 소비자
를 유인하는 유통업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억제할

이러한 관점의 변화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만

뿐 아니라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촉진시켜

지금까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포함해 유통경로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다양한 수직적

점을 인정하고 있다.

제한행위들을 경쟁자 보호가 아니라 경쟁 보호의
관점에서 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결국 이번 판결의 취지는 기존의 판례에서 보편
적으로 받아들여져 오던 경제이론, 즉 제조업자나

마련될 수 있고 이를 통해 공정거래법 운용의 근본
적인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유통업자의 담합을 위한 수단으로 재판매가격유지
행위를 사용한다는 이론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므

아울러 이번 판결에서 나타난‘기업’
과‘경쟁’
의

로, 이 행위가 소비자에 대한 유통업자의 정보제

본질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경쟁정책뿐만 아니라

공, 유통업자의 제품에 대한 인증서비스 제공, 더

우리나라 기업정책 전반의 기본적 시각을 바꿀 수

많은 판매점 확보, 반복독점가격책정(double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margin-alization)문제의 해소 등을 통해서 경쟁
촉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경제이론도 동시에 고려하
여 구체적으로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라는 것이

3. 평가

다.
100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판결의 정책적 함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기준을

를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상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당연위법에서 합리의 원칙으로 변경하는 데 100년

의 위법성 판단 기준 변화의 계기로 삼는 것은 물

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던 이유는 이러한 개별 행

론, 궁극적으로는 이번 판결에서 기업의 본질과 경

위의 위법성 판단을 위해 전제가 되는‘기업’
과‘경

쟁의 본질에 관한 근본적인 관점의 변화를 읽어내

쟁’
의 본질에 대한 기본적 관점의 변화가 쉽지 않

고 이를 통해 독점과 규제라는 시각에서 사적인 기

았기 때문이므로 100년 만에 선고된 이번 판결에

업행위를 바라보던 우리나라 기업정책의 기본적 시

서 이러한 관점의 변화를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각을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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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실증연구 고찰
- 입찰사례를 중심으로

이인권

본 연구는 부당공동행위 중 특히 입찰담합 여부의 통계적 검증 및 손해액 추정관
련 실증적 연구와 법경제학적 분석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재해석하여 경
쟁법을 집행하는 경쟁당국, 담합에 대한 피규제대상인 기업, 잠재적 피해자인 소
비자와 정부, 원피고 소송대리인 및 법적인 최종판단을 내리는 판사들에게 법적
분쟁시 참조할 수 있는 실무적 가이드라인이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다. 이러한 정황사실을 확보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
으로서 담합의 통계적 검증방법이 개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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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담합의

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 거래조건 또는 생

통계적인 검증방법들을 소개하고 유효성 및 한계를

산량 등을 결정하거나 제한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여러 나라의 사례분석을 통

는 행위를 말하며, 통상 카르텔 또는 담합으로 불

하여 손해액 입증에 관한 논리들을 구체적으로 살

린다. 공동행위란 경쟁관계에 있는 2 이상의 사업

펴보고 법 적용상의 유효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자 간의 협정에 의하여 상호 간에 경쟁을 제한하는

를 하고자 한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실질 소송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위이다. 각국은 카르텔 규제

사례들에서 사용된 손해액 추정방법을 소개하고 쟁

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 직

점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자 하였다. 국내

접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더라도 유효한 정황사

의 군납유 손해배상 소송은 관련 당사자들, 국방부

실에 기초하여 합의가 있었음을 추정하는 제도를

법무관, 기업 법무담당 직원, 피고 소송대리인인

채택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2007년 8월 개정된

법무법인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실무공무원, 판

공정거래법에서는 부당공동행위 추정조항인 제19

결의 최종 책임자인 판사들 및 피고측 전문가와 법

조 제5항을 개정하여, 부당 공동행위를 추정함에

원 감정인단 간의 수많은 질의 및 답변, 설명 등 많

있어‘실질적인 경쟁제한성’부분은 삭제한 대신

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었다. 직접적으로 이러한

을 요건으로 추가 하였
‘합의가 이루어진 정황사실’

복잡한 과정을 지켜보고 관여했던 저자로서는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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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최소한의 실무적인 내용을 소개할 필요성을

준히 검증되어 왔다. 여러 이론 및 실증연구들은

인지하였고, 관련 당사자들 간 의사소통의 원활화

가격과 시장점유율이 경쟁시장 균형상태에서보다

와 조정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연구를 시도하게

담합균형 상태들에서 더욱 안정적임을 밝히고 있

되었다. 본 연구는 부당공동행위 중 특히 입찰담합

다. 이러한 단순 분석보다 한 단계 더욱 진전된 방

여부의 통계적 검증 및 손해액 추정관련 실증적 연

법은 입찰자들이 경쟁 입찰 모형과 일치하는 필요

구와 법경제학적 분석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

충분조건들인 입찰가들의 조건부 독립성과 상호교

고 재해석하여 경쟁당국, 기업, 정부, 소비자 및 법

환가능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들 두 가지의 조건

원의 판단에 실무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

이 충족된다면 입찰자들은 경쟁적인 입찰과정을

이 있다.

통해 제시된 것이라는 가설을 통계적으로 기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보다 더욱 정치하고 세밀한
접근방법은 기업의 전략적 행태, 시장구조와 환경

2. 연구내용

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계량모델에 기초한 중회귀
분석을 통하여 입찰자들의 행태가 경쟁보다는 담

담합에 대한 통계적 검증은 시장에 따라 다양하

합에 일치하는 통계결과를 추출해 내는 방법이다.

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입찰담합을 감지

입찰담합에 대한 통계적 검증은 시장상황에 따라

하기 위한 하나의 보편적인 방법이나 절차를 제시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통계적 검증들이 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례에 따라 경쟁적 행동과

송사례에서 유효한 증거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답함을 구분시키는 차이점을 찾아내고 각 담합 사

현행 공정거래법 제19조 제5항의 사실상 추정규정

례에 대해 적절한 실증분석 방법을 고안해 내는 것

보다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위법성을 인정하

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나 단순 회귀분석은 시장

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여전히 법해석

환경과 전략적 행동의 완전한 이해와 적절한 계량

의 혼선의 여지가 있는 현행 법 제19조 제5항은 삭

모형의 설정없이는 잘못된 결론을 유도할 수 있는

제하고 암묵적 부당공동행위의 경우 충분한 사실

측면이 있다. 입찰담합을 탐지하기 위한 단일의 보

적 정황증거를 기초로 하여 법위반 여부를 제1항의

편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어려우나 몇몇의 정형화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

된 이론적 예측을 이용하여 입찰담합 감지의 기본

료된다.

적인 요소들을 추출해낼 수 있다. 그 기본적인 요
소들은 조달 경매에 있어 카르텔 회원과 비카르텔

경쟁법 집행이 발달한 미국에서는 담합으로 인

회원 간 입찰행동 측면에서 비대칭성으로부터 이

한 손해배상소송과 관련, 종종 경제학자와 통계학

끌어낼 수 있다. 담합기업의 입찰행동과 비담합 기

자 등 전문가들이 법정 증인으로 참여하여 손해액

업의 입찰행동을 구별하는 담합의 정황 증거를 통

추정치를 제시한다. 이들이 제공한 손해액 추정방

계적인 분석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다. 가격담합의

법과 통계적 해석을 기초로 원고측과 피고측 간 공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 중 가장 많이 논의

방이 이루어지며, 법원은 이 중 설득력이 있는 주

된 것은 가격분산의 크기이다. 경쟁시장보다 담합

장을 채택하게 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손해액이

시장하에서 기격분산이 더 낮게 나타난다는 사실

단순 추측과 단순 추론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

은 이론적으로 그리고 계량경제학적 연구에서 꾸

한, 비록 손해액 추정치가 근사치라고 할지라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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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이 공정하고 합당한 추정에 의하여 계산된

법과 벤치마킹방법이 있다. 전후비교방법은 하나

것이라면 법정에서 증거물로서 채택될 수 있다는

의 시장을 대상으로 입찰담합이 없었던 시기와 입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손해액 추정치는,

찰담합이 있었던 시기의 가격을 상호 비교함으로

그 추정치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더라도 그 추정치

써 입찰담합으로 인한 손해액을 추정해 내는 방법

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과학적인 방법을 통한 추

이다. 이 방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비교를 하

정치이기만 하면, 법원이 내리는 손해액 판정의 유

게 되는 두 시기가 입찰담합 여부만 다를 뿐 다른

효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손해액

제반 측면에서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지를 검토

추정방법은 다양하다. 비계량경제학적 분석방법으

해야 한다. 벤치마킹방법은 야드스틱방법 또는 비

로는 첫째, 가격인상분에 대한 직접 증거물을 활용

교시장방법이라고도 불린다. 이는 입찰담합이 없

하는 것이다. 둘째는 가격인상분의 공학적 분석 방

었던 시장을 하나의 벤치마크로 삼아서 그 벤치마

법이다. 이 방법은 입찰담합 여부를 제외하고는 바

크 시장에서의 가격과 입찰담합이 있었던 시장에

로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비슷한 계약들에 한하여

서의 가격을 비교함으로써 담합으로 인한 가격인

활용할 수 있다. 실제 소송사례에서 주로 사용되는

상분을 파악하고 이를 이용하여 손해액을 추정하

손해액 추정방법은 계량경제학적 분석방법이다.

는 방법이다. 표준시장 비교방법과 전후 비교방법

즉 담합이 있었던 입찰 계약에 대해 담합이 없었다

의 장점은 살리고 그 단점은 극복한 이른바 이중 비

면 형성되었을 경쟁가격이나 비교가능한 기준시장

교방법 또는 이중차분법이 있다. 이는 담합시장의

의 가격을 활용하여 통계적 또는 계량적 모형을 통

담합이 이루어진 시기와 담합이 없었던 시기의 가

한 추정방법이다. 첫 번째는 비율접근법으로 입찰

격차이로부터 벤치마크 시장의 시기별 가격차이를

담합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대해 각각 낙찰가

빼주고 이를 통해 담합으로 인한 가격인상분을 추

와 공학적 추정치 사이의 관계를 보는 것이다. 더

정해 내고자 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손해액 추정기

미변수 접근법은 관찰된 낙찰가에 기초한 계량적

법들이 연구 개발되었기 때문에 법집행의 일관성,

모형을 기초로 하여 입찰담합이 있는 경우와 없는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향후

경우들을 모두 모아서 계량모형을 추정한다. 담합

손해배상소송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공정거래법

을 통제하는 변수의 계수추정치가 바로 입찰담합

위반사건에 관하여 일반적인 억제효과나 징벌효과

으로 인한 손해를 측정하는 데 이용된다. 구체적으

는 과징금부과를 통한 행정적 제재로 확보하고, 사

로, 그 계수추정치는 공모가 있었던 입찰계약에서

소제도를 통한 피해의 구제는 과실책임에 따른 실

발생했던 평균적인 가격인상분의 추정치를 나타낸

손전보 또는 1배 배상(equitable damage)이나 경

다. 더미변수 접근법은 두 가지 단점이 있다. 다음

성 부당공동행위(hardcore cartel)에 한하여

으로는 예측접근법이 있다. 먼저 공모가 이루어지

1.2~1.5배의 징벌적 배상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

지 않은 계약 건만으로 모형을 추정하고, 추정한

할 필요가 있다.

모형에 공모가 있었던 계약들의 관측치를 대입하
여 공모가 없었다면 형성되었을 이들 계약의 낙찰
가를 추정할 할 수 있다. 이 예측된 값을 실제 낙찰

3. 평가

가에서 빼면 손해액 추정치가 나오게 된다. 분석방
법을 개념적으로 분류하면 첫 번째로 전후비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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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부당공동행위 중 입찰담합의 통계적

검증과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 추정에 대한 국내외

행하는 경쟁당국, 담합에 대한 피규제 대상인 기

연구 자료들을 일반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업, 잠재적 피해자인 소비자와 정부, 원피고 소송

수준으로 정리하고 재해석하는 데 주목적을 두었

대리인 및 법적인 최종판단을 내리는 판사들에게

다. 이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중요성이 부각되

법적 분쟁 시 참조할 수 있는 실무적 가이드라인으

고 있는 부당공동행위를 통계적으로 식별하고 그

로 가치가 있다. 본 연구는 국내외 기존 문헌을 매

피해액을 산정하는 문제를 다루었으며, 이는 매우

우 충실히 검토하여 이후 연구자들에게 지대한 도

시의적절한 연구주제이다. 본 연구는 경쟁법을 집

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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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연구과제│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와 경영성과 간의 관계
-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경험

조동근(명지대)·변민식(명지대)

기업은 제도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조직이므로“지배주주가 소유권 이상의 지
배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기업성과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는 가설이 IMF 외환위
기‘이후’
에도 성립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시장규율이 작동되는 상황에서 기
업의 성과를 낮출 만큼 지배주주의 터널링(tunneling)이 빈발(頻發)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과거의 시각에서 과거의 잣대로”현재의 대기업을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로, 재벌의 비효율을 실증적으로 적시(摘示)하였
다. 이들 연구는 비슷한 결론에 이르고 있다.“지

본 연구는“재벌(대기업)의 IMF 외환위기 책임

배구조의 불비(不備)로 지배주주의 사적이익추구

론은 타당한가”
하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1997년

(tunneling)를 견제하지 못함으로써 재벌의 경영

들어 중견 재벌이 연쇄적으로 도산하고 금융권의

성과가 낮아졌다”
는 것이다. 결국‘피해자’
는 소액

부실채권이 누적되었다. 급기야 기아자동차가 부

주주를 포함한 일반 국민이라는 것이다. 이는 물론

도처리되면서 한국경제에 대한‘신뢰의 위기’
가현

암묵적 주장이다.

실화되었다. IMF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재벌의 비
효율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가 봇물을 이루었다. 정

IMF 위기 이전에는 그럴 개연성이 높았다. 그리

황적으로도 이미 IMF 외환위기 이전에 재벌기업

고 이들 논자들의 문제의식은 옳았을 수 있다. 하

의 효율성이 높을 수는 없었다.‘재벌은 비효율적

지만 IMF 이후 상황은 반전됐다. IMF 외환위기를

이라는 사회적 인식은 실증분석 연구로써
일 것’

계기로 기업을 둘러싼 제도적 환경이 크게 달라졌

‘과학적 외양’
을 갖추게 된다. 조성욱(2002)과 최

다. 지배주주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각종 장치는

정표·함시창·김희탁(2002)의 실증분석이 대표

1998년을 기점으로 사라졌다. 지금은 오히려 지배

적 연구라 할 수 있다. 조성욱(2002)은 IMF 외환

주주에게 불리한‘역차별 규제’
가 문제로 지적되고

위기 이전(1993~1997년)을, 최정표 외(2002)는

있다.

IMF 위기 수습과정(1996~2000년)을 분석기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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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표는 이 같은 인식하에 IMF 외환위

기간(1996~2000년)을 분석대상으로 한 연구(최정

기 이후의(2001~2005년)의 기업데이터를 취합

표 외, 2002) 결과를 뒤집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해,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와 성과 간의 관계를 새로

최정표 외(2002)의 연구에 의하면, 지배주주 지분

이 규명하는 것이다. IMF위기 이후에도 여전히 지

율이 약 48~51%에 이를 때까지 지배주주 지분율

배주주가‘악(惡)의 화신’
이었는지를 판별하는 것

과 기업가치(토빈 q)는 역(逆)의 관계를 유지하다가

은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이후부터(48~51% 이상의 지배주주 지분율) 정
(正)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U자처럼
처음에는 감소하다가 최저점을 지난 후 다시 증가

2. 연구내용

한다는 것이다. 분석기간 동안 대주주 지분율 평균
이 28%이므로 대주주 지분율과 기업가치가 역의

본 연구의 자료출처는‘한국상장사협의회’
의온

방향으로 변하는 영역(즉 U자 형태의 왼쪽부분)에

라인 DB인‘기업정보 TS2000’
이다. 2001년부터

위치한다는 것이다. 지배주주의 지분이 상승함에

2005년까지 5년 동안 계속해서 한국증권거래소에

따라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대리인

상장된 기업 중 금융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제조업

비용이 증가한다는‘경영자안주가설’
이 한국의 현

체로서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524개 업체를 분

실을 설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최정표 외

석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524개의 기업을 대규모

(2002)는 대주주 지분율을 낮추는 것을 개혁과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사와 기타 기업으로 구분하

로 제시하고 있다.

였다. 대규모기업집단의 기준은,‘30대 재벌’또는
‘출자총액제한을 받는 기업집단’
처럼 일의적이지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지배주주지분율과 기업

않다. 본 연구에서는‘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집단

가치(기업수익률, ROA) 간의 관계가 최정표 외

정보포털’
에 나와 있는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 풀

(2002)는 달리 역(逆) U자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pool)을 기준으로, 분석 대상기업을 하나씩 대조해

즉 처음에는 같은 방향으로 변하다가 반대방향으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여부를 판정하였다. 본 연구

변하는 관계라는 것이다. 실증분석 결과 위의 역 U

의 자료구조는 524개 기업 5년의 패널데이타이다.

자 가설에서 기업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지배주주 지

하지만 1개 기업당 5년치 자료는 시계열 분석을 하

분율이 50%전후로 밝혀졌으며, 지배주주의 지분

기에는 너무 짧아 2,620개의 기업데이터로 의제해

평균값이 22%이므로 지배주주 지분율과 기업성과

횡단면분석을 시도했다. 본 연구에서는 경영성과지

가 같이 움직이는 범위에 대부분 기업이 위치한다

표로 stock market based measure(토빈 q) 대신

는 것이다. 그리고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 지분

‘회계수익률’
을 주자료로 이용했다. 그 논거는 저

을 감안하더라도, 아직‘소유집중’
이 되었다고 판

평가된 주식시장 자료를 이용해 기업주식이 저평가

단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재벌의 경우 소유집중이

되고 있다는 동의반복식의 결론을 도출하는 기존

문제라는 시각은 IMF 외환위기 이후에는 잘못된

연구 결과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것이다. 이는 IMF 외환위기 이후 상황에서는 이해
일치가설이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배주주

본 연구를 통해 IMF 이전을 분석기간(1993~

의 지분과 기업의 성과가‘같은 방향’
으로 변화하

1997년)으로 한 연구(조성욱, 2002)와 IMF 수습

은 기업성과
기 때문이다. 또한‘지배주주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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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긍정적으로, 사외이사비율은 기업성과에 부정

변수에 대한 충분한 분석을 할 수 없었다. 더욱 장

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적인 자료를 구축해, 연구개발집약도가 기업성

IMF 외환위기 이후 지배구조개선 차원에서 행해져

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일은 추후의 연구과

온 지배주주 견제와 사외이사 비율 확대정책은 기

제로 남겨둔다.

업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경영은 속도가 중요하며, 민주적 경영은
허구이다.

3. 평가

또한 어떤 지표(계열사지분, 소유지배괴리도 등)

기업은 제도 및 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를 이용하더라도, 소유권 이상의 의결권 행사가 기

‘학습조직’
이다. 이같은 관점에서 지배주주가 소

업의 경영성과를 해친다고 판단할 근거는 발견되지

유권 이상의 지배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기업성과가

않았다. 이는 IMF위기 이전 1993~1997년간을 분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가설이 IMF 외환위기 이후

석대상으로 한 조성욱(2002)의 연구가설과 상치되

에도 성립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시장규율이 작

는 부분이다. 본 연구가설에 의하면, IMF 외환위

동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성과를 낮출 만큼 지배주

기 이후에는 지배주주의 사적이익추구행위를 예단

주의 터널링(tunneling)이 빈발(頻發)할 것으로 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만큼 시장규율이 작동

이지는 않는다. 과거의 시각에서 과거의 잣대로 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의 대기업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연구의
입장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외환위기 이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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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연구개발집약도는‘단기적’
으로 기업의

이후 기업의 행태가 달라졌음을 보여 주는 실증적

수익률에 부(負)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인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기

다. 본 연구의 시계열 구간은 5년이기 때문에 시차

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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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분석
│주│제│별│연구과제│

김학수

정부 직접보조금의 증가는 민간 연구개발투자를 보완·촉진하겠다는 본래의 목표
와는 달리 민간의 자체부담 연구개발투자를 다소나마 대체·구축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및 가속상각제도로 구성된 연구개발투자
에 대한 조세지원정책은 연구개발투자의 단위당 사용자비용을 낮춘다. 그리고 기
업들은 낮아진 사용자비용에 반응하여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연구개발투자를 확대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지원정책들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향후 정
책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국가경제의 성장잠재력과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고
자 정부는 민간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직간접적 지

2. 연구내용

원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정부의 지원제도는 크
게 연구개발 활동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 또는 전부

본 연구는 2002~2004년까지의 3,456개 기업

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보조금제도와 같은 직접지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어온 조

원제도와 민간 기업이 지출한 연구개발투자의 일정

세지원정책(세액공제제도와 가속상각제도)이 민간

비율을 민간 기업이 부담할 법인세나 지방세에서

기업에서 자체 부담하는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영

공제해 주는 세액공제제도나 손금산입규모를 확대

향을 분석하고 있다. 조세지원제도에 의해 낮아진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낮추는 가속상각제도와 같

세후 연구개발투자의 단위당 비용인‘사용자비용’

은 간접지원제도로 나눌 수 있다.

을 추정하고,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연구
개발투자가 추정된 사용자비용에 어떻게 반응하는

이러한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에 소

지와 함께 민간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정부의 직접

요되는 재원의 규모는 우리 경제의 성장과 함께 증

보조금이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부담 연구개발투자

가하고 있지만 정부의 재정지출 우선순위가 성장잠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재력 확충보다는 복지분야로 선회하고 있는 시점에
서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재검토하고

3,456개의 전체기업에 대해 민간 기업이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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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하는 연구개발투자가 정부정책에 어떻게 반응

정책목표가 있었다면, 연구개발투자의 사용자비용

하는가를 실증 분석한 결과, 조세지원 확대를 통한

에 중소기업들이 탄력적으로 반응한다는 점을 고려

1% 사용자비용 감소는 0.5~1.1%의 기업 자체부

해서 정부의 직접보조금의 일부를 세액공제제도의

담 연구개발투자를 증가시키는 반면, 1% 증가한

확대를 통한 조세지원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더

정부 직접보조금은 0.06~0.07%의 기업 자체부담

나은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하

연구개발투자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며, 향후 R&D 세액공제제도를 확대 시행할 것을

또 경상비에 대한 경제적 감가상각률이 작을수록,

제안하고 있다.

즉 오늘 지출된 경상적 연구개발투자에 의해 발생
할 수 있는 미래소득이 클수록, 민간 자체부담 연
구개발투자는 사용자비용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반

3. 평가

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하여 연구개발투자가 필
기업규모별 분석에서도 전체 기업의 경우와 유사

수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연구개발

한 결과를 보이지만, 대기업의 경우 정부의 직접보

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고 정책적

조금이 대기업이 자체 부담하는 연구개발투자를 감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본 연구는 그 의의가 크고

소시킨다는 실증적 결과는 찾아볼 수 없었다. 중소

시의적절하다고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는 아직까

기업의 경우 정부의 직접보조금 1% 증가는 자체부

지 국내에서 시도된 바 없는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담 연구개발투자를 0.06~0.1% 정도 감소시키는

사용자비용을 기업수준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사

산하고 사용자비용을 민간이 자체부담하는 연구개

용자비용의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발투자의 변화를 설명하는 변수로 활용해 조세지원

나타났다. 세후 사용자비용의 1% 감소는 중소기업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은 정부의 정책

자체부담 R&D 투자를 최대 1.4% 증가시키고 대

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중요

기업의 경우 최대 0.8%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

한 연구라고 판단된다. 또한 민간 자체부담 연구개

었다.

발투자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보조금지원과 조세
지원제도의 효과를 측정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정부의 직접보조금이 민간기업의 자체부담 연구

연구이다.

개발투자를 조금이나마 감소시키고 있다는 점,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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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중소기업의 경우에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분석결과에 따라 제시된 중요한 시사점은 민간이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의 직접보조금의 정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기 위

책목표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낮은 민간

해서는 정부의 직접보조금을 확대하기보다는 세액

자체부담 연구개발투자를 보완하여 우리 경제의 연

공제율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조세지원제도를 확대

구개발투자 총량을 증대하는 것이라면 의도한 정책

시행하는 편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시사

목표는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

점은 향후 정부의 연구개발투자 정책방향에 대한

는 정부의 직접보조금을 통해 총량의 증가뿐만 아

건의 자료로 크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니라 민간 자체부담 연구개발투자를 증대하는 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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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친기업정책과 제도변화
│주│제│별│연구과제│

김용열(홍익대)

일본은 90년대 장기불황을 맞이하여 초기에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다가 고이즈
미 정권 이후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회생에 성공하였다. 구조개혁의 프
로그램들은 다양하지만 기업활동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고자 했다는 점이 공통
적인 특징으로 꼽히고 있다. 우리의 경우 일본과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경제 활
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본의 제도변화를 참고하여 친기업정책으로의 전환
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일본의 기업정책분야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장기불황 이후 어려움을 겪던 일

한다.

본이 고이즈미 정권 들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
성하면서 친기업적 성격을 갖는 다수의 정책이나
제도가 도입되었음에 주목하였다. 90년대 이후 일

2. 연구내용

본의 사례는 정책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매우 유익
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의 정책 및 제도

이지
일본경제는 90년대 이후‘잃어버린 10년’

변화는 최근 경기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나라에

나도록 회복의 조짐을 보이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서도 상당부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불황 탈출 및 경쟁력 회복의 징후가 감지되고 있
다. 그간 구조개혁이 부진하여 불황국면에서 벗어

최근 몇 년간 일본경제의 부활, 일본 제조업 경

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으나 고이즈미 정권 이

쟁력의 회복 등을 계기로 일본의 장기불황에 관련

후 구조개혁과 규제완화가 강력하게 추진되면서 경

된 연구자료들이 국내외에서 발간되고 있다. 그런

제회생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데 이들 연구는 매크로한 차원에서 일본의 경제 전
반에 초점을 맞춘 것이 많고 산업 내지 기업 차원에

첫째, 기업활력의 제고를 통한 경제회생에 주력

서 마이크로한 접근을 시도한 것은 적은 편이다.

하였다. 5년여 간에 걸쳐 추진된 구조개혁과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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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의 시책은 매우 다양하지만 기업활력 제고를

셋째, 이사회 개혁과 집행임원제도 도입을 들 수

주안으로 했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갖는다. 원활한

있다. 이사회 개혁에 있어서 일본은 서구식 제도를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글로벌한 사업전개에 도

받아들였지만 전통적 형태인 감사회설치회사를 인

움이 되지 않는 제도나 법률을 과감하게 폐지 내지

정하고 있고 서구형 위원회설치회사는 선택에 의하

완화한다는 것이 기본취지라고 할 수 있다.

도록 하였다. 또한 감사회설치회사는 물론이고 위
원회설치회사에서도 사외이사가 중심적인 역할을

기업활동 관련 규제완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

하고 있지 않다.

기업정책, 수도권 규제, 노동규제, 환경규제 등
핵심적인 부문에 있어서 기존의 규제를 철폐함으

집행임원제도는 집행과 감독의 분리를 통해 회사

로써 규제개혁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주목적이지, 규제

우리의 경우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제

나 책임을 강화하려는 데 기본 취지가 있는 것은 아

거하는 규제완화를 추진하면서 덩어리규제, 복합

니다. 따라서 집행임원제도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규제의 성격을 갖는 요소들은 건드리지 못하는 경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운영되어야 한다.

우가 많은데 고이즈미 정권의 규제개혁은 핵심적

이사회 형태에 관해서도 다양한 선택지가 주어지는

인 규제들을 포함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갖

가운데 집행임원제도를 여러 가지 대안 가운데 하

는다.

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만 제도 간 전략적 보완
성이 확보될 수 있다.

둘째, 소유구조와 출자규제의 측면에서 많은 변
화가 있었다. 일본에서는 오랫동안 안정적 주식보

넷째, M&A시장의 활성화와 경영권 방어에 관

유를 가능케 한 상호주식보유의 메커니즘이 점차

련된 일본의 정책변화를 들 수 있다. 일본은 개정

해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일본

상법 및 신회사법 등을 통해 경영 의사결정의 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보유총액제한을 과감하게

율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폐지하였다. 아직 상호주식보유 시스템이 유지되

특히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어수단에 관한 가이드

고 있고 그나마 자기자본 대비 100%까지 인정되던

라인을 설정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타 회사 출자규제를 폐지하여 자유롭게 출자할 수

바탕으로 서구 수준에 버금가는 경영권 방어장치

있도록 한 것이다.

를 도입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나라도 2007년 출자총액제한을 대폭 완화

176

하였지만 아직 규제한도가 설정되어 있고 일본에서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과 방어수단의 남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상호주식보유는 소규모

용을 규제하기 위한 기준은 한 세트로 운영되어야

기업에 한해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고 있다. 상위 기

한다. 우리도 일본의 예에서처럼 평상시 도입, 유

업집단 소속기업들은 상호주식보유 금지와 출자총

사시 발동을 할 수 있도록 경영권 방어수단을 갖출

액제한이라고 하는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필요가 있다.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하는 경우 남

있다. 출자규제에 관한 한 일본에 비해 규제완화가

용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충분히 검토되어 사회

진전이 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적 규범으로 정착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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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경영권 방어 등의 분야에서 정책과 제도의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일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경제력집중

시사점을 발굴할 수 있는데 일본식 제도변화가 모

억제를 위한 시책을 지속하였으나 장기간의 불황을

두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거친 후 효율성 중시의 정책이나 제도가 다수 도입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몇 년간의 기업활동 부

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기업활력 제고를 위

진을 타개하기 위해 친기업적인 정책으로의 전환이

한 구조개혁이 강력히 추진되었고 소유구조와 출자

요망되고 있다.

규제, 이사회 개혁과 집행임원제도, M&A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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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소화채권의 비용과 정책적 시사점
- 기업도시 개발의 경제적 효과
- 바람직한 소비세제 개편방향에 대한 연구
- 민영공화국론
- 작은 정부의 이해

강제소화채권의 비용과 정책적 시사점
│주│제│별│연구과제│

이태규

강제소화채권제도는 민간의 지속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비합리적인 제도 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의 추산에 따르면 최근 금리상승세의 지
속으로 인해 시장금리보다 낮은 강제소화채권 발행금리로 인한 민간부담이 급증
하고 있다. 금융허브를 지향하는 시점에서 반시장적인 강제소화채권제도는 시급
히 폐지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강제소화채권의 시장발행을 위한 제도적 환경개
선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에 비추어 강제소화식의 채권발행이 정당화되기는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강제소화채권의 경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각종 인·허가 및
면허를 받거나, 부동산·차량 등의 등기·등록 시

적 비용을 추산해 보고 정책적 대안을 강구해 보기
로 한다.

또는 민간과 관공서 간의 사업계약 체결 시에 의무
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국채로는 국민주택채
권, 지방채로는 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공채 등)

2. 연구내용

을 강제소화채권이라고 한다. 강제소화채권제도는
그 반시장성과 불합리성에 대한 민간의 지속적인

강제소화채권은 투자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매

비판이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유지되고

입이 이루어진다는 점 외에도 여러 문제점을 가지

있는 제도이다. 동북아 금융허브를 지향하는 국가

고 있다. 우선 발행조건이 일반투자자가 선택할 수

에서 채권매입을 강제하는 제도를 유지한다는 것

있는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불리하다. 발행금리가

은 시대착오적인 정책결정이기도 하다. 고금리와

시장금리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동성

채권시장의 미발달로 공공사업에 사용할 자금을

제약이 있는 대부분의 채권매입자는 채권매입과 동

자본시장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조달하지 못한다는

시에 할인된 가격으로 매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것이 이 제도 도입의 이유였으나 금융시장의 발달

채권매입자는 할인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이는 준조

과 과거 개발연대에 비해 상당히 낮아진 금리 수준

세의 성격을 가진다. 할인매도하지 않고 채권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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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까지 보유한다 하더라도 강제소화채권보다 더 나

는 기회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정기예금을 기준으

은 금리, 유동성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이 존재하므

로 하여 강제소화채권의 만기보유 시 기회비용을

로 채권보유자는 기회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특히

추산해 보면 2006년의 기회비용 총액은 7,807억

최근처럼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채권매입으로

원으로 추산되며 지난 6년간 연평균 기회비용은 약

인한 할인비용 및 기회비용도 커지게 된다.

7,532억 원에 달한다. 지난 몇 년간의 저금리 상황
이 재연되기보다는 오히려 금리상승 기조가 유지될

또한 강제소화채권은 채권시장의 발전에도 부정
적 영향을 미친다. 채권이 강제로 매입됨에 따라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더욱 커질 것이다.

발행시장에서 채권의 근본적 가치(fundamental
value)가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다. 따라서 유통시
장에서 채권은 재평가되고 결국 최초 매입자만 경

3. 평가

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특히 지방채의 경우 강제
소화로 인해 발행 지방자치단체의 신용도 등이 채

채권의 강제소화로 인한 시장기능의 왜곡 및 민

권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지방채시장

간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장발행을

의 가격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문제점을 야기한다.

통한 재원조달이라는 정상적인 채권발행 경로를 밟

또한 법인설립 시에도 채권매입이 의무화되어 있기

아야 한다. 현재의 국채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를

때문에‘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과도 배치된다.

감안하면 국채인 국민주택채권의 경우 시장수요는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법인설립 절차가

충분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월별 균등발행 기조를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

유지한다면 공급측면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그

는 배경에는 이와 같은 준조세적인 강제채권매입제

리 크지 않아 시장발행으로의 전환은 큰 문제가 없

도도 한 몫하고 있다.

다고 판단된다. 다만 적정 발행액이 산출되기 위해
서는 현재 기금의 운용이나 사업의 적정성에 대해

채권의 의무매입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을 할인비
용과 기회비용으로 나누어 추산해 볼 수 있는데,

비판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근래의 금리상승 기조로 인해 그 비용은 급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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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채권을 매입과 동시에 할인

강제소화 지방채의 경우 현재의 지방채 발행시

된 가격으로 매도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2006년 기

장이 공공자금을 이용한 증서차입 위주의 시장으

준 할인비용 총계는 약 1조3,323억 원에 달하는 것

로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소화제도가 폐지

으로 추산된다. 최근에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된다 하더라도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로 단기간에

할인비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할인비용 총액이 증가

전환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강제소

하는 추세에 있는데, 지난 6년간 연평균 할인비용

화 지방채의 폐지로 민간의 부담은 해소되지만 현

은 약 1조50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만

재의 지방채 시장의 구조를 볼 때 강제소화채권을

약 유동성에 여유가 있어 채권을 할인매도하지 않

통해 조달되던 자금이 증서차입으로 바뀌어 조달

고 만기까지 보유한다하더라도 강제소화채권보다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증서차입을 통한 지방채

더 나은 조건의 금융상품이 존재하므로 채권보유자

인수가 더욱 증가할 수도 있다. 즉 강제소화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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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소화채권의 할인비용 및 기회비용 추이

시장발행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로부터의

정하되 금리를 현실화하고 매입대상을 축소하는

차입으로 대체되면서 근본적인 제도적 개선이 이

개선책을 강구하는 한편 지방채 발행시장을 활성

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차

화하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방안도 생각해 볼

선책으로 한시적으로 강제소화 지방채 발행을 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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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개발의 경제적 효과

조경엽

한 국가의 투자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투자 증가는 다른 지역
의 투자 감소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기업도시의 성공여부는 국내에 잠
재되어 있는 투자를 끌어내거나,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요
인을 찾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달려 있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잠재적 투자를 유인하지 못한다면 기업도시는 단지
생산성이 높은 지역에서 낙후지역으로 투자재원을

기업도시는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

이전하는 역할에 그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잘

산업의 육성, 지방균형발전 등 우리가 당면한 과제

못된 투자는 해당지역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에

를 민간 주도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

부담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개발단계에

다. 그러나 초기의 제안 취지와 달리 국토균형발전

서부터 경제성과 잠재력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선

이라는 정치적 논리에 너무 치우쳐 수도권과 충남

행되어야 한다.

지역이 개발가능 지역에서 제외됨에 따라 대기업
과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
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다지역 동태적 연산
가능한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기업도시 개발이
지역별 GRDP, 고용, GDP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기업도시는 정치적 논리보다는 시장원리에 기초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하여 개발되고 유지될 때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

기업도시의 성공여부를 결정할 국내의 잠재적 투자

국가 전체로 보면 투자 가능한 재원은 한정되어 있

와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

다. 따라서 특정 지역에 대한 투자 증가는 다른 지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역의 투자 감소로 이어지기 쉽다. 외국인과 국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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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내용

로 토지를 확보하는 데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고 있
어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토지상

본 연구는 기업도시 개발이 지역경제와 국민경제

환채권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실거래

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다지역 동태적 연산가능한

가 기준으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인하하여 기업

일반균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외국

도시 개발사업시행자의 기반조성비용을 줄여줄 필

인투자 비중에 따라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각각의

요성이 높다. 현재 기업도시의 시범지역으로 선정

기업도시가 지역별 GRDP, 고용과 GDP에 미치는

된 곳이 대부분 낙후지역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기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투자규모는 개발계획(안)

반시설 설치, 진입도로가 열악한 상태이다. 따라서

에 나타난 규모와 동일하게 무안이 1조4,284억

기업도시가 개발되기 전에 정부 또는 지자체가 기

원, 충주가 4,367억 원, 원주가 5,304억 원, 태안

업도시 지역으로 연결되는 접근로 등 광역인프라

이 2조2,390억 원, 무주가 1조4,171억 원으로 가

건설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외국의 기업도

정하였다.

시 사례에서 보았듯이 광역인프라 건설여부는 기업
도시의 성공을 결정짓는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대

기업도시 개발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투자증가에

한 국고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결국은 사업

따른‘경기 활성화효과’
가 투자재원이 한정되어 있

시행자의 자금부담 및 초기 사업추진을 어렵게 하

기 때문에 발생하는‘투자 구축효과’
에 의해 얼마

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대기업들이 기업

큼 상쇄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도시 내 입주 시 부동산 매각에 대한 양도세 및 재
산세 감면규정 등 강력한 세제 인센티브의 제공이

투자 단위당 GDP 탄성치는 무안 기업도시의 경

필요하다. 민간 병원의 영리활동 및 외국 의료기관

우 0.86~1.37로 나타나고 있으며, 충주 기업도시

의 설립·운영을 전면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고부가

는 0.84~1.36로 추정되며, 원주 기업도시는

가치 의료관광분야에 대한 해외 선도기업을 적극적

0.63~1.16, 태안 기업도시는 0.97~1.51, 무주

으로 유치해야 한다.

기업도시는 0.87~1.54로 추정된다. GDP 탄성치
가 1이 넘기 위해서는 태안과 무주 기업도시는 적
어도 외국인투자 비중이 20%를 넘어야 하며, 무안

3. 평가

과 충주는 40%, 원주는 80%가 넘어야 한다. 투자
규모 10억 원당 고용창출 효과는 태안이 -6.2~39

민간 주도로 개발되는 기업도시는 공공부문 주도

명으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무안이 -8.4~37.1

의 기존의 도시개발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기업의

명, 원주 -8.8~29.1명, 충주 -9.6~35.9명, 무

투자 활성화, 일자리창출, 미래성장산업의 육성,

주 -8.8~29.2명 순으로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균형발전 등 우리가 당면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기업도시도

기업도시의 성공여부는 국내에 잠재되어 있는 투

초기의 제안 취지와 달리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정치

자를 끌어내거나,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걸

적 논리로 수도권과 충남지역 등 경제성 확보가 쉬

림돌이 되는 요인을 찾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마

운 지역이 제외됨에 따라 대기업과 외국 투자를 유

련하는 데 달려 있다. 현재 개발지역의 지가상승으

치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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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는 정치적 논리보다는 시장원리에 기초

더욱이 본 연구는 국내의 잠재적 투자와 외국인

하여 개발되고 유지될 때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

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서는 개발단계에서부터 경제성과 잠재력

있어, 기업도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정부

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 수립에 매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판

관점에서 본 보고서는 매우 시의 적절하며 의미 있

단된다.

는 기초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184

2007년 시장경제연구백서

바람직한 소비세제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
│주│제│별│연구과제│

김상겸(단국대)

향후 우리나라 소비세제는 안정적 세수확보를 도모하면서 사회적 외부비용을 적
절히 제어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국가세수의
큰 부분을 담당하는 중추세목이므로 세원을 보호하고 양성할 수 있도록 관련 제
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아울러 교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교통세, 특별소비세,
주세 및 담배소비세는 사회적 외부비용을 적절한 수준에서 억제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세수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소비과세
는 그 중요성이 날로 점증하고 있는 추세이며, 향

본 연구는 우리나라 소비세제 전반에 걸쳐 바람

후 우리나라의 전반적 세제운용에 있어서 그 비중

직한 개편방안을 모색하였다. 소비과세는 소득과

이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실제로 이미 선진국들은

세, 재산보유과세와 함께 우리나라 세입의 중요한

세제운용의 중심을 소득기반과세에서 점차 소비기

한 축을 구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체계

반과세로 전환하고 있다. 조세정책은 이제 더 이상

에서 소비세제의 범주에 드는 세목들로는 국세에서

대내적 경제정책이라 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관세, 주세, 그리고 목적
세로 운영되고 있는 교통세가 있으며, 지방세에는

한 나라의 세제개편은 인접·유관국가의 경제상

담배소비세, 레저세, 도축세 등이 있다. 전체 국세

황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수에서 소비과세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절반에

판단한다면 세계적인 세제개편의 흐름에서 우리나

육박할 정도로 크며, 주요 국세세목에 소비세 관련

라도 예외일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향

세목들이 세수기준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

후 소비관련 과세의 기능과 위상에 관심을 기울일

다. 부가가치세는 전체 국세 세수의 3분의 1 가량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토대로

을 차지하여 단일 세목으로는 가장 세수가 많으며,

향후 우리나라 소비세제의 바람직한 개편방안을 모

교통세와 특별소비세 역시 매년 의미 있는 비중의

색해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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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내용

되는 소비과세는 조세가 발생시키는 비효율에서
자유로운, 즉 시장왜곡을 저감해 주는 교정적

우리나라 조세정책은 그동안 안정적 재원조달을

(corrective)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

통해 우리 경제의 비약적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서 본다면 소비과세는 다양한 정책목표를 비용효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본격적인 저성장시대의

과적으로 달성 가능하게 해주는 매우 유용한 조세

도래가 예상됨에 따라, 이제 세제측면에서도 보완

가 될 수 있다.

의 노력이 추구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세출측면의
급증과 제한된 세수 증가는 향후 우리나라 세제개

이러한 원칙하에 우리나라 소비세제의 구체적인

편의 방향이 더욱 큰 틀에서 새로 모색될 필요가 있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가가

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소비

치세는 현재와 같이 세수확보기능을 최우선으로 하

과세는 세원이 풍부하여 세수측면의 안정성이 인정

여 문제점을 보완해가는 방식의 개선이 필요해 보

되는 반면, 거래과정의 불가피한 왜곡을 유발함에

인다. 본래 부가가치세는 매 단계별 추가되는 부가

따라 경제적 효율을 저해하는 문제가 상존하였다.

가치에만 과세되기 때문에, 가격기능 왜곡을 통한

따라서 소비과세 분야의 개편은 세수목표를 안정적

비효율이 상대적으로 잘 억제될 수 있는 세목이다.

으로 달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과세과정에서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는 다양한 공

발생할 수 있는 시장기능의 왜곡문제를 극소화하는

제, 면세 등의 예외조항으로 인해 부가가치세가 안

것으로 요약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 있는 고유의 특징이 상당히 훼손된다는 문제가

보자면 소비세제 개편을 위한 원칙은‘안정적인 세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장

수확보’
와 외부성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정책

점을 회복하기 위해, 각종 예외조항을 정비할 필요

세제적 기능의 강조’
로 정립할 수 있다.

가 있다. 교통세는 그동안 부족했던 교통시설의 원
활한 공급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목적세의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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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세수확보란, 향후 직면하게 될 재정운

유지되고 있으며, 최근 교통·환경·에너지세로

영의 압박에서 우리나라 재정정책의 운신의 폭을

명칭이 변경되어 2009년까지 목적세 존치가 확정

넓혀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목표이다. 특히 국제

된 상태이다. 교통세는 그 잠재력을 감안할 때, 향

경쟁의 심화로 인해 다른 범주세목들의 세율인상

후 가장 유용한 정책세제로 이용될 수 있는 세목이

이나 세수증가가 매우 제한되어 있음을 감안한다

다. 실제로 기후관련 협약의 이행을 위해서는 탄소

면, 소비과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

세 성격의 세목이 도입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이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어떠한 재화들은 재화의

관점에서 보자면 교통세는 탄소세적 기능을 수행하

특성상 그 소비과정에서 불가피한 외부성을 발생

기에 가장 적합한 세목이다. 따라서 교통세는 향후

시킨다. 특히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특별소비세와 함께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

국제협약상의 환경의무를 생각한다면 이러한 외부

별소비세는 명칭그대로 특별한 소비에 부과되는 소

성은 적절히 제어될 필요가 있다. 잘 알려진 바와

비세목이지만, 도입 이후 경제여건과 상황이 변화

같이 소비과세는 이러한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되면서 역진성의 문제를 가중시키는 등 더 이상 존

매우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론적으로, 환경

치의 의미가 남아 있지 않은 세목으로 평가된다.

은 물론 건강 및 사회적 위해성이 있는 재화에 부과

따라서 특별소비세는 중·단기적으로 폐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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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바람직해 보인다. 물론 특별소비세를 폐지한다

원칙을 근거로 우리나라 소비세제 개편의 방법을

고 하더라도, 현재 특별소비세수의 중요 비중을 차

모색하였다. 즉 향후 우리나라 소비세제는 안정적

지하고 있는 에너지 관련 제품에 대한 과세는 에너

세수확보를 도모하면서 사회적 외부비용을 적절히

지세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계속 과세함이 바람

제어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이용됨이 바람직하다

직해 보인다. 결국 신설될 에너지세는 교통·에너

는 원칙을 근간으로 소비세제 개편의 방향을 제시

지·환경세 만기 후 특별소비세와 통합하여 운영하

했다.

는 형태가 바람직해 보인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는
외부성의 교정적 측면에서 보면, 국세인 주세와

현재와 같이 세수확보기능을 최우선으로 하여 문제

지방세인 담배소비세 역시 중기적 관점에서 과세를

점을 보완해가는 방식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특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담배소비로 인한

히 본연의 장점을 회복하기 위해 각종 예외조항을

사회적 비용이나 주류소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정비할 필요가 있다. 교통세는 그 잠재력을 감안할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국

때, 향후 가장 유용한 정책세제로 이용될 수 있는

가경제 전체로 볼 때는 부정적 외부비용이 증가하

세목이다. 특히 교통세는 탄소세적 기능을 수행하

는 것이므로 조세정책 차원에서 일정수준 수요를

기에 가장 적합한 세목으로 특별소비세와 함께 개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인구고령화의

편되어야 할 것이다. 특별소비세는 역진성의 문제

급격한 진행은 향후 노동공급에 대한 전망을 어둡

를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보여왔다. 따라서 중· 단

게 하는데, 근래 들어 점차 뚜렷해지고 있는 흡연

기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러나

과 음주 연령의 하향화는 일정수준 정책적으로 제

특별소비세수의 중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어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세수확보의 차원

관련 제품에 대한 과세는 교통세, 환경세, 특별소

이 아닌 정책적 필요에 따라 주세와 담배소비세는

비세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형태가 바람직해 보인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 국세인 주세와 지방세인 담배소비세는 세수확
보의 차원이 아닌 사회적 외부성을 제어한다는 교
정적 성격에 의거해 그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

3. 평가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세제개편은 세제운용의
중심을 소득기반과세에서 점차 소비기반과세로 전

와 외부성을 적절
본 연구는‘안정적인 세수확보’
히 제어할 수 있는‘정책세제적 기능의 강조’
라는

환하고 있는 세계적인 세제개편의 흐름에도 부합한
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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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공화국론
- 민영화 확대를 통한 정부의 생산성 제고

유장희(본원 초빙연구위원)

선진국들은 세계경제의 변환 과정에서 해묵은 재정적자로서는 국가경쟁력을 제고
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정부의 기능 중 민간이 담당할 수 있는 것을 아예 민간
에게 이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부의 비효율을 최소로 줄
이고 경제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재적 성격이 적은 것들을 민영화
해야만 한다. 본 연구에서는 민영화의 다양한 형식, 민영화의 사례, 민영화의 구
체적 방식, 그리고 민영화를 성공시키기 위한 한국적 여건들을 점검하여 본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능 중 가능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민영화로 전환하
는 것이 옳다는 전제하에 이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한국경제는 1960년대의 개발시대를 시발점으로

분석, 결론을 도출한다.

지난 40여 년 동안 산업화, 국제화, 정보화 시대를
거쳐 오면서 부지불식간에 정부가 경제운용의 중심
부에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젖어 왔다. 그러나

2. 연구내용

2000년대가 시작되면서 불기 시작한 글로벌리즘,
디지털 혁명 등은 다원화 경제로의 변신을 요구했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한 선결

고 따라서 민간의 역동성과 창의력이 성장의 핵심

조건으로 정부 운영의 효율화를 달성해야 하며 이

요인이 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더구나 각종 국제

를 위해 정부 또는 정부 산하기관의 기능 중에 공공

서베이가 지적한 대로 우리나라 정부는 효율성과

재적 성격이 적은 것들을 골라 과감히 민영화해야

경쟁력 측면에서 세계일류국가의 반열에 들지 못하

한다는 주장을 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제 한국경제가 더욱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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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해져 가고 있는 국제경쟁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

먼저 본 연구는 민영화의 정의로부터 시작된다.

해서는 부실한 정부의 경제운용방식에서 벗어나 활

우리나라에서“민영화”
라는 용어는 대개 정부에서

력 있는 민간의 능력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

운영하던 공기업을 민간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쓰여

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정부의 기

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민영화가 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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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신과 취지의 극히 작은 일부분만을 설명하고

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있을 뿐이다. 선진국에서 지향하고 있는 민영화
(privatization)는 그 범위가 꽤 넓다. 즉 정부가 갖

더욱이 정부 공무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그들

고 있던 자산과 정부가 운영하던 서비스 기능을 민

이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강도와 범위가 얼마나 크

간에게 이양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이양의 정도

고 넓으냐 하는 것과 얼마나 빨리 권력의 상층권으

와 방식은 다양하다. 작게는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로 승진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는 그들이 생산해

약간의 협조를 구하는 형태에서 시작해서 크게는

내는 정부 서비스의 질과 값을 최고로 유리하게 만

정부 기구 중 일정부분을 아예 민간에게 이관하는

드는 일과는 그리 큰 관련이 없다. 공무원들의 권

것에 이르기까지 민영화의 정도와 그 방식은 셀 수

한 영역이 넓어지고 더 높은 자리로 승진하는 것이

없이 많다.

정부 서비스를 쓰는 소비자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
이 아니고 정부 내의 각종 역학관계(인맥, 학맥, 정

최근 선진국들이 민영화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치적 성분, 연공서열, 상급자와의 친소관계 등)에

있는 이유는 범세계화(globalization) 현상과 무관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

하지 않다.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 중 국가

는 공직자의 경우도 시장 선택(市場 選擇)과 정확히

경쟁력에 직결된 것이 많은데 무한경쟁으로 치닫고

일치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국민의 다수에 의해

있는 오늘날 세계 시장의 환경 변화를 볼 때 이러한

선택되었다 하더라도 정치적 선택은 이성적 선택이

정부 서비스의 품질과 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 획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Drew Western의『정치적

기적으로 유리하지 않으면 국가 산업 전반의 대외

두뇌(The Political Brain)』
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질

의민주주의라는 것은 주민들이 즉흥적, 감성적, 정

좋고 값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의“시장경

서적 기분에 의해서 던지는 투표에 의해 좌우되는

쟁 능력”
을 활용할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 일정 분

것이므로 자기 돈을 내고 선택하는 시장 행위와는

야를 아예 민간에 이관하는 것이 국가경쟁력 제고

그 양상이 크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유권

에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자들의 뇌를 특수자기공명연상장치(MRI)를 사용
하여 선거 때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는 것을 정밀분

그럼 왜 정부 내에는 민간이 가지고 있는 시장경

석함으로써 얻어진 결과이다.

쟁능력, 즉 효율성, 창의성, 생산성, 도전 능력, 개
혁 정신 등이 부족한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

이렇듯 비이성적, 비계산적으로 움직이는 정부

기 위해 많은 정치학자, 행정학자, 경제학자 심지

의 운영방식에 비하면 시장의 작동 논리는 극히 이

어는 심리학자까지 다양한 내용의 연구논문을 발표

성적, 합리적이다. 소비자들은 시장에서 자기들의

하였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정부라

알토란같은 돈이 들어가야 물건과 서비스를 살 수

는 기구의 실체가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권력을 위

있으므로 그들이 쓴 돈의 값어치가 최대의 효용을

임받은 유일한 기구이므로 이에 속해 있는 인적 요

가져다 줄 것인가 여부를 면밀히 계산한다. 생산자

소(즉 공무원)들이 더 좋고 더 값싼 서비스를 제공

들은 이러한 소비자들의 의도를 간파하여 남들보다

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야 할 이유가 별로 없다는

더 좋고 더 싼 물건과 서비스를 생산해 내기 위해

것이다. 이를테면 독점기관의 전횡(專橫)의식이 강

최선을 다한다. 이들의 교호작용(交互 作用)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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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만나는 시점에서 거래는 이루어지며 균형 가격

국립행정연구원(NAPA)이『민영화의 도전과 행

과 균형 수량이 결정된다. 극히 합리적이다. 따라

정』
이라는 보고서를 처음 발간했을 때 공공부문에

서 부득이 정부가 생산해 내지 않으면 안 될 공공

서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물론 주정부와 지방정부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가 민간에

에 있는 선견을 가진 지도층 인사 몇몇은 이에 대

의해 생산되고 소비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국익

해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나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을 최대화시키는 길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적지 않

이 개념에 대해 호의적이지 못했다. 20년이 지난

은 국가의 정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분히 민영

지금 사정은 크게 달라졌다. 민영화에 관련된 수많

성(民營性) 재화 혹은 서비스를 정부가 떠맡고 있는

은 보고서가 나오고 있고, 이를 각급 정부 기관과

것을 본다. 각국마다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그렇겠

학계에서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놀라운 것

으나 그“특수한 사정”
을 추출해 분석해 보더라도

은 국제지방행정협회(ICMA)가 1982년에서 2003

객관성과 정당성이 강한 경우는 그리 흔치 않다.

년 사이에 5번이나 민영화 관련 보고서를 발간했

대개는 정치적 목적과 의도에 의해서 관행적이라는

는데 이들 보고서에서 민영화 작업은 미국이나 영

명분으로 혹은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뿐만이 아니고 세계 여러 곳에서 진지하게 진행

그리 하고 있는 것이다.

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연방정부차원에서도 미국
의 운영 예산처(OMB)가 매년 모든 공공기관에 경

점점 비대해져 가는 정부의 경제분야에 대한 영

제 행위에 관한 업무에 있어서 민간과 경쟁하고 있

향력을 줄이고 민간의 창의와 도전, 개혁과 경쟁

다는 증거를 요구하고 있으며 예산 집행에 있어서

을 더욱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취지하에 과감한 민

도 정부가 구입하는 물품과 서비스에 있어 민간으

영화 계획을 추진한 것은 영국의 마가렛 대처 수

로부터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 민영화 프로젝트를

상(1979~1990년)이 효시라고 볼 수 있다. 거의

실용적이고 실천적인 시각으로 분석한 여러 연구

비슷한 시기에 미국의 로날드 레이건 대통령

의 결과를 보면 대개의 국가에서 민영화를 원칙대

(1981~1989년)도 연방정부의 공공 정책의 일환

로 시행한 경우 공공서비스를 현저히 낮은 가격에,

으로 민영화(privatization)라는 개념을 처음 도

더 낫거나 동일한 질적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음이

입했다.

나타났다. 이는 미국의 조달청(NIGP)이 최근 발간
한『공공부문 서비스의 계약 운영(Contracting

그 이후 민영화 노력이 과연 정부 개혁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대세로 자리매김하였는가

for Public Sector Services)』
이라는 책에도 잘
나타나 있다.

여부를 점검해 보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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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세 가지 사항을 짚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첫

관민(官民) 간의 공조관계에 관한 것도 중요하

째 공무원들이 요즘 민영화를 당연한 추세로 인정

다. 민영화는 정부 혹은 공공기관이 하던 일을 민

하고 있는가의 여부, 둘째 이 과제에 대해 학계에

간에게 이양하는 것이므로 정부와 민간 간에 인

서 지속적으로 연구의 관심사로 인정하면서 그 실

계·인수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숨김이나 불신 혹은

질적 효과를 점검하고 있는지의 여부, 셋째 민영화

불필요한 자존심 등이 개입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와 관민(官民) 간의 공조관계(partnership)가 발

인계·인수 당사자 간에 신뢰(trust)가 형성되어야

전하고 있는가의 여부이다. 미국의 경우 20년 전

함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러나 때때로 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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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간에 취지와 목적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

화의 제반 형식과 선례를 제시하고 이들을 현존하

을 경우 (주로 개도국의 경우이지만), 민영화 과정

는 정부 기능에 대입해 봤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올

에서 적지 않은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 즉 신뢰

것인가를 분석해 봤다. 방송, 금융기관, 각종 공기

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도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

업뿐만 아니라 정부 산하의 각종 국책연구기관의

한 방법은 다양하다. 국가마다 관행, 선례 및 공직

민영화 방안을 제시했다. 대부분의 경우 철저한 여

사회의 정서가 다르므로 관민의 신뢰 형성을 위한

건점검과 민영화 형식의 신중한 선택을 통해 정부

정답은 찾기 힘들다. 다만 정부측이 가져야 할 확

기능을 민간에 이양하는 것이 국가경쟁력 제고에

신이 선행조건이다. 즉 고전 경제학자들이 주장한

도움이 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러나 민영화의 확

바와 같이 민간의 판단을 믿으라는 것이다. 동양의

실한 완성을 위해 민영화 이후의 대 정부 관계에 대

옛말대로 민심이 천심이라고 했듯이 정부가 하던

해서도 언급하였다. 즉 일단 민영화된 사업에 관하

일을 민간에 이양할 때 일단 엄선된 인수자를 신뢰

여는 정부 측에서 전적으로 민간을 신뢰하고 일절

하라는 것이다. 이양 절차와 이양에 따른 민간의

간섭하지 않는다는 용단을 보여 주어야 한다는 것

자금 조성, 지불방법, 지분비율의 결정(완전 이양

을 강조하고 있다.

이 아닌 경우) 등을 확실히 정해두라는 것이다. 이
때 가급적 국제적으로 공인된 법률 전문회사의 도
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평가

현재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영화는 분

중진국 수준을 넘어 이제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는

명히 관(官)과 민(民)의 관심사항이 맞아 떨어져 진

한국경제는 과거의 정부 주도형 경제운용방식에서

행되고 있는 하나의 큰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관

과감히 벗어나 민간이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

은 인력 부족과 재정적자 때문에 반드시 관이 담당

하는 발전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할 분야가 아니라면 가급적 민에게 이를 이양하는

사업 전반을 심사 분석하여 공공성이 적은 기능은

것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으며, 민은 자기들의 생활

민간에게 이양하는 과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을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업무분야라면 스스로

제의한다. 정부산하연구 기관일 경우는 총리실 내

운영해 나가려고 한다. 이러한 경제적 실리가 핵심

에‘민간이양추진반’
을 신설하여 해당 사업을 적극

요인이 되고 또한 1990년도에서부터 시작된 세계

적으로 민영화할 것이며 공기업인 경우는 기획예산

적인 민주화 현상(공산사회주의의 퇴조 현상)이 배

을 신설하여 가장 적절한
처 내에‘민영화 작업반’

경이 되어 민영화는 되돌릴 수 없는 대세로 굳혀졌

여건하에서 가장 합리적인 형식을 택하여 민영화를

다고 봐야 한다.

달성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이를 통해 한국경제
전반이 또 한번의 도약을 달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만

이러한 개념적 기초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민영

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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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정부의 이해
- 정부규모, 기능, 조직을 중심으로

김성수(한국외국어대)

개별 경제주체에 미치는 정부의 영향력을 감안한다면 아직 우리나라 정부의 규모
는 공무원 숫자나 재정지출의 규모와 같은 계량적 수치가 나타내는 수준 이상일
것이다. 또한 정부의 역할을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정부는 발전국가 단계에
서 규제국가 단계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본 보고서는 자율규제
및 시장경쟁의 보호라는 새로운 규칙을 제공하는 일종의‘규칙제정자’
로서의 정
부기능을 고려한 재정금융분야 정부조직 개편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정부는 기
획, 집행 및 혁신의 기능을 수행하는 통합기관을 신설해야 할 것이나 금융감독기
능은 분리하여 독립기구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의 인력 및 재정규모와 같은 계량적인 지표를 토대
로 우리나라 정부의 크기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선진국의 작은 정부에 관한 논의는 주로 복지예

접근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중앙정부의 크기 및

산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세출이 증가하고 이로 인

중앙정부에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크기를

해 개인 및 기업의 세금부담이 증가되어 성장동력

비교하는 것이 포함된다. 다른 접근방법은 산업화

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및 민간부문의 성숙에 따른 정부역할 변화와 정

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전개되는 작은정부론은 정부

부–시장관계를 기준으로 정부의 적절한 역할과

주도의 개발연대를 거치면서 과도하게 팽창된 국가

기능을 판단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권력을 통제하여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정치적

두 가지 시각에서 작은정부론을 이해하고자 한다.

목적, 정부의 시장과 기업활동에 대한 영향력과 규

또한 이를 근거로 차기정부에서 예상되는 정부조

제의 감소, 신공공관리에 기초한 정부운영의 효율

직 개편의 방향을 재정금융분야를 중심으로 논의

성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접근시각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규모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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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내용

부기능 및 정부–시장관계의 정립이 필요한 시기
가 오면서 우리나라 역시 규제국가의 단계로 이행

공무원의 숫자나 재정지출의 규모에서 평가한

하고 있다. 규제국가는 이론적으로 질서자유주의

우리나라 정부의 규모는 다른 OECD 국가들과 비

를 바탕으로 한다. 이는 자유시장이론과 최소국가

교하여 크다고 평가하기 힘들다. IMF 이후 다소

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와 일맥상통하나

감소한 공무원 숫자는 2002년부터 다시 증가하여

시장의 경쟁질서가 제대로 형성되도록 인위적으로

2004년에는 IMF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형성한 질서, 즉 제정된 질서가 필요하다는 점에

그러나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공무원 수는

서 신자유주의와 다르다. 이런 규제국가는 자율규

19.0명으로 OECD 평균 75.2명을 훨씬 밑돌아

제 및 시장경쟁을 보호하는 새로운 규제를 제공하

공무원의 숫자로 평가한 우리나라 정부의 규모는

는 일종의‘규칙제정자’
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런

여전히 작은 수준이다. 또한 GDP 대비 재정규모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시장

는 OECD 30개국 중에서 28위, 국민부담률은 29

독점을 완화하기 위한 규제와 시장행위자들 간의

위, 그리고 국가채무는 28위로 재정지출 측면에서

공정경쟁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를 점진적으로 강

도 우리나라는 아직 OECD 국가들에 비하여 작은

화하고 있다.

편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 각 부분에 은연중에 팽
배해 있는 정부주도주의 혹은 행정만능주의의 전

이런 규제국가로의 전환은 경쟁정책 및 금융정책

통으로 인하여 실제 정부크기에 관한 객관적인 평

을 통한 정부의 간접적, 유도적 역할을 강조하게

가보다도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정부를 크게 느끼

되며, 이에 따른 정부 부처의 개편 역시 중요하다

는 경향이 있다. 정부의 시장에 대한 규제개입의

고 하겠다. 본 연구가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는 재

수준 또한 높아서 인력이나 재정규모 등으로는 측

정·금융·혁신 및 평가기능의 이원화가 심각한 수

정될 수 없는 정부의 영향력도 크다. 그리고 공기

준이다. 본 연구가 주장하는 정부구조 혁신의 방향

업 및 정부산하기관들의 비효율성이나 도덕적 해

은 우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하는 부처

이, 복지비 지출 급증에 의한 재정부담 우려 등에

를 만들고 여기에 기획기능을 강화하고 혁신기능까

의해 지속적으로 작은 정부에 대한 논쟁이 발생하

지 추가하는 새로운 통합부서로‘재정기획부’
를만

고 있다.

드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새로운 기관으로부터 금
융감독기능은 분리하여 독립기구로 만들 필요가 있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다. 이러한 개편은 작은 정부란 취지에 부합되면서

발전국가에서 규제국가로 전환하는 단계라고 할

동시에 효율적인 정부기능의 집행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발전국가에서는 국가의 유능한 역할이

것이다.

성공의 필수적 요소로 작용하고, 이러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은 아직 민간부분이 성숙하지 않았
기 때문에 더욱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김대중 정

3. 평가

부 이후 산업화의 성공에 따른 민간부분의 성숙 그
리고 정치적 민주화의 진전과 더불어 기존의 발전

본 연구는 정부의 규모에 대한 두 가지 접근방식

국가적인 정부역할의 한계가 드러나고 새로운 정

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정부의 규모에 대해 논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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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계량적 지표에 근거한 우리나라 정부의 규모

상황에서 본 연구가 제안하는 정부부처 개편안은

는 아직 낮은 수준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더 효율적인 정부기능의 수행을 위해 반드시 감안

영향력을 기준으로 할 경우 우리나라 정부의 규모

해야 할 부분이라 할 것이며 이런 점에서 본 연구의

는 계량적 수치가 보여 주는 것보다 크다고 할 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2008년 차기정부의

있다. 또한 정부의 기능 역시 발전국가의 형태에서

출범을 계기로 정부구조의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본

규제국가의 형태로 전환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런

연구의 의미는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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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07년 연구 외 사업

1. 경제교육사업
방송작가 시장경제교육
국회보좌관 시장경제교육
경찰간부 시장경제교육
중등교사 시장경제교육

│경│제│교│육│사│업│

방송작가 시장경제교육

오피니언 리더 그룹 중 미디어를 통한 영향력이 큰 방송작가(TV, 라디오)에게
시장경제교육을 통해 방송에 비춰지는 왜곡된 경제관과 기업관을 바로 잡고자 함.

1. 교육 개요
•교육기간: 2007년 1월 17일(수)～19일(금)
•교육장소: 제주 롯데호텔 사파이어룸
•참석자: 양인자 작가 외 30명

3. 주요 내용
가. 시장경제란 무엇인가
■ 안재욱(경희대

교수)

시장경제는 개인이 자원의 소유권을 갖고, 자유
경쟁을 통해 결정된 가격에서 자발적 교환을 하는

2. 교육 목표

사회체제를 말한다. 개인은 자신이 지닌 비교우위
에 따라 각기 다른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여 자발적

- 시장경제원리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통해 올
바른 경제상식을 갖추게 함.
- 기업의 역할과 기업인 그리고 기업경영 활동
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올바르게 이해

으로 상대방과 교환한다. 개인 간의 선호도 차이에
근거한 자발적 교환은 그 특성상 거래당사자들의
후생을 증진시키며, 나아가 사회 전체의 후생을 증
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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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를 통해 비춰지는 왜곡된 기업 및 기업

가격은 사람이 원하는 것에 대한 정보의 집약이

인의 방영에 대한 시정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

다. 우리는 가격을 통해 자발적 교환과 협동을 이

게 됨.

끌어낼 수 있다. 가격이 통제되면 정보와 생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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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되고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된다. 그 결과

시장경제체제하에서의 정부의 역할은 사유재산

사회적 협동이 파괴되어 시장이 파괴되고 경제발

권과 자유경쟁, 그리고 자발적 교환을 보장함으로

전이 저해된다. 정부의 개입이 많을수록 사람들의

써 원활한 시장경제의 작동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예가 될 수

더불어 기초복지제도의 수립으로 사회구성원의 최

있다.

소생활수준 유지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
요하다.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는 사유재산권의 보장이다. 사유재산권이란
특정자원의 사용방법을 결정하고 그로 인해 초래
된 결과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는 권리다. 따라서

나. 기업 M&A의 세계
■ 성보경(프론티어M&A

회장)

사유재산권의 부재는 곧 자기 소유의 몫에 대해 적

M&A(mergers and acquisitions)는 다른 회사

정가격을 매길 수 있는 주인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

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을 사들이거나 합

다. 사유재산권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정보전달체

병하는 것을 말하며, 기업합병(mergers)과 한 기

계로써의 가격제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된다.

업이 다른 기업의 자산 또는 주식의 취득을 통해 경

사회주의가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 중

영권을 획득하는 기업인수(acquisitions)가 결합된

의 하나가 사유재산권과 가격제도의 부재였다는

개념이다. M&A는 생물체의 세포분열과 같이 합쳐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사유재산권의 보장

지고 분열하면서 성장하고, 비밀유지를 위해 비공

은 또한 노동공급의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경제를

식적으로 수행된다. 기업이 M&A를 수행하는 주된

발전시키며,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유도하여 자

목적은 수익배수의 극대화와 시장지배적 위치를 확

원의 낭비와 공해, 환경파괴를 줄이는 효과도 가져

보하는 데 있다. 또한 M&A는 창조적이고 혁신적

온다.

인 투자수단에 대한 수요를 자극시켜 국제투자금융
의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시장경제의 근간은 자유경쟁이다. 자원의 희소
성으로 유발되는 경쟁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때, 시

기업의 M&A 전략은 경제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장경제는 사회 전체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결과를

구사된다. 예를 들어, 시장진입을 위한 기존 기업

가져온다. 지우개를 만들기 위해 고무가 필요한 사

의 인수 전략은 주로 경기 상승기에 주효하며, 시

람은 자동차, 타이어, 신발을 만드는 사람 등과 경

장독점을 노린 경쟁기업 간의 합병은 경기 성숙기

쟁해야 한다. 경쟁은 희소한 자원의 통제권이 가장

에 주로 이루어진다. 적대적 M&A의 경우, 경기

효율적인 생산자에게 돌아가도록 보장하며, 그 과

상승기나 회복기에 성공 확률이 높은데, 이는 경기

정에서 전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사회 전체

상승에 따른 시장의 팽창으로 대상기업으로부터의

의 후생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자유경쟁의 저해는

기대수익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경기 회복기

희소한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불가능하게 하고,

에는 대상기업의 주식매집 단가가 실제 가치보다

궁극적으로는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걸었던 몰락의

낮게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대적 M&A가

길로 이어지게 된다.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반대로 경기가 후
퇴 국면을 보일 때는 앞에서 언급한 공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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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보다는 기업체질 개선이나 구조조정 등의 기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법률대리인이나 회계

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방어적 M&A가

대리인을 선정할 때 명확한 책임규정을 마련하는

주로 이루어진다.

등 M&A 관련 협상 결과에 대한 철저한 사전적 검
증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적대적 M&A에 의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는 게
임에 참가하고자 하는 시장의 참가자들은 경영권
분쟁의 당사자들보다 앞선 투자를 해야 성공 가능
성이 높다. 때문에 경기 침체기에서는 정부정책이

다. 부와 빈곤의 문제에 대한 소고
■ 박효종(서울대

교수)

나 대규모 투자 은행가들의 움직임을 주시할 필요

부의 불평등은 동서고금을 막론한 영원한 문제

가 있다. 경기 상승기에는 미리 확보한 적대적

이며, 모든 사회가 부의 불평등과 그에 따른 사회

M&A가 시도되는 대상기업의 주식을 상대방의 공

적 갈등을 경험해 왔다. 빈부격차의 문제는 사회

개매수에 응하거나 방어자를 위한 백기사의 역할

구성원의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빈부 갈등

을 하면 높은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 경기 성숙기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에는 대개 합병을 많이 하는데, 합병의 경우에는

또한 빈부격차의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기

주식매수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합병주체들

에,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해 보는 것은 나름대로 큰

에 의한 대규모 주식매집이 있어 그린메일이나 합

의미가 있다.

병재정거래를 실행하기가 용이하다. 경기 회복기
에는 소수주주로서의 투자를 실행하다가 대상기업

빈부격차의 문제에서 화두는‘정의’
가 아닐까 한

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대

다. 부자의 부유함과 빈자의 가난함에 대한 정당성

상기업을 매각하는 전략이 매우 유용하다. 투자금

과 부당성에 대한 문제 때문이다. 정의를 통해 빈

융의 최고의 적기는 경기 회복기이며, 이 시기가

부격차의 문제를 아우르는 것이 바로 배분적 정의

최고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최적의 기회임을 명

이고, 이는 곧 빈부격차의 문제에 대한 핵심이다.

심해야 한다.

로마시대 울피아누스는 배분적 정의를‘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고자 하는 영속적, 항상적 의지’
라고

M&A 관련 정부정책 또한 경기 상황에 영향을

정의 내린 바 있다. 그런데 도대체‘그의 몫’
은무

받는다. 예를 들어, 경기 성장기에 정부는 시장의

엇을 의미하는가? 예를 들어 어떤 백만장자가 밀레

과열을 막기 위해 독점금지법을 강화하는 경향을

을 샀다고 할 때, 그가 향유할
의‘이삭 줍는 여인’

보인다. 반대로 경기 침체기에는 투자를 촉진하기

수 있는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

위해 독점금지법을 완화하는 경우가 많다. 독점금

는가? 만약 그가 그 귀한 그림을 불쏘시개로 사용

지법의 주된 목적은 경제력집중의 억제이며, 기업

하려고 할 때도 우리는 그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어

의 M&A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해당 분

야 하는가? 만약 아니라면, 백만장자의 그림에 대

야 전문가들의 관련 법규 숙지가 절실히 요구된다.

한 소유권과 사용권의 한계는 어디인가? 이처럼 개

현재 우리나라의 관련 법규 중에서 특히 개선이 필

인의 소유권을 정확히 정의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

요한 부문은 이익충돌(conflict of interest)에 관

씬 어려운 일이다.

한 규정이다. 과거 외국계 사모펀드에 은행을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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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분배하는 방법으로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은 앞의 두 가지 방법과 대척점에 있다. 그러나 노

첫째,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나누어 갖는 동등분배

력한 만큼 가진다는 측면에서 마지막 분배방식도

가 있고 둘째,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가지는

강한 도덕적 호소력을 지니고 있다. 결국 어떤 분

분배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부의 생산에 기여한 만

배방식을 선택하느냐는 그 사회구성원 간의 합의

큼 분배하는 방법이 있다. 우선, 모든 사람이 똑같

에 의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이 나누어 갖는 동등분배는 그 단순명확성으로 인
해 많은 사람들에게 호소력을 지닌다. 하지만 동등

점차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가

분배는 현실적으로 엄연히 존재하는 개인적 차이

장 지향해야 할 과제는‘자발적 이타주의’
의 확립

는 무시한 채, 기본적으로 모든 이들의 욕구가 동

이다. 강제적 방식의 증세를 손쉬운 해법으로 생각

등하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분배방식이라

하기보다는 사람들 안에 내재한 자발적 이타주의

할 수 없다. 그렇다면 각자의 필요에 따라 분배하

가 어떻게 발현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새

는 방식은 어떨까? 예를 들어 옷이나 음식 등 삶에

로운 빈곤층이 출현한 상황에서 그들에 대한 배려

있어 반드시 필요한 자원의 경우 필요한 사람에게

는 중요하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 모두의 마음속에

주는 것이 다 같이 동등하게 나누는 것보다 더욱 도

내재된 자발적 이타주의를 활성화하는 방식의 구

덕적이다. 부의 생산에 기여한 만큼 분배하는 방법

현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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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좌관 시장경제교육

오피니언 리더 그룹 중 정치계의‘싱크탱크’
인 보좌진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경제
현실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국회의 입법 활동에서 올
바른 경제원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1. 교육 개요

경제원리가 활용되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함.

•교육기간: 2007년 3월 21일(수)～5월 8일(수)
•교육장소: 전경련회관 3층 제1회의실

3. 주요 내용

•참석자: 강명은 국회보좌관 외 32명(의원석 비례

에 의거 한나라당 16명, 열린우리당 14명, 통합
신당 3명)

가. 작은 정부와 큰 정부
■ 김종석(본원

원장)

시장경제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질서에 따른다.

2. 교육 목표

그러면서도 인간의 본성에 가장 가깝게 진화한다.
분산된 의사결정에 따르고 통제하지 않는 가운데

- 시장경제원리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통해 올
바른 경제상식을 갖추게 함.

칙으로 한다. 무계획의 시장경제가 계획경제보다

- 기업의 역할과 기업인 그리고 기업경영 활동

더 큰 균형과 풍요를 이루는 것은 보이지 않는 가격

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올바르게 이해

의 기능 때문이다. 가격 상승은 공급자와 소비자에

하도록 함.

게 신호를 보내 각각의 행동을 변화시킨다. 이것이

- 국회의 입법 활동에서 시장 및 기업 친화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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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기능으로 가격기능 중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배분기능은 가격에 따라 생산기회와 소비기회가

을 민간이 담당할 수 있다. 시장기능을 활용한 공

그에 맞게 배분된다는 것이다. 즉, 가장 효율적인

익의 목적달성 사례도 아주 많다. 손해보험사의 자

생산자와 소비자만이 생산과 소비과정에 참여하게

발적 안전시설 점검이나 대형 유통업계의 세일 경

된다는 이야기다. 시장경제를 움직이는 힘은 잘살

쟁 등 예시도 다양하다.

아 보겠다는 욕망, 즉 합리적 이기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경제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공정한 심판을 해야 한다. 시장경제의 원

재산권 보호, 계약의 자유와 계약 이행, 공정하고

활한 작동을 위해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재산권

자유로운 경쟁이라는 기본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을 보호하고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경쟁을

한다. 시장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은 시장경제의 장

촉진해야 한다. 또한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점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는

대해 규제해야 한다. 공공서비스와 기반시설을 제

제도적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공하고 재정과 통화에 안정을 가져와야 하며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기회균등을 보장해야 한다. 물론

아담 스미스가 발견한 시장 성공의 비밀은 사람

정부가 자원배분에 개입하는 것, 이익집단의 압력

들이 제각각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일한 결과 다른

에 영합 굴복하는 것, 경쟁을 제한하는 것, 재산

사람도 혜택을 본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만약 어떤

권에 대한 침해,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과 이

사람의 이익추구 행위가 공익을 해치거나 다른 사

권·특혜를 창출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외부불경제나 공유자원과
같은 시장의 실패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시험 부

시장기능과 정부기능은 대체관계가 아니다. 시

정행위나 새치기, 음주운전, 공해, 환경파괴, 길거

장이 제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정부

리 불법 주차 등이 있겠다. 한편 공공재나 외부경

기능이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란 적은 인력과 적은

제처럼 남에게 이득을 주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세금으로 공익을 더욱 더 잘 달성하는 정부다. 정

경우도 나타난다. 자원봉사나 예방주사 맞기, 교통

부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국가생산

정리, 치안, 국방, 도로와 다리 놓기 등이다. 이런

성이 저하된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입증된 사실이

행위는 그냥 두면 너무 적게 발생한다. 그렇기에

다. 공익목표를 더욱 더 잘 달성하기 위해서 시장

정부는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외부효과를

기능과 정부 간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양

규제하고 공공재를 공급해야 한다. 정부가 공익보

자의 장점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지혜와 균형 잡

호를 위해 국민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활동을 규제

힌 시각이 중요하다.

한다는 공익연원설도 있지만 사실 정부규제 제도
는 휴대전화 보조금 금지, 백화점 셔틀버스 금지,
비전문의약품 소매점 판매금지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익집단 간 이해조정의 산물이라는 사

나. 바람직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제언
■ 이용득(한국노총

위원장)

익연원설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 우리는 정부의 경

해방 이후 노동운동은 크게 세 시기로 나눌 수 있

제적 역할과 능력의 한계를 인식해야 한다. 공익은

다. 먼저 45~60년대 농업국가 시절로 이때의 노사

반드시 공조직이 담당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교

관계를 논의하는 것은 사실상 불필요하다. 다음은

육, 에너지, 병원, 대중교통 등 상당수 많은 공익

60~70년대로 성장위주의 개발과 독재로 인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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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적인 노사관계기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고민하는 노동운동가가 없다. 따라서 한

80~90년대로 좌파적인 투쟁위주의 노동운동이 계

국 노동운동의 위치는 노조조직률 등을 고려할 때

속되던 시기다. 1987년 정치 민주화를 기점으로

세계적으로 최하위 수준이다. 대중과 유리되어 고

실질적인 노동운동이 시작되었고 현재는 그것의

립된 노동운동을 하다 보니 노조조직률이 10% 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세계 경제 11위권인 우리

하에 머물고 있고 자신의 이념에 빠져서 다른 사람

나라의 노사관계는 아직 세계 61위의 하위권에 머

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한국 노

물러 있다.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위해 노사정의 고

동운동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민이 필요한 때이다.
정부와 노조의 관계에서도 정부의 입장은 노조
한국노총은 1945년 이후 건국의 주역으로 우파

에 부정적이다. 정부는 노조의 요구를 들어준 적이

로 시작했다. 이것은 한국노총의 태생적 한계라 할

거의 없고 삼성과 현대라는 두 대기업의 힘에 밀려

수 있다. 물론 좌파나 우파 어느 한쪽을 선(善)이라

언제나 노조의 요구는 묵살되었다. 삼성의 경우 노

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한국노총이 상당부분 산업

조가 없어서 세계 일류기업이 되었다는 주장은 옳

발전에 기여한 면도 있다. 그러나 노동사적인 관점

지 않으며, 노조와 상관없이 장점을 가지고 있었기

에서 볼 때 과거 한국노총이 산업발전에 기여한 측

때문이다. 이것을 삼성 무노조의 공으로 돌리는 것

면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다. 노동운동은 대

은 지나친 비약이다.

중운동이기 때문에 대중의 기반이 철저하지 않으
면 안 된다. 그런데 한국노총은 변화에 대응하지

외국의 노사관계를 살펴보자. 덴마크의 경우 노

못했을 뿐 아니라 변화를 거부했고 민주노총이라

총에서 이중 실업급여를 관리하고, 운영은 노총이

는 새로운 조직의 파생을 초래하는 결과를 자아냈

맡고 관리는 노총과 기업이 같이 하고 있다. 스웨

다. 민주노총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노동계의 정체

덴의 경우에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노동교육을 공

는 계속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20년 전에 한국노

동으로 노총에서 한다. 정부주도로 명분만 가득한

총은 30~40년 전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 시대 대중

노동교육원을 만들어 놓은 우리와 사뭇 다른 모습

의 흐름을 읽고 맞추는 것, 즉 현장 노동자들의 동

이다. 네덜란드의 노총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노동

의를 얻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다.

운동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업별 노조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리더십이 없는 노조는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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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은 어릴 때부터 노동교육을 시켜 비뚤어

진력이 없다는 것이었다. 노사정책을 정부가 일방

진 노동가치관을 갖지 않는다. 반면 우리나라는 초

적으로 만드는 것도 문제이다. 노사의 공동역할이

중등교육에서 노동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전혀 없

전혀 없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이 가장

는 가운데, 주로 언론매체나 부모들과 같은 기성세

큰 예다. 어떤 나라는 고용보험이 노사중심이고,

대들을 통해 노동가치관을 형성한다. 언론매체나

노사가 자본을 출현한다. 기구를 만들고 운영하는

기성세대의 시각은 노동운동에 부정적으로 편향될

모든 일도 노사가 한다. 고용보험이 정부중심인 경

수밖에 없고, 따라서 젊은 세대가 노동운동으로 유

우 정부가 조세를 걷어 운영하는데, 이때에도 운영

입되는 것보다 늙은 노동자들의 퇴출이 상대적으

에는 노사가 참여하게 된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로 큰 관계로 노동운동은 위축되어 왔다. 그런데

노사가 자금을 출연하고 운영은 정부가 하는 형태

2007년 시장경제연구백서

로 조직되어 있다.

하여 다른 회사의 제품과 차별화를 철저히 구사하
여야 무한경쟁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노조가 할 일이 많으면 길거리에서 총파업을 하

일깨운다.

는 모습은 사라질 것이다. 총파업이란 정말 필요할
때에 5년 정도를 주기로 총연맹 단위로 전국단위의
파업(national strike)을 하는 것이 옳다. 1년 사
업계획서에 총파업이 있으면 파업할 문제가 없어
도 파업을 하게 된다. 이것은 이전의 전투적 조합
주의시절에 했던 행위들이다. 이제 바뀐 시대의 흐
름에 맞춰 제대로 된 노사관계를 찾아야 한다.

라. 무역과 국제화: 세계화, FTA, 그리고 우리
경제
■ 정인교(인하대

교수)

최근 세계 통상환경이 무한 변모해가고 있다. 국
제 무역 및 투자에서 경쟁이 심해지고 경제제도의
선진화가 생존의 관건이 되면서 세계경제가 글로

다. 기업 CEO와의 대화
■ 이희재((주)우성아이비

대표)

벌화 된 것이다. 다른 국가가 FTA를 맺으면 종종
손실을 입기도 하며 중국이라는 거대경제의 급부
상으로 이익과 불안을 동시에 느끼기도 한다. 이렇

우성아이비는 래프팅 관련 수상레저용품 제조업

듯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로 인해 FTA는 세계적 추

체이다. 우성아이비는 제품개발 및 운영에 몇 가지

세다. WTO에 통보된 211건의 지역협정 중 96년

원칙을 정하여 그 원칙에 철저히 부합하도록 노력

이후 체결된 것이 151건에 이른다. 대규모 시장이

하여 왔다. 첫째, 자체 브랜드 수출을 고수하는 것

형성되고, 보호주의적 무역규제가 줄며 타 지역주

이다. 자체 브랜드 수출은 부수적인 효과가 크기

의에 대응한 것이 FTA 증가의 배경이라 할 수 있

때문에 OEM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다. 둘째, 확실

겠다.

한 사전 서비스와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순회서비스와 가격단순화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우리 경제는 열악한 투자환경으로 인한 국내 투

높이고, 가능한 모든 해외 전시회 및 시장개척단에

자 축소, 정보통신이나 장치산업의 확대로 인한 고

참가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셋째, 독창성

용 없는 성장, 해외소비 증가와 내수부진, 선진국

을 가진 제품을 개발한다. 우성아이비의 한 제품인

경제침체로 인한 수출 전망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Fly Fish’
의 경우 모터보트에 고무보트를 매달아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경기변동 사

속력을 내어 고무보트를 공중에 띄우는 방식을 취

이클을 축소하고 청년실업과 소득격차를 확대하며

한 제품으로, 승객은 고무보트 안에 타고 있으면서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도 물 위에서 하늘을 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 고
무보트는 물 위에 떠 있는 것이라는 기존의 고정관
념을 확실히 깬 것이다.

이런 경제 성장잠재력 약화로 인해 앞으로 수출
증가 없이는 GDP 성장과 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보
인다. 투자환경 개선과 서비스산업 고부가가치화

우성아이비의 경영원칙이 주는 교훈은 주력제품

가 필요한 것이다. 자력개혁에 한계가 있으므로

을 특화하고 그 제품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FTA와 같은 국제협정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개발에 주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독창성을 강조

현실적이다. 중국 등 개도국의 추격으로 인해 범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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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경쟁에 한계가 왔고 제조업 산업기반도 상

이행이 가속화될 것이다. 지식과 정보가 부의 원천

실되어 간다. 이것이 우리 경제의 시장경제 가속화

이 되기 때문이다. 경쟁패러다임의 변화로 주요 생

가 필요한 이유다. 1990년대 중반 이후 FTA 수가

산요소가 변화되고 경쟁력의 핵심요소가 변화할

급속히 증가하고 미체결 기회비용이 증대했다. 교

것이다. 자본 등 유형재산에서 기술력, 브랜드, 디

통통신의 발달, DDA 등으로 세계경제 통합이 가

자인 등의 무형재산이 중시되는 것이다.

속화되며 무한경쟁체제로 돌입한 것이다. 오늘날
체결되는 FTA는 무역, 투자, 서비스, 경제제도 등
광범위한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문제점도 동시
에 제기되고 있다. 그렇기에 실제 경제이익은 향후
우리 정부와 경제주체들이 얼마나 이 협상을 활용

수출 증대와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인한 직접적

하느냐에 달려 있다. 한·미 FTA로 피해를 보는

인 경제효과, 투자유입과 통상마찰 최소화를 통한

업종이나 개인이 발생할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구

통상제도 선진화, 서비스산업 육성과 제조업 고부

조조정 및 피해보상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가가치화, 기초산업 합리화를 통한 산업구조 고도

또한 일반 국민들이 FTA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화, 소비자의 이익 등을 고려하면 FTA는 상당히

있도록 다양한 자료를 만들어 널리 배포해야 할 것

많은 장점을 가진다. 반면 구조조정 압력이 증가하

이다. FTA를 무역효과 위주로 평가하는 경향이 대

고 수출산업 위주로 성장이 지속되어 손실산업이

부분이나 더불어 비교역적 효과도 상당함을 인식

발생하고 소득격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전략산업

해야 한다.

육성의 한계로 인하여 산업지원책이 약화될 가능
성 또한 존재한다.

성공적인 FTA 활용을 위해 공직자들은 개방적
사고를 지녀야 한다. 개방을 최대한 막는 것만이

한·미 FTA의 협상결과는 무엇을 기준으로 평

애국인 것으로 간주하는 공직자의 인식 개선이 필

가해야 하는 것일까? 먼저 협정체결 전후 우리의

요하다. 한·미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기업

경제적 이익을 평가해야 한다. 체결에 따른 문제점

경영환경의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규제를 완화하

과 미체결 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따져봐야 하는

고 유통분야를 혁신하며 소비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양국의 입장이 어느 정도 균형 있게 반영

등을 들 수 있다.

되었는지도 검토 대상이다. FTA는 상대국의 입장
이 일정수준 반영되어야 하므로 우리에게 유리한
요소만으로 구성될 수는 없다. 상대국의 요청사항
다수가 우리 경제 선진화에 기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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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국제정치의 역학관계
■ 이춘근(자유기업원

부원장)

한·미 FTA 이행은 시장개방과 더불어 경제제도

국제정치의 진리는 상식이 아닌 역설이다. 우리

개선 가속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미국은 우리나

는 물건을 소비하기 위해 구입하지만 국제정치에

라가 가장 많은 수의 품목을 수출하는 나라가 될 것

서 군대와 무기는‘사용하지 않기 위해’구입하는

이며, 세계 최대의 내수시장이 될 것이다. 또한

것이다. 이렇듯 역설이 지배하는 국제사회에서 당

한·미 FTA 이후 우리나라는 경제, 사회, 정치 등

면한 한반도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국

에서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며 지식기반 경제로의

제정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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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에 있어 불변요인은 바로 지리적 요인

강한 군사력을 갖추게 될 것이며, 미국이 서반구를

이다. 한반도 주변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위험

지배하는 것과 같이 아시아에서 패권적인 지위를

한 국제역학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다. 한반도

추구하게 될 것이다. 중국이 패권을 추구하는 것은

주변의 미·중·일·러는 세계 4강의 국력을 가진

국가생존을 위해 그것이 가장 좋은 보장 장치이기

나라다. 한국의 고뇌는 주변국들이 모두 세계적 강

때문이다. 물론 미국은 중국이 아시아에서 패권국

대국이라는 사실에서 나온다. 한반도의 통일·안

이 되는 것을 저지하려 할 것이다. 미국은 세계무

보 모두 국제정치적인 문제들인 것이다. 한반도의

대에서 미국에 근접한 도전국의 존재를 용인하지

분단은 국제정치의 결과였기에 통일 또한 국제정

않기 때문이다. 결국 중국과 미국 사이에는 냉전

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독일 통일에서 미국의 지

당시 미국과 소련의 관계와 유사한 심각한 안보경

원과 서독의 경제력, 서독인의 단결력이 요인이 되

쟁이 야기될 것이다.

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도움이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21세기의 갈등은 역사상 그 전례가 없는 갈등이

도 그대로 적용된다. 우리가 진실로 통일을 원한다

다. 지난 500년간 강대국 간의 갈등은 같은 문명권

면 이 세 가지 요인을 갖춰야 한다. 특히 미국의 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으나 앞으로는 문명권 간

움이 없으면, 한반도 통일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의 갈등이 될 것이 확실하다. 중국은 미국의 논리
를 이해하지 못하고 미국도 중국의 논리를 이해하

미국의 경제력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 못한다. 두 나라는 국제정치의 본질에 대한 인

40%정도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은 대량 파괴무

식이 판이하다. 한국은 반도국으로 어느 편에도 설

기에 대한 테러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

수 있다. 한국에 대해 영토적 이해관계가 없는 강

었고 국제정치의 본질이 확 바뀌었다. 미국의 군사

대국은 미국뿐이다.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과

력은 비중이 정말 크다. 이미 2002년에 미국은 미

결과가 한국의 통일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국 다음으로 강한 나라보다 군사력 측면에서 10배

편에 서는 것이 좋다. 중국은 한국을 중국과 같은

나 강했다. 전 세계 국방비의 절반이 넘는 국방비

유형의 독립국으로 인정한 역사가 없으며 북한을

를 지출하고 있으며 전 세계 군사기술과 관련되는

티베트처럼 만들기를 원할 것이다. 중국의 미래에

연구개발비의 80%를 쓰고 있다. 인구와 교육분야

는 암초가 많고 중국의 분열 가능성도 없지 않다.

에 있어서도 세계 최고를 자랑하며 앞으로도 상당

북한 핵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해결의 기본구조는

세계 최강대국의 자리에 있을 것이다.

한미동맹이다. 일본과 영국과 같이 미국 최고의 동
맹국으로 자리 잡아 다양한 전략적 동맹을 꾀할 때

한편 놀라운 경제성장을 계속한 중국은 그간의

이다.

성장을 앞으로 수 십 년 동안 지속하게 될 경우 막

Ⅱ. 2007년 연구 외 사업 207

│경│제│교│육│사│업│

경찰간부 시장경제교육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와 우리나라의 각종 규제 현실에 관하여 본원의 시장경제
교육을 통해 일선 경찰관들(경정/경감)이 실질적인 경제현실과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공감대를 형성코자 함.

1. 교육 개요
•교육기간:

제4기: 2007년 6월 28일(목)~29일(금)

2. 교육 목표
- 시장경제원리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통해 올
바른 경제상식을 갖추게 함.

제5기: 2007년 8월 30일(목)~31일(금)

- 기업과 기업인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함.

제6기: 2007년 10월 11일(목)~12일(금)

- 경찰조직에서 부족한 현실경제에 대한 실질적

제7기: 2007년 11월 8일(목)~9일(금)
제8기: 2007년 12월 6일(목)~7일(금)
09:00~17:00, 각 2일씩 총 5회 시행

접근을 가능케 함.
- 시장경제원리 및 각종 규제 등이 경찰조직에
서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파악하고,

•교육장소: 전경련회관 3층 특2회의실

이 교육을 토대로 실제업무의 규제와 혁신에

•참석자:

도 도움이 되고자 함.

제4기: 경정 고규철 외 67명
제5기: 경정 이규환 외 63명
제6기: 경감 양원용 외 61명

3. 주요 내용

제7기: 경감 신문철 외 64명
제8기: 경감 김성호 외 6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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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장경제로의 여행

■ 조성봉(본원

선임연구위원)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경제현상을 상식적으로
이해하려는 오류를 범하고 있으나, 경제는 과학적
으로 논리적인 추론과정을 통한 선택의 문제이다.
따라서 경제현상을 이해하고 그 작동원리를 파악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생활분야에서 합리적인 의
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원천이 된다. 의식
주를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로부터 시작되는 인간
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경제현상을 체험하고 있다.

장의 실패는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정부는 효율
적인 정책으로 시장의 기능을 보완하여 실패를 막
아야 한다.

나. 시장경제의 오해와 진실
■ 박광량(홍익대

교수)

경제학은 소비자나 생산자를 비롯한 누구나 자
신의 이익(self-interest)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전
제하고 있다. 즉 누구나 희소성의 원리하에서 자
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행동한다는 것

시장경제의 6가지 기본원리를 간략하게 제시한

이다. 사회에는 여러 사람이 모여 살고 있다. 그들

다. 첫째,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모든 선택에는

의 가치관이 다르고, 추구하는 이익도 다르고 지

대가가 있다. 기회비용의 원리로서 개인의 소비는

식도 다르다. 이처럼 다양한 개인들이 서로의 이

그것을 선택하기 위해 포기한 가치가 있음을 인식

익을 추구하면서도 어떻게 사회를 이루고 시장을

해야 한다. 둘째,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으로 반응

형성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 경제학이라고 할

한다. 인센티브와 같은 경제적 유인으로 시장경제

수 있다.

가 유지된다. 셋째, 거래는 당사자 모두에게 이롭
다. 거래는 본질적으로 자발적인 것이며 거래로

경제학은 단순히 비용을 줄이자고 논의하는 학

인하여 이득을 보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시장에서

문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이 효율적인 선택을

자율적인 거래는 생산의 전문화를 가능하게 하고

하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개인의 선택은 자신

효율성을 높여준다. 넷째, 경쟁과 시장이 경제를

의 만족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기우는데 이것은 지

발전시킨다.“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살

극히 사적인 기준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인간

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시장과 경쟁의 존재는

의 모든 행동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사익

시장경제의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시장은 경제활

의 추구에 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심

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 된다. 역사적으로 볼

청이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인

때,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계획경제의 경우 제한

당수에 뛰어들었다. 이것은 자신의 목숨보다 아버

된 상품과 서비스로 인해 시장경제에 비해 경제성

지가 눈을 뜨게 된 후의 가치가 더 높다고 여겼기

장을 이루지 못했다. 다섯째, 재산권 보장이 시장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을 작동하게 한다. 개인의 노력에 대한 가치를 시
장에서 인정받음으로써 시장의 기능이 활성화된

실제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종종 잘못된 경제

다. 재산권 보장으로 주인의식, 자산가치의 유동

원리를 경험하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

화, 개인의 노력과 비용을 측정하는 기본전제가

서는 give-and-take 법칙이 실행되어야 한다.

마련되어 시장경제를 유지시킨다. 마지막으로, 정

이런 경제체제를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는 시장을 보완하여야 한다. 시장경제에서도 시

거래와 경쟁의 발생이다. 공정한 경쟁과 그에 의
Ⅱ. 2007년 연구 외 사업 209

한 거래에 의해 경제가 순방향으로 순환되게 되어

입의 큰 몫을 차지하게 되는 경제적으로는 아이러

있다. 특히, 한국사회의 비즈니스는 전쟁의 분위

니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만약 과거 수많은 프

기가 팽배해 있는데, 남이 죽어야 내가 살 수 있다

랑스 국민의 노동과 비용으로 베르사유궁전이 지

는 식의 전쟁원리로는 원활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어지지 않았더라면 후대에 지금과 같은 관광수입

없다.

을 올릴 수 있었을까? 한국경제도 마찬가지로 선
대의 희생이 없이는 지금의 성장동력을 얻지 못했

그러나 빈부격차와 같은 경제현상에 수반되는

을 것이다.

시장의 실패를 정부에서 강제적인 부의 재분배 방
법이나, 노블리스 오블리주와 관련된 사항으로 치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18세기 프랑스의 혁명가

부하는 것은 시장경제체제 사회에서는 옳지 않은

로베스피에르의 우유가격 조정정책을 예로 들어 설

방법이다. 특정지역의 집값을 억제하기 위해 그 지

명할 수 있다. 로베스피에르의 정책은 강제로 우유

역의 세금을 올리고, 특정지역의 과다한 발전을 막

가격을 내림으로써 우유 생산업자들의 공급의지를

기 위해 그 외의 부실한 발전계획으로 자금을 쏟아

억제하여 상대적으로 우유수요는 늘어났으나 처음

붓는 정책은 실제로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의도했던 우유의 가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현상

는 직접 경험했다. 실제로 여러 선진국을 살펴보더

이 벌어졌다. 시장가격을 무시한 채 가격을 통제하

라도 빈부격차는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는 정책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시장

강제력을 이용하여 부를 줄여 빈곤을 메우려는 정

의 반란을 일으킨다.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

책을 펼치지는 않는다. 다만, 부는 더 커질 수 있도

는 시장의 반란은 초과수요를 발생시켜 암시장 생

록, 반면에 빈곤은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성과 같은 부작용을 낳는다. 따라서 수요창출이나

모색할 뿐이다.

공급축소와 같은 방법으로 가격지지정책을 시행하
여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기업은 자선사업을 하는 집단이 아니다.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집

우리나라의 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기

단일 뿐이다.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기업의 최우선

반으로 간호사와 광부의 서독파견 시절부터의 희

가치는 될 수 없으며, 사회복지와 기업의 의무는

생과 노력으로 2005년 현재 GDP 12위, 일인당 국

분명히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민소득 1만6천 달러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특히 조선업의 경우 세계 일류에 속하게 되었고,

다. 한국경제의 거시적 트렌드와 향후 리스
크 요인: 2007년의 화두
■ 윤창현(서울시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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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
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
근거하여 자립경제를 목표로 개방과 협력을 거부
함으로써 서서히 붕괴되어 가고 있다. 남한과 북한

프랑스는 베르사유궁전 건설로 엄청난 인력과

이 국가의 경제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 세계

비용을 낭비하여 국고를 고갈시키고, 국왕(루이

에 보여 주고 있다. 한국은 앞으로 노령화에 의한

16세)과 왕비(마리 앙투아네트)가 처형당하는 비

성장동력의 재구축과 경제양극화, 세계화, 북한경

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지만, 후대에는 관광수

제의 붕괴 시 통일비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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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업경영 사례: 경영혁신
■ 류한호(삼성경제연구소

상무)

한 혁신방법이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었다. 오전 7시 출근과 오후 4시 퇴근을 기본
으로 하는 조기 출퇴근 제도를 시행하였는데, 오후

삼성그룹은 국내 일류기업으로서의 자만심이 팽

4시 이후에는 강제로 소등을 실시하여 업무시간을

배해진 기업 전체의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최고 경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는 업무 이외의

영자로부터 시작되는 경영혁신이 필요함을 깨닫게

자기계발 시간이 부족하다는 불만을 해소하기 위

되었다. 삼성그룹의 경영혁신의 배경은 첫째, 조

함이었다.

직의 전반적인 도덕 불감증으로, 불량부품을 포함
한 제품(세탁기) 생산라인에서의 임기응변식 대

다음으로는 기업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고취하

응, 생산 공장 주위에 야적된 불량가전제품 등이

고, 기업 내부의 분위기 쇄신을 위하여 일상 업무

사내방송을 통해 알려지게 되었다. 사내방송으로

에서 필요한 지침 등을 정하여 교육하였다. 그중

그룹 전체가 잘못된 점을 지적해도 당사자를 포함

하나는 전화응대에 대한 교육으로 고객 혹은 거래

한 직원들이 잘못된 줄 모르는 사내의 전반적인 도

처와의 접점인 전화응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

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것은 작은

화 받고 끊기, 메모하기 등을 상세히 교육하였다.

부품 하나로 시작되는 일이었지만, 나아가서는 생
산품의 불량률을 높이고 시장에서 부정적인 이미

마지막으로 가장 혁신이 필요한 집단은 실무자

지를 확대시키는 중차대한 문제였다. 둘째, 세계

들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들의 역할이라고 판단

시장에서의 낮은 경쟁력으로, 우물 안 개구리의

하고 그들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

자만심을 들 수 있다. 국내시장에서의 독보적인

였다. 경영집단과 실무집단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위치로 낮은 품질과 가격으로도 비교적 안정적으

하는 각 그룹의 부장들 전체를 대상으로 4박 5일

로 기업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세계시장에

간의 사외교육을 실시하였다. 개개인의 인생과 앞

서는 다른 경쟁국가의 상품에 비해 싸구려 제품으

으로의 삶을 위한 자기 자신의 시간을 중심으로

로 인지되고 있어, 앞으로의 기업의 성장에 큰 걸

사색의 시간을 갖게 하며, 봉사활동 등을 실시하

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셋째, 비효

였다.

율적인 업무진행으로, 한국기업의 특징인 권위주
의적 조직생활로 인하여 업무시간의 효율성이 매
우 떨어졌다. 예를 들어 상사 눈치 보기, 지켜지지
않는 출퇴근 시간, 자기계발시간의 부족 등으로
기업의 1차고객인 직원들의 만족도 얻지 못하고
있었다.

마. 감성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자기변화
■ 정연웅(경기대

교수)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
라 개인이 속한 여러 조직의 의사결정에도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이루

삼성은 기업 혁신의 기본이 교육에 있다고 판단

어지는 개인의 이미지는 본인이 느끼는 것과 상대

하였다. 기업발전을 위한 혁신은 가장 기본적이고

가 느끼는 것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쉬운 것에서부터 이루어져야 직원들의 협조와 변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를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

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처음으로 시작

하다고 볼 수 있다. 개인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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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문화 속에서 살아오면서
개인이 속한 사회 속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
를 놓치기도 한다. 따라서 개인의 만족과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도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익
히는 것은 중요하다.

바. 규제개혁의 비전과 전략
■ 김종석(본원

원장)

한국경제를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하여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정책이 매
우 중요하다. 정부규제의 경우 시장의 실패를 보완

먼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기본 태도가 중요하

하기 위한 것으로 2007년 말 현재 우리나라는 약

다. 첫째, 자신이 존중받기 위해 상대를 먼저 존중

5,000여 개에 이르는 각종 규제를 가지고 있다. 하

하여야 한다. 상대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데

지만 국가경쟁력을 위해 그중 상당 부분은 개선 또

표정, 자세, 말투 등이 복합적인 이미지로 전달 될

는 폐지되어야 한다. 공정경쟁을 통한 시장질서 유

수 있다. 아무리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와 국제적 보편성을 갖는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

있더라도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하지 못한다면 적

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절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 그리하여 상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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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는 자신의 이미지가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정부규제는 특유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전달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것을 바로잡기 위

규제의 건수가 많고 적용범위와 내용이 포괄적이

해서는 보여 주기(표정, 제스처, 타이밍), 들려 주

다. 그러나 규제대상 분야나 개별 규제사안으로만

기(속도, 명암, 강약), 반응하기(맞추기, 통하기,

보면 일부 유럽국가나 선진국에 비해 과다하게 많

이끌기)와 같은 표현의 3요소를 인지해야 한다. 둘

은 것이 아니다. 규제의 개수보다 규제의 내용과

째, 적극적 경청을 수반하여야 한다. 자신의 마음

집행과정 등의 질적인 문제를 따져 보았을 때 불량

을 표현하기 전에 먼저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규제가 많다는 것이다. 둘째, 국가의 행위는 공익

마음으로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좋다. 상대방

을 위한 것으로만 판단되는 문화로 인해 관행과 행

이 전달하고자 하는 말의 내용은 물론 그 내면에 깔

정지도 차원의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규제와 간섭

려 있는 동기나 정서에 귀 기울여 듣고 이해한 바를

이 많다. 셋째, 절차와 기준이 불투명하고 집행권

상대에게 표현해 주어야 한다. 이것을 공감적 경청

자의 재량권이 과다하다. 불확실한 규제로 인해 규

이라고 하는데, 요구사항 자체는 해결되지 않더라

제적용 대상인 기업의 경우 비용 상승의 요인이 되

도 상대의 불만, 갈등을 경청해 주기만 해도 불만

고 재량권자의 권한 오남용의 가능성이 높아 부정

의 90%가 해소된다는 연구결과가 이를 잘 나타내

과 비리 발생의 소지가 높다. 넷째, 법과 제도를 만

준다. 마지막으로, 가슴과 가슴으로 상대를 인정하

드는 과정에서 지나친 이상주의론(이상론)에 치우

고 격려하며 칭찬하여야 한다. 상대를 존중하는 마

치는 경우가 있어 비현실적이고 규제의 준수가 현

음을 가지고 있고, 공감적 경청이 이루어진 후에는

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다섯째, 규제수단

상대를 칭찬하는 말을 해주는 것이 좋다. 일상생활

이 주로 사전규제, 원칙금지 방식이다. 대부분의

이나 업무상황에서 따뜻한 눈 맞춤이나 정겨운 목

규제대상자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거나 잠재적인

소리 등을 이용하여 사소한 칭찬을 해주거나, 정확

범법자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타율규제의 풍

한 호칭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상대와 원활한 의

토가 남아 있다. 여섯째, 하나의 피규제자가 여러

사소통을 할 수 있다.

규제권자를 상대해야 하는 중복규제가 많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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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경우 규제집행이 각 행정부서의 주관적 기

책목표를 달성하려 하기 때문에 과잉규제가 발생

준과 판단에 의해 이루어져 과잉규제와 범정부적

한다. 또한 규제를 집행하는 담당자들이 규제의 사

으로 일관성이 부족하다.

회적 비용을 고려할 유인이 없어 고비용 규제를 발
생시킨다. 마지막으로, 성과보다 절차를 중시하는

이러한 불량·고비용 규제의 생산 뒤에는 더욱
근본적인 구조적 배경이 있다. 여론과 정치권의 압

경직적인 공무원 내부통제 체계로 인해 실질적 효
과가 없는 규제행정을 만든다.

력에 노출되는 정책집행 부서들은 항상 규제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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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육│사│업│

중등교사 시장경제교육

미래 경제사회의 주역인 청소년 경제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중·고교 사회과 교사
들을 대상으로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 기업과 기업인, 국제경제 등 현실적인 경
제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올바른 경제관 형성에 기여코자 함.

1. 교육 개요
•교육기간: 2007년 7월 23일(월)～25일(수)
•교육장소: 전경련회관 3층 특2회의실
•참석자: 김길수(대신고등학교) 교사 외 41명(서

울/경기 학교장 추천서에 의한 사회과 교사 선착
순 40명 모집)

3. 주요 내용
가. 경제성장과 양극화 문제
■ 허찬국(본원

선임연구위원)

요즘 우리 사회의 새로운 화두로 양극화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과 해결점을 찾는
것이 이슈화되고 있다.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수출에 비해 난조를 보이고 있는 내수 침체를 들 수

2. 교육 목표

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급성장으로 국내총생
산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 및 투자의

- 시장경제원리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통해 올바
른 경제상식을 갖출 수 있음.

지 않은 상황이다. 소비의 부진은 기업의 실적에

- 기업과 기업인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함.

악영향을 미치고, 실직자의 증가와 일자리의 감소

- 사회과 교사들의 직무 전문성을 향상하고자 함.

및 기업투자의 부진으로 이어지며, 이는 다시 소비

- 상기의 목표를 토대로 실제 교실 수업에서 활

부진이라는 악순환을 야기한다. 통상적으로 수출

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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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호황은 소비와 투자의 활성화로 이어지지만, 최

근 4년 간 이러한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있다. 이러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단순히 말해 경제가 제대로

한 수출과 소비 및 투자의 관계 단절은 8%에 육박

성장하면 고용은 늘어날 것이며, 고용이 늘어나면

하는 청년 실업률과 비정규직의 증가 및 제조업 고

계층 간 소득분포도 개선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용의 감소로 나타나고 있고, 이는 또 계층 간 소득

경제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다소 어려움을 겪

불평등을 증가시키고 있다. 결론적으로 최근의 양

고 있지만, 여전히 무궁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극화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수출과 내수 간에 생

있다. 양극화 해소의 답안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긴 괴리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의

아니라, 바로 우리 경제가 지닌 이러한 잠재력의

문이 생긴다. 왜 수출 호조가 고용의 증가로 이어

개발에 있다.

지지 않는 것일까?

나. 기업의 역할과 정부 규제
수출 호조가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실
질이윤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것이 바로 양

■ 이주선(본원

선임연구위원)

극화 현상의 두 번째 원인이다. 수출 기업들의 실

한국은 지난 40여 년간 전쟁의 폐허에서 경제개

질이윤 감소는 최근에 일어난 원화상승에 주로 기

발을 추진하여 고도 압축성장의 신화를 만들어냈

인한다. 지난해 초와 비교하여 엔화 대비 원화는

다. 경제개발 이후 경제규모(GDP) 306배, 수출규

15% 정도 가치가 상승했고, 이는 수출 기업의 실

모 8.135배 성장, 1995년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달

질이윤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실질이윤

성했다. 1970년부터 2002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의 감소는 기업의 고용 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7.2%로 소위‘한강의 기적’
을 일구며 경제성장과

쳤고, 그 결과 제조업 고용은 2004년 2%가 증가한

함께 삶의 질적 수준도 크게 향상시켰다. 현재 우

후 2005년부터 내리 감소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리 경제의 현주소는 경제규모 세계 11위의 선진국

국제화의 확대로 노동력의 아웃소싱이 증가하고

진입단계로, 전통산업과 첨단산업 모두에서 두각

있는 것도 고용 감소추세에 일조하고 있다. 노동력

을 나타내고 있다. 지속적 혁신을 통해 세계시장을

의 아웃소싱은 국제화되고 있는 경제현실 속에서

선도하는 초우량 기업이 세계에서 10번째로 많다.

피할 수 없는 현상이며, 그 대상은 단순노무직뿐만

그런데 최근 한국은 성장의 장기정체가 지속되고

아니라 전문기술을 요하는 특수직까지 광범위하게

있다. 1980년대 이후 GDP 증가율의 단기 고점과

포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품 콜센터를 인도에서

저점이 모두 하락추세에 있으며, 장기추세선도 80

운영하며 이익을 남기는 단순노동에서 시작한 아

년대 이후 하락하는 모습이다. 내수부분의 장기추

웃소싱은 이제 납세자의 신상정보를 인도로 보내

세선은 급격한 하락추세를 보이며 기계나 설비, 공

서 개별 납세자의 소득신고를 돕는 일까지 확산되

장에 투자하는 고정투자 증가율 또한 장기간 정체

어 있으며, 병원 CT검사 판독 또한 인도인 의사들

되어 있다.

이 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 인도의 싼 임금과 인도
인들의 전문성이 전제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앞으로 세계는 글로벌화와 블록화가 진전하며,
교역장벽 축소 및 국경 없는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

그러나 우리 경제의 경우 양극화의 주원인인 고

다. 더불어 관세·비관세 장벽의 철폐로 인한 서비

용부진은 무엇보다도 경제성장 자체가 부진하기

스시장 개방도 급격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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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무역협정이 활성화됨에 따라 권역별로 진입장

내어 못하는 주체를 탈락시키고 잘하는 주체를 더

벽이 형성될 것이다. 신흥개도국의 부상도 대외환

격려, 지원해 주는 장치인 것이다. 매 순간마다 경

경 변화의 큰 요소다. BRICs 등 개도국의 급성장

제주체를 평가, 재평가하기에 시장경제의 발전이

은 우리에게 기회이자 잠재적 위협요인이다. 2050

란 이러한 차별화 장치가 한층 더 효율적으로 작동

년에 이르면 BRICs 국가들의 GDP는 G6를 추월

되도록 경제제도를 발전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며, 중국의 GDP는 미국과 일본의 1.7배에

잘하는 기업과 같이 가야 경제가 발전하며, 능력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원자재 공급 부족심화와 국제

따른 불평등을 수용할 줄 알아야 경제가 발전한다.

원자재 가격상승도 예상 가능한 환경의 변화다. 자

획일주의와 집단주의, 평등주의는 경제발전의 적

원과 원료 획득을 위한 강대국의 치열한 자원외교

이다.

와 보유국의 입지 강화 등으로 가격문제보다 확보
자체가 곤란할 전망이다.

발전해 나가는 시장경제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
업은 지속적 혁신을 해야 한다. 선택과 집중을 통

대내환경 변화로는 긍정적인 것이 없다. 먼저

한 상시 구조개혁 추진을 통해 세계적 기업으로 도

세계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성장률이 문제다. 과

약해야 한다. 경영, 공정, 인력 혁신으로 자본생산

거에는 성장률이 정치 불안 및 외환위기 등 경제

성과 노동생산성을 제고해야 함은 물론이고, 기술,

외적인 요인에 기인했으나, 최근의 경제성장률 저

제품혁신을 통해 고수익사업 중심으로 비즈니스

조는 양극화와 성장잠재력 약화 등 경제구조의 내

모델을 전환해야 한다. 기업은 중장기 경쟁력을 제

적인 문제에 기인한다. 기존의 수출주력 상품들이

고하기 위해 공격적, 선도적인 투자를 확대해야 한

경쟁력 측면에서 빠르게 노화되고 있는 반면, 그

다. 투자 확대를 통해 신규고용을 창출하고, 소득

뒤를 이어줄 새로운 일등상품 및 일류기업의 창출

증대와 소비 확대를 이끌어내어 경기를 활성화시

이 부진한 것도 국내 환경의 특징이다. 글로벌 경

켜야 한다. 또한 글로벌 역량을 배가시키기 위해

쟁심화와 투자 위축, 노동투입률 둔화 등은 잠재

선진시장 공략을 위한 글로벌 경영과 전략적 제휴

성장률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이는 다시 내수와

를 확대하고 원천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특화된 브

투자 부진 및 실업률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랜드 전략을 통해 고급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

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급속하게 진행되

NAFTA, EU 기업과의 전략제휴 확대 및 NT,

고 있는 인구 고령화는 장기적인 경제성장 둔화의

BT, IT 등 첨단기술에 협력해야 한다. 선진국의 풍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금 우리는 중대한

부한 R&D 역량을 활용하여 R&D 기지를 구축하고

기로에 서 있다. 기회를 활용하여 세계 10대 경제

선진기술을 습득하고 다양한 소비취향을 반영해야

강국으로 부상하느냐, 성장률 둔화로 정체 상태를

한다. 현지 생산 및 기여확대로 경제블록화에 대처

지속하느냐, 아니면 지속적인 저성장으로 후진국

하며 부품교환, 아웃소싱 등 유연한 생산 네트워크

으로 전략하느냐 하는 세 갈래의 길에 놓여 있는

로 무역 분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지역경제

것이다.

기여로 친기업 분위기 및 장기성장 기반을 구축해
야 한다. 기업은 국민과 함께 하여 수동적 의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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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임을 넘어선 적극적 사회공헌 활동을 전

다. 잘하는 경제주체와 못하는 경제주체를 분별해

개해야 하며, 재난 발생 시 성금, 복구 지원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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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민 구호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문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각 경제주체별 역할과 개

예술, 체육활동 후원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

혁은 상당히 큰 의미를 지닌다. 국민과 기업, 정부

에 기여하고, 부농상생을 위해 기업과 농촌이 상호

모두 확고한 성장 준비와 노력을 통해 경제를 발전

교류하는 1사 1촌 운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

시키고 서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이다. 미래 기업경영의 핵심가치인 환경보호를 위
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함은 물론이다. 친기업 문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기업사랑 부위기를 확산시
키고 투명윤리경영을 하고 시장경제교육을 확대해
야 한다.

다. 한·미 FTA 체결 의의와 산업별 현황
■ 송원근(본원

연구위원)

한·미 FTA 타결 후 비준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FTA(Free Trade Agreement)는 관세, 비관세 장

정부의 경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여 기

벽을 철폐하고 양국 간 경제통합의 효과를 발생시

업이 신나게 일할 의욕을 고취시켜야 한다. 엘리트

키는 협정이다. 한국이 거대경제권과 동시다발적

의식과 관료주의는 버리고, 규제는 풀어야 한다.

인 FTA를 체결중인 현재, 한·미 FTA 타결의 의

투자 활성화를 통해 성장 모멘텀을 제고하고, 규제

의와 결과를 따져보고 산업별 영향을 알아볼 필요

개혁 및 기업가 정신을 복원해야 한다. 정부는 투

가 있다.

자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경영권 안정책을 마련하
며 준조세를 경감해야 한다. 토지이용 규제 등 투

한·미 FTA로 인해 관세 철폐 및 비관세 장벽

자관련 핵심규제의 완화로 투자 심리를 회복시켜

완화를 통해 세계 최대 규모 시장에 대한 시장접근

기업투자를 촉진해야 한다.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이 용이해짐에 따라 수출을 늘리고 안정적 교역기

R&D 촉진을 위한 조세정비 등 투자환경을 개선해

반을 확충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은 시장규모 뿐

야 한다.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선진화

아니라 다른 시장에서의 성공을 가늠할 수 있는 테

시키며 서비스산업의 개방을 확대해야 한다. 제조

스트 마켓으로서의 의의도 크다. 최근 미국시장에

업에 대비하여 불리한 정책차별을 개선하고 고부

서 한국의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가가치 서비스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대기업의 활

FTA를 통해 판매가 다시 증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기업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한·미 FTA는 외국인 직접투자에도 긍정적인 영

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출자총액제, 수도권 입지규

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개방을 확대하고 투자환

제 등을 완화해야 한다. 경제기여도가 높은 기업에

경을 개선한다면 대외신인도 향상으로 최근 감소

대한 우호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생산적

추세를 보이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지속적인 증가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고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 직접투자 증

법과 원칙에 입각한 노사관계를 확립해야 한다. 정

대는 선진기술 및 경영기법의 도입과 확산을 가져

부는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확립하여 노사관련

와 기술경쟁력의 제고 및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제도를 개선하고, 기업은 노사행동규범을 정립, 확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협정은 서비스시장 개

산하고 포용적인 노사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노

방 확대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발전의 계

조는 분규를 자제하고 물가 및 노동생산성 증가 내

기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임금상승을 지켜야 할 것이다.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FTA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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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서비스부문 투자 증대 등 경쟁 및 시장의 확

제도 개선과 함께 정부규제의 자율성을 확보하기로

대를 가져와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확보의 계기를

했다. 투자자의 지위를 보장하고 투자자에 대한 정

마련할 것이다. 특히 법률·회계 등 사업서비스 분

책투명성을 제고하며 투자자유화를 통해 투자 장애

야의 개방으로 사업서비스의 생산성 향상이 기대

요인을 해소하고 투자자·국가 간 분쟁 및 간접수

된다. 더불어 FTA를 통해 국제규범 및 선진국 제

용 관련 규정을 만들었다. 무역구제를 위해‘무역

도와 관행 등 글로벌 스탠더드를 광범위하게 적용

구제협력위원회’설치 및 양자 세이프가드제도를

함으로써 선진화된 경제시스템을 완비하는 계기를

도입했으며 경쟁을 위해‘동의명령제’
를 도입했다.

기대한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한·미 FTA는

지적재산권 침해 구제수단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이며, 이로 인해 소비자후생의 증가와 경제 전반의

한국의 제조업은 생산 면에서 세계적 수준의 경

생산성 향상, 사회후생 증대와 지속적인 경제성장

제력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은 제조업 최대 수입국

을 기대할 수 있다. 대외적으로도 FTA 타결은 한

이다. 한·미 FTA 체결은 경쟁력 있는 한국의 제

국이 동북아시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및 아시아·

조업이 세계 최대시장에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

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을 주도하는 선진 통상국

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특히 미국시장의 개방이

가로 부상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확대되면 상당수의 중소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의 산업은 전체적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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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협상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제조업의 경

때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FTA 체결은 교역

우 100% 관세를 철폐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확대와 더불어 해당 산업에 피해를 주기보다는 원

에서는 자동차 세제 또한 개편했으며 전기·전자에

가절감의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제조업 교

서는 95% 이상 관세를 즉시 철폐했다. 기계·철

역량의 확대와 외국인 투자에 따른 기술이전 등으

강·화학에서는 주요 품목의 관세를 단기 철폐하기

로 제조업 생산성이 확대될 것을 감안하면 큰 폭의

로 했고, 생활용품에서 고관세 품목의 관세를 철폐

수출증대와 더불어 무역수지 흑자도 늘어날 것으

하기로 했다. 의약품에서 의약품의 지적재산권이

로 기대된다. 농업의 경우 미국의 주요 생산 품목

강화된 것은 물론이다. 농업의 경우 한국의 민감성

인 대두와 감자의 경우 식용과 가공용으로 분리하

및 미국 시장접근요구의 조화로 점진적 개방을 추

여 식용에 대해서는 TRQ 제공을 통해 현행 관세를

진키로 했다. 쌀은 개방에서 제외됐으며 쇠고기는

유지하기로 했고, 보리의 경우는 장기 관세철폐 및

15년, 돼지와 닭고기는 최장 10년에 걸쳐 관세를

세이프가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곡물류의 단기적

철폐하기로 했다. 수확기 오렌지와 식용 대두, 감

인 국내생산 감소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 분유, 꿀에 대해서는 현행 관세를 유지하고 쇠

축산물의 경우 가격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국

고기, 돼지고기, 인삼, 고추, 마늘, 양파, 보리 등

제가격과 국내가격의 연동이 높아 관세인하에 따

에 대해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제도를 도입하기로

른 생산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내산

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교육·의료·사회서비스

과 수입산 시장의 차별화, 미국산 축산물의 제3국

등의 개방은 포괄적으로 유보했으며, 법률·회계

수입 대체효과와 더불어 관세철폐의 장기 이해기

등 사업서비스 분야는 단계적·부분적으로 개방하

간 확보로 생산 감소의 규모가 일반의 예상과는 달

기로 했다. 투자환경 개선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리 높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서비스업의 경우 기

2007년 시장경제연구백서

업에 대한 법무·회계·세무 컨설팅 서비스의 수

외의존도가 어느 나라보다 심하므로 세계경제가

준이 높아지면서 전반적인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

좋으면 한국경제도 좋아야 할 것 같다. 그런데 왜

로 기대된다. 미국 금융기관의 법인 설립, 인수 등

성장하지 못했을까?

이 전면 개방되고, 금융부수 서비스에 대한 국경
간 거래 허용 및 외국 금융기관들의 국내 진출로 고

일류 기업이나 국가가 되기 위한 필요조건은 변

용 증가와 더불어 금융시장의 확대 및 발전, 금융

화하는 국제환경에 잘 적응해 나가는 것이다. 그렇

서비스의 수준 향상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 제고 등

다면 현재 국제사회에서 지배적인 트렌드는 무엇

의 긍정적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까? 첫째, 분배보다 성장을 중시하는 추세가 보
다 더 뚜렷해지고 있다. 둘째, 작은 정부의 지향이

라. 국제경제의 흐름 바로알기
■ 한상춘(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다. 희소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잘 분배할 수
있는 경제체제는 경쟁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경제
체제이며, 이러한 체제하에서 정부는 후원자로서

한국경제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국제금융환경

의 역할을 담당할 뿐이다. 셋째, 단일화되어가는

을 잘 알아야 한다. 세계 경제는 현재 WTO 같은

세계경제 구조 속에서 기업 간 경쟁이 점차 격화되

다자채널, EU와 같은 지역 경제 블록, 무역장벽을

면서, 저물가와 고성장의 공존이 가능하게 되었다.

무너뜨리는 FTA 등의 3가지 채널을 가지고 발 빠

넷째, 원유나 비철금속 같은 부존자원을 많이 가지

르게 돌아가고 있다. 각국은 서로 협력하며 유럽,

고 있는 나라들의 부상이 눈에 띈다. 최근 유가 및

북남미의 미주, 아시아 3개의 경제권 속에 통합 움

원자재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들 자원을 보유한 나

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마 10~20년쯤 흐르면 경제

라들이 활발한 경제개발을 이룩하고 있다. 다섯째,

에 관한한 국가장벽이 없을 것이다.

IT와 같은 첨단산업은 그 특성상 시장의 변동성이
강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첨단산업에 대한

4년 전 출범한 현 정부는 분배를 강조했음에도

의존도가 높은 경제는 시장변동성에 취약한 구조

불구하고 오히려 양극화 해결에 실패했다. 그렇다

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

면 현 정부는 실패한 정부인가? 아니다. 지금은 전

제조업의 선진화가 요구되고 있다. 여섯째, 전 세

세계가 하나의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돌아간다. 경

계가 하나의 시장이 되면서 영어 사용 비중과 영어

제주체들의 창의와 경쟁을 유도해서 한 나라의 효

의존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비즈니스와 의사

율을 증대시키는 것이 시장경제의 원리다. 기여한

소통 능력이 한 나라의 경제성장을 좌우한다고 할

순서대로 돈을 받는 상황에서 현 정부가 아무리 인

때 영어는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

위적인 분배를 강조해도 보편적 흐름을 거스를 수
없었던 것이다. 즉 경제 환경변화 때문에 어쩔 수
없던 것이다.

참여정부가 기대보다 저조한 경제성적표를 받은
이유는 상기한 국제적 추세에 제대로 발맞추지 못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차기정부가 우리나라

현재 한국경제는 평균성장률 4.5%로 세계경제

경제의 활성화를 이룩하고, 제2의 경제도약을 실

성장률 5%에도 못 미친다. 세계경제는 전후 3번째

현하려면, 이와 같이 급변하는 세계경제 환경에 적

로 좋은 성장을 보여주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대

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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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교육자로서의 윤리와 책임
■ 박효종(서울대

교수)

말하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능력과
자질을 가져야 하며, 내가 가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 일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권리는 권리 보유자와 준수자 사이에 존재하는

있어야 한다. 권리는 허용가능성을 가질 뿐 선(善)

일정한 관계를 표현하며, 로크의 기본권으로 대표

과는 분리되는 것임을 명심하고, 인간 모두가 가진

되는 소극적 권리와 건강 서비스 등으로 알려진 적

최소의 원리인 위해 원리 (Harm Principle)-타인

극적 권리로 나뉜다. 이러한 개념들은 17세기 이

에게 고통 받지 않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후 서양에서 발생한 것으로 비교적 근대적이라 할

야 한다. 벤담의 교도소 개혁처럼‘더 많은 사람들

수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됨에

의 행복’
을 추구하기보다는‘고통의 최소화’
가더

따라 권리 개념과 행사에 대한 논의가 매우 분분하

합리적임을 알아야 한다. 인권은 보편성과 독립성

다. 이에 권리담론의 강점과 한계를 중심으로 교육

의 특질을 가진 권리 개념이다. 오늘날 소극적 권

자의 윤리 문제와 책임을 가늠해 보는 것은 의미 있

리가 인권의 핵심 범주라는 것에는 이의가 거의 없

는 일이다.

으며 적극적 권리의 인정에 관해 다수의 논란이 있
을 뿐이다. 우리는 인권의 소극성·적극성의 문제

권리가 없었던 시절을 생각해 보자. 정치·문화

를 따지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어

적으로 고도로 발달했었다는 고대 그리스·로마조

떻게 대할 지를 문제 삼아야 할 것이다. 다른 사람

차 권리에 대해 생각하지는 못했다. 그 뒤를 이은

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해를 주는 행동을 금기할 때

유럽의 전제정치, 절대왕권기에도 피지배층의 권

에야 개인의 인권을 논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교

리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오

육자의 윤리에도 적용된다. 동료나 피교육자에게

늘날은 단어 뒤에‘권’
자만 붙이면 될 정도로 권리

고통과 피해를 주는 것을 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의 이름이 많아졌다. 일조권, 조망권, 초상권 등

교육자 윤리의 핵심이다.

권리가 늘어나고 범죄자의 권리까지 인정하게 된
것은 일견 권리에 관한 문명사적 발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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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반기업 정서와 기업윤리경영
■ 김석중(본원

선임연구위원)

여기서 우리는 인간 권리의 원천을 생각해 볼 필

우리나라는 기업인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

요가 있다.‘이성적 존재’
로서의 인간이 가지는 함

식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다. 그만큼 기업하기

의는‘나’
와‘너’
가 평등한 존재라는 것이다. 이 말

힘들다는 것이다. 2003년의 한·중·일 국민의식

은 인간이 폭력이 아닌 이성으로서 상호작용 해야

도 조사를 보면 한국의 기업 및 대기업, 부자에 대

함을 의미한다. 이처럼 권리의 원천은‘나’
나 상대

한 반감은 중국의 2~4배에 이른다. 2004년 실시

방이 모두 목적적 존재로서 대우받는 것에 있다.

한 국민인식도 설문조사 결과도 대기업과 기업 오

하지만 안타깝게도 권리는 의무·책임과 유기적으

너, 부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얼마나 부정적인지

로 연결되지 않으며, 선(善)과 연결되는 것도 아니

잘 보여준다. 국민정서가 중소기업에 우호적인 것

다. 권리담론을 위주로 인간관계를 해나가는 것이

과는 정반대의 결과다. 지난 1960~1970년대에

얼마나 큰 문제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권리를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 투쟁적으로 정경유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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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에 대한 인정과 이해는 전혀 없다. 집권 세력

제로 금융이나 부동산에만 투자하는 비생산적 투

에 잘못 보여 사라진 수많은 기업과 함께 오늘날 대

자자들이 늘고 있다. 기업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한

기업과 기업인, 부자들이 남 모르는 노력과 능력은

국에선 높은 인건비와 지가, 세금으로 인해 기업을

대중의 기억 속에 없다. 이런 국민정서의 밑바탕에

할 여건이 안 되다보니 중국, 인도, 베트남 등으로

는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국민의식, 평등주의 사상,

자본이 이전한다. 청년실업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노력과 능력에 비례하는 사회경제정의 실현 부족

계속 감소한다. 정부의 기업 규제가 증가하고 기업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일례로, 우리 국민이 중소기

환경은 계속적으로 악화된다. 해외자본 유치 또한

업에 왜 우호적인지는 합리적 근거가 없다. 예부터

물론 저하된다.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약자와 정에 약했던 한국인들의 특징이 작용하는

이에 투명성과 책임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기업

것으로 보인다.

의 윤리경영이 필요하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적
법하게 경영하고, 이윤을 내고, 세금을 내는 것이

기업의 제1목적은 이윤창출이다. 교과서는 기업

다.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 공헌은 부수적으로 따라

이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고 봉사해야 한다고 하

오는 것으로 윤리경영이라 하여 윤리적으로 접근

지만 이는 경제에 대해 도덕 윤리 개념으로 잘못 접

하면 안 된다. 윤리경영의 목적 또한 기업의 제 1목

근한 것에 불과하다. 경제는 경제다. 도덕 윤리와

적인 이윤추구다. 개인의 이기심을 부추겼더니 좋

무관하다. 도덕 윤리로는 경제를 설명하거나 논하

은 물건이 만들어져 공공의 이익이 증가했다는 것

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실제 경제 교육이 윤

이 시장경제원리에 따르는 것이다.

리학과 사회학의 눈으로 이루어지고 있기에 왜곡
된 경제 교육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앞

최근 기업들은 윤리경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에서 말한 국민의 반기업 정서에서 가장 잘 나타난

다. 기업윤리란 이해관계자들에게 좋은 기업이 되

다. 대기업과 기업인, 부자에 대한 반감의 이유로

기 위해 추진하는 자율 규범이기에 궁극적으로 기

분식회계나 편법 상속, 정경유착 등 도덕성 부족에

업가치의 증가를 목표로 한다. 신세계의 경우 윤리

관한 것들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경영으로 높은 이윤을 창출했기에 윤리경영에 철

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소득분포를 보면 177

저하다. 윤리경영을 하며 회사 내 감사시스템을 없

개국 중 25위로 평등한 편이다. 상위에 속한 대부

애고 질 좋은 상품을 싸게 소비자들에게 공급하였

분의 나라들이 공산주의 신생 독립국임을 감안할

다. 그 결과 기업매출이 늘고 근로자 사기도 높아

때, 실제 선진국끼리의 소득 분포를 보면 9위로 매

졌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엔 윤리경영 전문가

우 평등한 수준이다. 한국 초등학생들은 마음만 먹

가 부족하고 기업 오너들이나 CEO의 윤리개념도

으면 모두 휴대전화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한 편이다. 기업이 윤리경영을 하다 약점이 드

미국에는 나일론 옷을 입고 흑백TV를 보는 사람들

러났을 때 입을 수 있는 손해가 훨씬 크기에 윤리경

이 많다. 우리나라가 빈부격차가 극심한 나라는 아

영에 겁을 낸다. 또한 투자비용인 윤리경영 비용을

니라는 것이다.

추가 비용이라고 생각해서 망설인다.

반기업 정서에 따른 기업가 정신의 저하는 투자

윤리경영은 기업만의 것이 아니다. 정부, 공무

와 창업이 저하, 일자리 창출 저하로 이어진다. 실

원, 사회 전체가 환경을 이뤄 윤리경영을 지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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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기업 구성원은 기업윤리 의지를 지니고 경영

의 행복에 있지, 성장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투명성 노력을 강화해야 하고 기업윤리 실천 조직

성장은 중요하다.

및 전담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 정부의 경우 불투
명한 기업환경을 해소하고 윤리경영의 인센티브를

개혁을 중시한 참여정부는 상대적으로 경제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는 경제교육을 통해

경시해 왔다. 그 결과 정부 자체의 경제실적 평가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능

는 92.3점에 이르렀지만 국민평가는 약 52점밖에

케 해야 한다. 경제와 윤리의 구분은 경제 교육의

되지 않는다. 정부와 국민의 경제에 관한 시각 차

기본이 될 것이다. 반기업 정서에 특히 반감을 가

이는 먼저, 3저 시기와의 비교에서 이루어진다. 국

지는 오피니언 리더-교수, 언론인, NGO 관계자

민들은 수출이 무려 26%씩이나 증가하던 과거와

등-의 경제교육도 필요하다. 그들이 대중에게 미

현재를 비교하여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들의 교육을 통해 대중

하는 것 같다. 최근 3~4년간 수출이 3저 시대와 거

의 객관적인 시각 또한 확보해야 한다. 사회 모든

의 비슷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은 당시 3분의 1이

분야에서 법과 제도, 관행, 문화 등의 시스템 선진

라는 것이다. 해외 여건이 매우 좋았으므로 내수가

화가 필요하다.

같이 따라줬다면 최근 몇 년간도 10% 가까이 성장
할 수 있었을 텐데 정부는 이 기회를 활용하지 못했

사. 한국경제의 현황과 성장동력
■ 노성태(대한생명경제연구원

원장)

다. 정부는 기업의 소심한 투자와 가계부채로 인한
소비위축을 원인으로 보지만 경제학자들은 정부규
제를 원인으로 든다. 옛날과 달리 정부규제로 인해

경제의 규모를 논할 때 주로 국내총생산이라는

기업이 투자기회를 놓친다는 것이다. 물론 부자들

개념을 사용한다. 국내총생산이란 1년 동안 자국

을 규제하면서 주소비층이 소비에 소극성을 띠게

영토 안에서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값으로 환산

되었다. 다음으로 아시아 주요국 성장률에 비하여

하여 합계한 것으로 그것의 증가율을 보통 경제성

우리의 경제성장률이 현저히 낮다는 것이다. 싱가

장률이라고 한다. 경제성장률은 국가의 경기 동향

포르와 홍콩같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사는 나라

을 가장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보다 경제성장에 실패했다는 것은 국민 불만의 원
인이 된다. 마지막으로 국민총소득의 약화다. 경제

세계대전 후 냉전체제 속에서 각국은 경제성장

성장률이 증가해도 국민 체감경기는 오히려 악화

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해왔다. 경제성장 지상주의

될 수 있다. 수출이나 수입 의존도가 큰 원자재나

가 세계를 지배하며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빈부격

상품가격에 따라 경제성장률과 국민총소득의 두

차, 재산과 소득불균형, 환경오염과 더불어 인간의

지표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다.

행복에 관한 근본적 문제가 제기되었다. 각국은 이

2006년의 경우 국내총생산은 759조 원이었지만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중이지만 경제성장을 막아야

국민총소득은 691조 원이었다. 현재 국민총소득

할 정도로 이런 문제가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대체

의 증가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실정이다.

로 회의적이다. 물론 경제성장이 인간사회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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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성장의

그렇다면 금년의 경제성장은 얼마나 될 것인가?

기본목적은 생활수준 및 국력향상에 더하여 국민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4.5% 정도의 성장을 기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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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핵문제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개선되었고 시

켜야 한다. 또 시장경제체제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장에 돈이 풀려 증권시장이 활황이라 소비도 늘어

노력해야 한다. 세계적 추세와 다른 나라의 경험을

나고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하지만 금리 상승 시

참고해서 타협을 해야 하며 각종 문제를 개선해야

주식시장에 타격이 오면 경기 불황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투자와 소비를 회복하고, 성장산업 부
문에 대한 기업투자를 확대하며 인재 계발에 온 힘

우리 경제는 3저 시대 이후 성장 둔화추세를 보

을 쏟아 공급 능력을 확충해야 함은 물론이다. 경

이고 있다. 경제는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므

제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

로 재도약을 위해 리더십을 키우고 정치를 안정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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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외세미나
공적연금의 시장 감시
한·미 FTA 평가 및 기업의 활용방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확립을 위한 헌법개정 방향
Productivity and Performance of the Firms in Korea,
China and Japan
차기정부의 공공부문 개혁방향
차기정부 규제개혁, 어찌할 것인가 - 규제개혁 시스템 부문

│대│외│세미나│

공적연금의 시장 감시

본원은 한국재무학회와 공동으로 국가적으로 지대한 관심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의 지배구조, 공적연금의 주식 대량소유로 영향을 받게 될 상장기업 및 은행의
지배구조를 다루고자 본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1. 개최배경

•토론:

김현종(본원 연구위원), 박민수(보건복지부 팀
국민연금의 지배구조 개선방안과 공적 연·기금

장), 박상수(경희대 교수), 서정희(매일경제신문

을 통한 개별기업의 직간접적 통제문제, 그리고 국

논설위원), 이병윤(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민연금과 은행소유 및 지배구조 개선 등에 대한 정

이재영(재정경제부 과장)

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3. 주요 내용
2. 세미나 개요
•일시: 2007년 9월 12일(수) 14:00~17:30

(1) 제1주제 -「국민연금의 지배구조」: 박영
석(서강대 교수)

•장소: 전국은행연합회관 2층 국제회의실
•공동 주최: 한국재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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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석 교수는 현재의 국민연금의 수익성 저하

•사회: 정광선(중앙대 교수)

의 문제를 국민연금의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투자

•발표:

전략의 개선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

박영석(서강대 교수), 신현한(연세대 교수)

민연금의 지배구조 개선은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이건호(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강화하여 보상시스템을 통한 전문성 강화로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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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야 하며, 동시에 거대연금의 문제는 복수의 운용

적 연기금을 통한 개별기업의 직간접적 통제는 공

기관으로 운용할 경우 기금의 안정성에 긍정적인

적 연기금 자체에 대한 제도보완과 지배구조 개선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자산배분

이 선결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의 분산효과가 단일기관의 전문성 집중화보다 더
클 수 있는지는 정확한 모형에 대한 연구가 동시에
진행되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3) 제3주제 -「국민연금과 은행소유 및 지배
구조」:이건호(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측면에서 국민연금의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이건호 교수는 경제적 측면에서 국민연금이 은
행 혹은 은행 중심 금융지주회사의 경영권을 인수

(2) 제2주제 -「국민연금의 기업투자, 무엇이
문제인가?」:신현한(연세대 교수)

하거나 전략적 투자자로서 상당한 지분을 확보하
는 것이 필요한지의 여부와 정책적 측면에서 우리
금융의 민영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의 지

신현한 교수는 개별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간접

분인수 이외의 대안이 없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고

적 개입가능성은 국민연금이 개별기업에 대한 지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국민연금이 단순 재

분을 확보하고 주주 권리행사를 통해 인사권에 관

무적 투자자로서 포트폴리오 최적화를 위해 우리

여하거나, 국민연금이 기관투자자들을 통해 개별

금융의 지분에 투자하는 경우를 제외한 전략적 투

기업에 대한 간접투자를 실시하고 또한 기관투자

자는 바람직하지 못하며, 정책적 측면에서 볼 때

자를 매개로 인사권을 행사하거나, 정부가 국민연

장내매각 및 블록세일 등의 분할매각 방식에 의한

금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한 후 국민연금에 대해 직

점진적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

간접적 인사권을 행사하는 경로를 통해 나타날 수

단하고 있다. 한편 우리금융의 민영화를 위해 금산

있다고 보고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

분리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다. 첫째,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직간접 투자

보고 있으며 점진적 민영화를 효율적으로 진행하

에 대한 제한규정과 공적 연기금 의결권 행사에 대

기 위해서는 자산운용사 등 민간 금융회사들에게

한 제한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국민연금 등

지분매각을 경쟁원리에 따라 위탁하는 방안을 검

공적 연기금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결국 공

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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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세미나│

한·미 FTA 평가 및 기업의 활용방안

본원은 한·미 FTA의 주요 분야별 협상결과 및 의의를 검토하고 기업들이 한·미
FTA라는 외부환경 변화를 바람직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과 더불어 한·
미 FTA의 국회비준에 대한 정부·기업 등 각계의 의견수렴에 보탬이 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1. 개최배경
한·미 FTA의 체결은 경제활동의 세계화에 발
맞추어 우리 경제가 선진화하고 도약할 수 있는 절

2. 세미나 개요
•일시: 2007년 9월 18일(화) 09:00~12:00
•장소: 전경련회관 3층 제2회의실

호의 기회이다. 따라서 한·미 FTA가 우리 경제의
선진화 및 국제화, 그리고 지속성장에 기여하는 효

[제1세션] 한·미 FTA 주요 분야별 평가 및 기업에

과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기업들이 한·미

주는 시사점

FTA라는 외부환경 변화를 바람직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고

•좌장: 양수길(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

있다. 이에 한·미 FTA의 주요 분야별 협상결과

•발표:

및 그 의의와 피해산업에 대한 정부의 보완대책을

정인교(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살펴보고, 무역구제·정부조달 등 규범분야의 협

김관호(동국대 경제학부 교수)

상결과 및 의의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최병일(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
•토론:

이시욱(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송원근(본
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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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세션] 한·미 FTA 무역구제·정부조달분야 평

개선을 위한 국내의 규제개선으로 연결될 때 그 진

가 및 기업에 주는 시사점

정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투자협정상의 투자
자 대 정부 간 분쟁해결절차는 규제개선의 긍정적

•좌장: 양수길(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

외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

•발표: 안덕근(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장하였다. 또한 한·미 FTA에서 법률·회계 서비

•토론

스분야의 개방 확대로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인 사

이진환(김&장 법률사무소), 양준석(가톨릭대 경

업서비스업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이를 사업서

제학부 교수), 임성주(KOTRA 통상전략팀)

비스업이 대형화·전문화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

3. 주요 내용
(1) 제1주제 -「한·미 FTA 상품분야 협상결
과에 대한 평가 및 과제」: 정인교(인하대
교수)

(3) 제3주제 -「한·미 FTA 피해산업 보완대
책에 대한 평가 및 과제」: 최병일(이화여
대 국제대학원장)
최병일 교수는 정부의 한·미 FTA 피해산업에
대한 보완대책이 농업부문에서 지원 대상품목의

정인교 교수는 한·미 FTA가 자동차, 섬유 등

사후지정 등을 통해 기존의 문제점을 수정하고 무

제조업에서 우리 기업에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고

역조정지원제도도 큰 틀에서 접근하고 있는 점에

높은 자유화 수준과 미국시장의 규모, 교역구조·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하였

교역의존도를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경제이익이 더

다. 그러나 보완대책의 재원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한·미

부족하고 피해산업 보완대책이 한시적 보상 성격

FTA로 인한 개방과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이 가

인 무역조정지원제도이지 정부 주도의 경쟁력 확

속화될 상황에서 기업은 경쟁력 강화 노력과 더불

보정책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지 않은 점은 이

어 지식, 디자인 등이 중요해지는 환경변화에 대비

행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

해야 하며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였다. 또한 정부의 역할은 경제주체의 인센티브

또한 정부는 기술개발, 브랜드 이미지 강화 등 기

구조가 제대로 설정되도록 필요한 제도를 보완하

업의 변화 노력을 지원해야 하며 피해산업을 위한

고 정비하는 수준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미 FTA 후속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

(2) 제2주제 -「한·미 FTA 서비스·투자분
야 협상결과의 평가 및 의의」: 김관호(동
국대 교수)

(4) 제4주제 -「한·미 FTA 무역구제제도의
의미와 향후 대응전략」: 안덕근(서울대
교수)
안덕근 교수는 한·미 FTA에서 합의한 무역구
제위원회의 설치가 우리 수출업체에 혜택을 줄 수

김관호 교수는 한·미 FTA는 기업의 투자여건

있는 방안을 제공할 것이고 세이프가드조치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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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WTO 차원의 다자 세이프가드에서 우리 수출

양준석 교수는 한·미 FTA로 미국 연방정부의

품을 제외할 수 있는 혜택이 명확하게 예상된다고

조달 하한선 인하, BOT 계약 포함 등 정부조달시

주장하였다. 또한 기업 차원의 무역구제조치 대응

장의 개방 폭이 확대된 것은 긍정적이나 주정부 시

방안으로 사전 대응전략과 조사절차상 대응방안,

장개방이 되지 않은 것 등은 아쉬운 점이라고 평가

부과 후 및 재심 대응전략과 교역구조 다변화전략

하였다. 또한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기업

을 제시하고 기업은 미국의 무역구제 절차에서의

의 전략으로 가격·품질경쟁력, 창의성을 바탕으

문제점들을 정부에 전달하여 무역구제위원회를 통

로 꾸준한 진출 준비작업의 지속과 더불어 현지 진

한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

출 모색, 미국 정부예산 추세 파악 및 정부기관에

였다.

대한 타깃 마케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

(5) 제5주제 -「한·미 FTA 정부조달분야의
협상결과와 기업의 활용전략」: 양준석
(가톨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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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확립을 위한 헌법개정 방향
│대│외│세미나│

본원은 경기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한국경제연구원이 한 차례 개최하고 경기개발
연구원으로 일원화한 헌법연구회의 후속활동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확립
을 위한 헌법개정 방향에 대한 세미나를 두 차례 개최하였다.

1. 개최배경
본원은 경기개발연구원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와

2. 세미나 개요
헌법개정 중간연구결과 워크숍:

시장경제확립을 위한 헌법개정 방향에 대한 세미

『헌법개정시안 해제』

나를 두 차례 개최하였다. 이 두 차례의 세미나는
한국경제연구원이 2007년에 한 차례 개최하고 경

•일시: 2007년 10월 12일(금) 13:00~18:00

기개발연구원으로 일원화한 헌법연구회의 후속 활

•장소: 제주 파라다이스호텔 소회의실

동으로 전개된 것이다.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공동 주최: 경기개발연구원

있듯이 우리나라 헌법은 5년 단임제 대통령제와 행

•발표: 강경근(숭실대 교수), 김일영(성균관대 교

정부 중심의 문제점을 갖고 있어 자유민주주의와

수), 김이석(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정당정치가 지속적인 구조로 구현되기 어려운 구
조를 갖고 있다. 또한 경제에 대한 지나친 정부개
입을 정당화하고 있다. 본 세미나를 통해서 이와

헌법개정안 발표 세미나:
『헌법을 바꿔야 미래가 열린다』

같은 우리 헌법의 문제점을 지양하고 자유민주주
의와 시장경제를 확립하기 위한 방향으로 어떻게

•일시: 2007년 11월 26일(월) 14:00~18:00

헌법이 개정될 수 있는지 그 방향을 제시하였다.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공동 주최: 헌법포럼, 경기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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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강교수는 자유주의적 경제

•좌장: 김종석(본원 원장)

조항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하여 반시장적인 현행

•발표: 강경근(숭실대 교수), 김일영(성균관대 교

헌법의 경제조항을 거의 대부분 삭제해야 한다고

수), 민경국(강원대 교수)

주장하였다. 또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제

•토론: 이상돈(중앙대 교수), 김상겸(동국대 교

폐지 및 대통령과 러닝메이트로 선출되는‘부통령

수), 조성봉(본원 선임연구위원), 장용근(홍익대

제’
의 제도화, 대통령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 형

교수), 김정호(자유기업원 원장), 조전혁(인천대

사특권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교수)
[제2부]
•좌장: 이석연 헌법포럼 상임대표

(2)「한국 대통령제의 성공을 위한 개헌안:
권력구조 조항을 중심으로」: 김일영(성
균관대 교수)

•패널: 이한구(한나라당 국회의원), 현경대(한나

라당 상임고문), 양건(한양대 교수), 강경근(숭실

김일영 교수는‘민주화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한

대 교수), 김일영(성균관대 교수), 민경국(강원대

국 대통령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에 대한 문

교수)

제제기를 하면서 한국 대통령제의 성공적 작동을
위해 개헌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한국 대통
령제의 성공적 작동을 위한 개헌시안을 만듦에 있

3. 주요 내용

어 고려해야 할 기준은 대통령(정부)의 통치능력
제고와 책임성 강화라고 지적하였다. 대통령의 국

(1)「법치국가적 자유를 위한 헌법발전의 방
향」:강경근(숭실대 교수)

정운영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헌법조항들이 강화
되면서 대통령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삼
권분립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입법·행정·사법부

232

강경근 교수는 헌법은“국가정체성을 상징하는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헌법

최고규범으로서 공동체에 대한 영속성 보장과 정

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김일영 교수의 주장이다.

통성 부여를 위한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

따라서 김교수는 대통령의 국정운영능력 신장을

경제를 국가정체성으로 확인하고 이를 대한민국의

위해서는 국무총리 폐지 및 부통령직 신설, 결선투

영토인 한반도의 북부에 존재하는 북한지역에도

표제 도입,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권 폐지, 대

실현할 수 있는 규범으로 자리를 잡게 해 주는 것”

통령의 개헌안 발의권 삭제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강교수는 헌법 개정의

대통령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의 국민투

방향으로 먼저 중앙-지방 간 권력관계를 정하는

표 발의권 및 형사소추 면제권 삭제 및 사면권 제

분권형 헌법 개정을 주장하며 지방자치단체라는

한, 국회의원의 대표성과 전문성 강화 및 국무위원

용어 대신에‘지방정부’
라는 용어를 도입하고 지방

겸직 금지, 탄핵소추 대상에 검찰총장 포함, 대통

분권적인 요소에 모순되는 국토균형발전의 헌법적

령 탄핵가결 요건 완화,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독

기초를 폐지하고 지방자치 강화를 위하여 법률에

립성 강화, 대법원장, 대법관, 헌재소장, 헌재재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를

관에 대한 국민심사제 도입 등을 주장하였다.

2007년 시장경제연구백서

(3)「자유시장경제를 위한 헌법발전의 방향:
시장경제와 헌법의 개정방향」: 민경국
(강원대 교수)

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현행 헌법 개정의 핵심을
헌법의『경제편』
과 같이 반시장적 헌법조항을 삭제
하고“보편적이고 차별 없이 자유와 재산권을 보장
하는 법 원칙(법의 보편성 원칙)”
을 구현한“자유의

민경국 교수는 현행 헌법은“시장경제에 대하여

헌법”
의 확립이라고 주장하였다. 자유의 헌법으로

매우 비관적이고 시장경제 활성화는 헌법적 구속

개헌한다면 한국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번

력이 없으며 오히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광범위한

영할 뿐 아니라 빈곤의 해소와 실현할 수 있을 것이

규제권을 허용하는 반(反) 자유의 헌법”
이라고 규

며 노동자 삶의 질적·양적 개선은 자유시장만이

정하였다. 따라서 민교수는 정부의 비대화와 경제

가능하게 해 준다는 것이 민교수의 주장이

불안은“정부실패(governmental failure)”
가아

다.

니라“헌법실패(constitutional failure)”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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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vity and Performance of the Firms in Korea,
China and Japan

동북아시아 지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 연
구원은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BK21사업단과 공동으로
본 심포지엄을 마련했다.

1. 개최배경
급변하는 세계 경제환경은 기업이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

2. 세미나 개요
•일시: 2007년 10월 23일(화) 09:00~18:00
•장소: 서울대학교 멀티미디어강의동(83동) 204호

서 생산성 향상과 국제경쟁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
여야 한다는 사실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제1세션]

국제적 배경을 바탕으로 동북아시아 3국 기업들의

⑴“International Comparison of TFP Levels

비교 분석을 통해 향후 이 지역 기업들의 지향점을

in Chinese, Korean, and Japanese Listed

모색하기 위해 서울대 경제연구소, 서울대학교 경

Firms”
, Kyoji Fukao(히토츠바시대 교수) 외

제학부 BK21사업단과 함께“Productivity and
Performance of the Firms in Korea, China

⑵“Comparative Analysis of Productivity

라는 국
and Japan(한·중·일 기업생산성 비교)”

Growth and Dispersion: Microeconomic

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Evidence Based on the Listed Firms for
Japan, Korea, and China”
, Keiko Ito(센슈
대 교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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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Analysis of the Competitiveness of the

의 생산성이 중국과 한국보다 여전히 앞서고 있으

Firms in Korea, Japan, and China”
, 박승

나 전기기계와 장비제조업 분야에서 한국기업들의

록(본원 선임연구위원)

도약이 눈에 띈다는 분석결과를 내어 놓았다. 뒤를
이어 Senshu 대학교의 Keiko Ito 교수 등이 상장

[제2세션]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방면에 걸쳐 한

⑴“Total Factor Productivity of the Korean

국기업들의 생산성 향상 속도가 일본기업들을 추

Firms and Catching up with the Japanese

월하고 있으며, 산업 내 기업 간 생산성 격차도 점

Firms”
, 정무섭(서울대 교수) 외

차 벌어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본원의
박승록 연구위원은 자산과 매출규모 면에서 한국

⑵“The Performance Change of Large-sized

기업들이 중국이나 일본보다 뒤떨어지고 있으며,

Private Enterprises and Its Determinants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중국보다는 앞서지만 여전히

in China”, Shiyong Zhao(Chinese

일본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총요

Academy of Social Sciences)

소생산성 면에서도 한국기업은 중국기업에 추월당
할 위험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제3세션]

⑴“Measuring Organization Capital in Japan:

두 번째 세션에서는 서울대학교의 정무섭 교수

An Empirical Assessment Using Firm-

가 1984~2005년간 한국기업들의 총요소생산성

level

을 측정하여 일본과 비교한 결과를 발표했으며,

Data”

,

Tsutomu

Miyagawa(Gakushuin University) 외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의
Shiyong Zhao 교수는 2004~2006년간 중국 대

⑵“Efficiency of Japanese and Korean
Banking: A Comparative Analysis”,

기업들을 상대로 기술적 효율성과 이윤마진의 변
화를 분석했다.

Tomohiko Inui(Nihon University) 외
세 번째 세션은 Gahushuin University의
⑶“Growth and Performance of the Large
Firms in China”
, 강영삼(서울대 교수)

Tsutomu Miyagawa 교수가 organization
capital 축적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총요소생산
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시
작했다. Nihon University의 Tomohiko Inui 교

3. 주요 내용

수가 뒤를 이어 한국과 일본의 은행산업의 효율성
비교분석 결과를 내놓았고, 마지막으로 서울대학

본 세미나에서는 총 8편의 논문이 3개의 세션에

교의 강영삼 교수가 국제자본시장의 흐름, 기술이

걸쳐 발표되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히토츠바시

전, 그리고 기술축적이 기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대학교의 Kyoji Fukao 교수가 동북아 3국의 기업

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간 생산성 비교를 통하여 전체적으로 일본기업들

Ⅱ. 2007년 연구 외 사업 235

│대│외│세미나│

차기정부의 공공부문 개혁방향

참여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조세정책, 재정정책, 지방분권화, 민영화,
행정조직 및 인력 등 공공부분 전반에 걸쳐 차기정부가 추진해야 할 개혁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본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1. 개최배경
참여정부 들어 세계적 추세와 달리 우리나라는

2. 세미나 개요
•일시: 2007년 11월 5일(월) 13:00~18:40

분배를 위해, 균형발전을 위해, 일자리 창출을 위

•장소: 전경련회관 3층 대회의실

해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여 왔다. 이러한 정책에도

•주제발표: 최광(한국외국어대 교수)

불구하고 양극화와 청년실업은 더욱 심화되었고,
재정건전성 역시 악화되었다. 차기정부는 이제 무

[제1분과회의] 조세·재정정책 방향

엇이 문제였는지를 돌이켜보고, 어떻게 해야 성장

•사회: 나성린(한양대 교수)

과 분배를 조화시킬 수 있는지를 깊이 있게 생각해

•발표: 곽태원(서강대 교수), 김성태(청주대 교

야 할 시점이다. 이에 조세정책, 재정정책, 지방분
권화, 민영화, 행정조직 및 인력 등 공공부분 전반
에 걸쳐 차기정부가 추진해야 할 개혁방향을 모색

수), 최병호(부산대 교수)
•토론: 현진권(아주대 교수), 박기백(한국조세연

구원 팀장), 원윤희(서울시립대 교수)

하기 위해 본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제2분과회의] 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 경쟁도입 방
안
•사회: 허찬국(본원 선임연구위원)
•발표: 옥동석(인천대 교수), 김군수(경기개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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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 부장), 조성봉(본원 선임연구위원)

증대를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재정규율’
을 도입

•토론: 박기백(한국조세연구원 팀장), 정성춘(대외

하여 재정정책 지속가능성의 실현, 재정운용의 투

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개성((주)엘리오)

명성(transparency) 제고, 정책의 신뢰성
(credibility)을 제고해야 한다.

[종합토론] 차기정부의 역할과 세부 실천 과제
•사회: 김종석(본원 원장)

나. 제1분과회의: 조세·재정정책 방향

•발제: 차기정부의 공공부문 개혁방향: 조경엽(본

원 선임연구위원)
•토론: 김성태(청주대 교수), 곽태원(서강대 교

(1) 제1주제 - 한국 조세정책의 주요 문제와 개선
방향: 곽태원(서강대 교수)

수), 나성린(한양대 교수), 백웅기(국회예산정책
처 경제분석실장), 최광(한국외국어대 교수)

최근 무역의 자유화 추세와 함께 국경조세의 역
할이 급감하면서 조세정책의 세계적인 동조화 현
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빠른 고령화의 진행에

3. 주요 내용

따라 복지재정 중심의 재정지출 수요 급증과 함께
안보 및 통일과 관련된 재정지출에 대한 수요도 증

가. Keynote Speech: 최광(한국외국어대 교
수)“왜 큰 시장-작은 정부여야 하는가?”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성장잠재력은 급속
하게 하락할 전망이어서 향후 재정 위험성이 증대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여건 변화로 인해 재

현재 우리 정부는 문제의 해결사가 아니고 문제

정수요 충족을 위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크게

의 원인 제공자가 되고 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두되고 있어 재정수요의 절제와 사회보험의 개

사회복지지출 확대, 국토균형발전, 대북포용정책

혁이 불가피하다.

등 최근 들어 재정지출이 큰 폭으로 확대되어 국가
채무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비생산적인 분야로

우선 효율성과 누진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집중된 재정지출, 각종 규제를 통해 기업을 선도해

장기 구상으로는 기업세로 모든 법인 및 비법인 기

야 한다는 반시장적인 정책이념, 성장보다는 분배

업의 부가가치에 대해 단일율의 조세를 부과하고,

에 중점을 둔 좌파적 복지정책 등으로 공공부문은

일정수준 이상의 고소득은 가계 단계에서 완만한

점점 비대해지고 시장은 점점 작아지고 있다. 경제

누진세율을 추가로 과세하며, 외부성의 교정 또는

가 어렵고 국민 모두가 힘들어 한다. 이는 성장률

수익자부담원칙의 실현 등을 목적으로 과세되는

이 계속 하락하고, 실업은 증대되고, 정책 당국의

개별소비세 형태의 조세는 존치하고, 기업의 비업

올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계속되

무용 부동산과 개인의 비사업용 부동산은 재산세

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

과세대상으로 삼고, 지방세로는 재산세뿐만 아니

출,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 복지 확대 등 우리 사

라 기업세의 일부를 공동세로 하여 지방정부에 일

회의 핵심 정책과제를 해결하는 첩경은 기업투자

정한 지표를 따라 분배할 필요가 있다.

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또한 재정규모의 지속적 확
대와 적자 예산의 편성에 따른 국가 채무의 지속적

이와 같이 설정한 기본방향을 단계적으로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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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이미 방만하게 팽창하기 시작한 재정지출 단
속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세수중립성 유지의 원칙

(3) 제3주제 - 지방정부의 조세 및 재정정책 방향:
최병호(부산대 교수)

을 고수하며, 군소세목 정비, 법인세 등의 비중 축
소 등과 함께 부가가치세 비중을 확대하고, 한계세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구조적 특징으로는 첫째,

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며, 지방자치제도 및 지방

국세 위주의 조세구조 탓에 지방재정에서 이전재

재정의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원이 과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둘째, 대표
적인 편익과세로 볼 수 있는 부동산 보유세가 지방

(2) 제2주제 - 재정정책의 주요 현안과 과제: 김성
태(청주대 교수)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약할 뿐만 아니라 비
정상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셋째, 제도적
으로 보장된 과세자주권조차 잘 활용되지 않고 있

향후 경제개발 재정수요는 증가하고, 주택건설

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재정분권으로 인한 효

재정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경제개발 관

율성과 재정적 책임성 증진을 위해서는 과세자주

련 재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는 점은

권의 행사가 필요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지방

사회보장지출 증가와 경제개발지출 감소로 요약되

정부들은 과세자주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었다. 지

는 최근의 재정지출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방재정구조는 지방정부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을 시사해 주고 있다. 한편 일반행정 재정수요와

의사결정을 하도록 유도하였으며, 그 결과 세율인

국방 재정에 대한 수요는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으

상이나 인하는 불필요한 정치적 비용만 초래하는

로 예측되므로 따라 정부의 조직과 행정제도를 개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런 구조하에서는 재정분권

편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

의 효율성을 논의할 여지가 없었다. 향후 지방재정

성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현행의 조세제도와 국

구조가 지방세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의존재원이

민연금을 포함한 4대연금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차지하는 과도한 역할이 해소되고 그 배분방식이

고령화와 저출산 추세가 그대로 지속되는 경우 사

객관화·체계화된다면 소득증대나 공공재에 대한

회보장 재정수요의 점진적인 증가는 불가피할 것

선호 변화 등에 따라 지방재정에 대한 수요가 변화

으로 보인다. 특히 양극화와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할 때 지방정부는 과세자주권의 행사가 불가피한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지출 수요는 급속한 증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또한 지방정부의 지방재정

가가 예상된다. 반면에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력의

수요변화에 따라 과세자주권이 제대로 행사된다면

둔화는 근본적으로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하게

정치적인 측면에 입각한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은

될 전망이다. 따라서 현행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차츰 주민들의 후생 극대화에 근거를 둔 의사결정

경우 장기 재정수요는 장기 재정공급을 초과하여

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전형적인 재정에 대한 초과수요가 발생하게 될 것
이다. 그 결과 장기적으로 한국경제의 재정 지속가
능성은 크게 위협받을 전망이다. 따라서 비생산적

다. 제2분과회의: 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
경쟁도입 방안

지출을 줄여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한
편 잠재성장력의 확충을 통해 세입기반을 튼튼히
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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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주제 - 공공부문 규모의 논쟁과 시사점: 옥
동석(인천대 교수)

우리나라의 재정범위가 SNA와 GFSM 등과 같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범위 또는 일반정

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10여 년

부의 범위를 책정하는 것은 재정운용의 규율을 설

전부터 학계에서는 제기되어 왔으나 사회적으로

정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

큰 쟁점으로 부각될 것은 2003년 참여정부 출범

의 선진국들이 GDP 대비 일반정부 지출 또는 일반

이후부터이다. 우리나라의 현 재정규모는 OECD

정부 부채를 기준으로 재정규율을 설정하기 때문

선진국에 비교할 때 매우 낮기 때문에 국가가 충분

에 일반정부의 범위를 책정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노무현 정부의 기본

대단히 긴요한 일이 된다. 따라서 일반정부의 범위

입장이었다. 노무현 정부의 입장에 대한 반론은 크

는 정치적 영향력을 가능한 배제한 상태에서 결정

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제기되었다. 하나는 우리나라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의 재정규모를 보여 주는 통계가 국제적 기준과 다
르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의 판단은 착시현상이라
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경제발전 정도, 국가규

(2) 제2주제 - 일본의 공공부문 개혁과 시사점: 김
군수(경기개발연구원 부장)

모, 인구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우리나라
의 현 재정규모는 OECD 선진국에 비해 작은 편이

일본은 1998년에「중앙부처(省廳) 등 개혁기본

아니라는 것이다. 재정범위를 공공기관들을 포함

법」
이 제정되어 중앙부처를 슬림화, 민영화하는 데

하는 일반정부로 확대하면 재정규모 수치에 상당

주력을 하였다. 그 내용은 중앙정부가 시행하고 있

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재정규

는 사무와 사업의 폐지·민영화, 민간위탁의 추진,

모는 GDP 대비 28%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독립행정법인화, 규제완화, 지방분권, 보조금의

는 35% 내외로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개선 등 중앙정부의 업무를 대폭 축소하는 것이다.

재정규모와 재정건전성은 OECD 선진국에 비해

그 후 중앙부처 개혁의 성과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과연 우려할 수준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은 재정

2000년 12월 1일에 행정개혁大網(행정개혁 마스

범위의 적정성에 크게 좌우될 수 있다. 이러한 논

터플랜의 성격으로 閣議에서 결정)이 제정되었고,

쟁으로 인해 2007년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2004년 12월 24일에는「향후 행정개혁의 방침」
이

법률」
이 제정되었고, 동 법률은 공공기관, 준정부

각의에서 결정되었으며, 2005년 12월 24일에“행

기관, 공기업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

정개혁의 중요방침”
이 내각에서 결정되었다. 이를

나라에서 사용하는‘자체수입/총수입’
의 비율은

토대로 2006년에「간소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실현

ESA 1995 지침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구분

하기 위한 행정개혁추진에 관한 법률(약칭: 행정개

하기 위해 제시하였던‘매출수입/생산원가’
의기

혁추진법)」
이 제정되었다. 또한 2006년 8월 31일

본 취지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되

에「지방공공단체의 행정개혁추진을 위한 지침」
이

었다. 또한 공기업은 자기책임성이 강한 공공기관

제정되었다. 이와 같은 제도적 뒷받침과 강력한 추

을 대상으로 지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진체제하에서, 2000년 이후 일본은 행정개혁과 관

설립근거법과 거버넌스(또는 지배구조)를 면밀하

련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현 시점에서도“민

게 살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구분할 필요가 있

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으로”
,“지방에서 할

다. 또 다른 쟁점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설립 및

수 있는 것은 지방으로”등의 관점에서 행정개혁을

운영기관들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같은 기준을

한층 더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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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상황은 일본과 정반대로

원리를 통해 경제를 운용하자는 사고방식이며, 자

나간다.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3여 년 동안 공무

유경제는 경제의 자율성과 활력을 높이자는 경제

원이 2만7천여 명 늘어나 국민세금을 1조2천억 원

운용의 사고방식이다. 우리나라 경제는 경제개발

추가하여 이들의 월급을 지불해 왔다. 장차관 자리

기의 관리경제에서 금융위기 이후에 개혁경제로

도 전 정부의 127개에서 148개로 늘었다. 기관들

변화하였으며 이제 세계화의 진전과 전 세계적인

이 377차례나 직제를 개정해 각종 기구와 타 직제

정부역할의 축소 및 우리 경제 체질의 변화로 말미

를 만든 결과이다. 이로 인한 적자누적과 세금부과

암아 점차 자유경제로 변화할 가능성을 보여 주고

로 국민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공

있다. 그러나 자유경제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금융

무원 수가 10% 이상 증가한 곳이 여럿 있다.

구조조정의 문제점 및 공기업 구조개편의 부진과
함께 정부역할 강조 등 정부조직 및 공공부문의 비

(3) 제3주제 - 정부개혁과 민영화 방안: 조성봉(본
원 선임연구위원)

대화 문제가 해소되어야 한다. 우선 정부개혁을 위
해서는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정부조직의 개
편과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의 개선이 요구되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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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를 보는 시각은 시장 대 정부의 전

공기관의 개혁을 위해서는 민영화 및 경쟁도입을

통적인 견해에서 나아가 관리경제, 개혁경제, 자유

통한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과 경쟁원리와 시장

경제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관리경제는 경

규율 메커니즘의 회복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다중

제정책을 정부의 일관된 관리하에 두고 운용하자

적 대리인 문제나 연성제약의 문제 등 공공기관이

는 사고방식이고 개혁경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혁과 세계화의 흐름에서 나타나는 개방과 경쟁의

것으로 기대한다.

2007년 시장경제연구백서

차기정부 규제개혁, 어찌할 것인가
- 규제개혁 시스템 부문
│대│외│세미나│

본원은 한국조직학회, 행정개혁시민연합과 공동으로 2008년에 새로 바뀔 차기
정부의 규제개혁 시스템 부문에 대한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1. 개최배경
본원은 한국조직학회, 행정개혁시민연합과 함께

2. 세미나 개요
•일시: 2007년 11월 19일(월) 13:30~16:30

2008년에 새로 바뀌는 차기정부의 규제개혁 시스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

템 부문에 대한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세

•공동주최: 한국조직학회, 행정개혁시민연합

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시스템 보강을 통한

•좌장: 김종석(본원 원장)

규제 정비 등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와 노력

•사회: 강철준(행정개혁시민연합 규제개혁위원

이 높지만, 기업의 규제개혁에 대한 체감도가 낮은
것은 규제개혁을 정책적 차원으로 추진하는 것에

장, 금융연수원 교수)
•발표:

그치고 규제집행과정까지는 관심을 두지 않은 결

이주선(본원 선임연구위원)

과로 보인다. 본 세미나를 통해 규제 및 규제개혁

조성한(중앙대 교수)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효율성 관리와 규제집행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토론: 박창기((주)프락시스 대표), 온기운(매일경

제신문 논설위원), 이명규(국무조정실 규제개혁
제1심의관), 이영범(건국대 교수)

Ⅰ. 2007년 연구사업

241

3. 주요 내용

규제정보 전산화를 통한 등록규제 정보이용의 효
율성을 높일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규제개혁위원

(1) 제1주제 -「규제개혁추진체계 개선방안」:
이주선(본원 선임연구위원)
규제시스템 자체를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효율성은 규제개혁 체감도를

회의 등록과정 중 통합된 규제의 재분류와 누락된
규제의 등록이 시급함을 역설하였다.

(2) 제2주제 -「규제집행 개선방안 연구」:
조성한(중앙대 교수)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주선 연구위원
은 현재의 낮은 규제개혁 체감도를 개선하기 위해

조성한 교수는 전경련의「2004년 규제개혁 체감

서는 효율적인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구축할 것을

도 조사」평가에서 참여정부의 규제개혁성과가 부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실질적 권한을 갖지 못하는

정적으로 나타난 것은, 기존의 핵심 및 중복규제가

규제개혁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로 위상을

정책적 판단 및 부처 간 이해관계로 남아 있거나 오

강화하고 독립적 행정조직으로의 조직개편을 추진

히려 강화된 반면, 신설·강화 규제는 쉽게 이루어

할 것과 함께 신규규제 도입 혹은 규제강화 도모를

지는 규제개혁시스템으로 인한 것에 기인한다고

사전 방지하기 위한 국회 내 규제개혁위원회의 상

지적하면서 규제개혁을 정책적 차원으로 추진하는

설화와 정책연구 기능이 확대된 예산/규제정책연

것과 규제집행 과정까지 관심이 반영되지 않는 문

구단 설치를 제안하였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제점을 언급하였다. 또한 규제개혁의 의사결정과

전문성, 인력 및 예산 부족의 해결을 위해 규제개

정상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관계기관 및 협의체 간

혁위원을 상임위원화하고 대통령이 임명하여 임기

의 상호의사소통이나 협의의 불충분, 국무조정실

가 보장되는 직책으로 하며, 연구 및 검토 역량을

의 실적중심 개혁추진 경향, 사전의견수렴 부진,

가진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지자체의 협력 부족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개선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조성한 교수는 규제결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정 과정의 개혁과 현실성을 고려하여 규제를 만들

제도화와 중앙-지방 간 공조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고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규제점검시스템의

강조하였다. 한편 규제관리시스템 측면의 개선방

확립을 제안하였다. 즉 현실성 있는 규제가 되기

안에 관해서는 규제영향분석의 내실화를 위해 담

위해서 규제개혁 과정에서 실무자 중심의 논의의

당 공무원의 능력 제고와 규제개혁위원회의 피드

필요성, 규제이해관계자의 규제개혁 참여 보장, 공

백, 규제영향분석서의 모범례 활용, 실질적 교육

청회 등을 통한 수정과정 마련, 규제 정보의 접근

및 인센티브제도, 관계기관과 담당공무원의 수평

성 제고, 대안규제 발생 문제를 감시할 규제감시체

적 협력관계의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아가

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용자 중심의 규제정보시스템 정보의 다양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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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회 및 포럼
한경연 포럼
기업구조와 전략연구회
한국 하이에크 소사이어티
헌법연구회
공공개혁 포럼

│연구회│및│포럼│

한경연 포럼

한경연 포럼은 권위 있는 정책당국자 및 각계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우리나라 경
제·사회의 중요 현안들에 대한 고견을 듣고 이에 대한 토론을 통해 상호 이해
및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조찬형식으로 진행되는 포럼이다. 본원의 회원사 CEO,
임원 및 간부 직원과 본원의 연구위원이 주요 참석자이다.

【제47회】

•일시: 2007년 2월 15일(목) 07:30~9:00

•일시: 2007년 3월 27일(화) 07:30~9:00

•주제: 산업계에서 바라본 2007년의 바람직한 노

•주제: 한국과 세계경제전망 - 엔 캐리 트레이드

동정책 방향

청산가능성 관련

•연사: 김영배(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연사: 임지원(JP Morgan 서울지점 상무)

•내용: 노동조합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신규고용보

•내용: 일본의 금리인상, 미·일 금리차 이슈 등으

다는 자신들의 임금을 올리는 데 주력해 과도한

로 인해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시작되었으나

임금상승과 경제의 이중구조, 민생불안이 초래

금리변동은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시장을 이

되었다고 지적함. 2007년에는 과도한 임금상승

끌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엔 캐리 청산이

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로서 국제 비교

세계경제에 충격을 줄 정도로 본격화되지는 않

가 쉬운 대기업 초임만이라도 동결하자고 제안

을 것이라고 지적함. 달러 약세 가능성은 있으나

함. 또 빠른 시간 안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위

달러 약세가 원화 강세의 요인이 될 수는 없을 것

장 실업자가 다수인 자영업자들 가운데 절반을

이라고 예측하며 원/달러 환율이 930원 이상으

끌어들여야 하며 이를 위해 노조에 사정하든 설

로 정착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

득하든 임금이 올라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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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일시: 2007년 5월 17일(목) 07:30~9:00

전망함. 특히 서브프라임 연체율이 단기적으로

•주제: 한·미 FTA와 산업구조 선진화 방안

낮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아 시장참가자들의 불

•연사: 김영주(산업자원부 장관)

안 심리는 당분간 지속되고 국제금융시장의 회

•내용: 한·미 FTA에 대해 전반적으로 양측이 높

복에도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함.

은 타결의지를 가지고 유연성 있게 균형된 협상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평가하고, 나아가 무역확

【제52회】

대와 산업구조의 개선효과를 예상함. 따라서 산

•일시: 2007년 10월 25일(목) 07:30~9:00

업구조 선진화를 위하여 전략적으로 대미진출확

•주제: 2008년 우리 경제, 얼마나 좋아지나?

대, 세계적인 투자환경 조성, 한·미 R&D 협력

•연사: 허찬국(본원 선임연구위원)

강화 및 기술역량 확충, 선진형 산업구조 조성

•내용: 2008년에는 수출이 크게 둔화되지 않고 내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수도 꾸준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기 때문에 5.1%
의 성장이 예상된다고 함. 여기에 새 정부 취임

【제50회】

초기부터 초점이 잘 맞춰진 국정운영을 해 나간

•일시: 2007년 7월 10일(화) 07:30~9:00

다면 6%까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함. 국민

•주제: 우리 경제 선진화를 위한 FTA 추진방향과

의 정부 취임 첫해인 98년에는 외환위기의 충격

개혁과제

으로 성장이 상당히 위축되었고, 참여정부 역시

•연사: 김현종(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취임 첫해인 2003년에 신용카드 버블 붕괴의 후

•내용: 한·미 FTA의 필요성 및 한·미 FTA의 주

유증으로 심각한 내수위축을 경험하는 등 지난

된 협상결과, 기대 효과 그리고 FTA 활용방안과

두 정부는 출범이 어려웠던 반면 차기정부는 비

향후계획에 대해 설명하였음. 협상결과에 대한

교적 양호한 조건에서 출범할 것으로 예측함.

전반적인 평가는 우리에게 유리하게 진행된 항
목이 많았음을 지적하고, 중국과의 FTA는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함.

【제53회】

•일시: 2007년 11월 27일(화) 07:30~9:00
•주제: 2008년 경제환경 변화와 증권시장 전망

【제51회】

•일시: 2007년 9월 19일(수) 07:30~9:00

•연사: 김영익(하나대투증권 부사장)
•내용: 현재는 주가가 조정국면을 보이고 있지만 내

•주제: 국제 금융시장 동향과 외환정책방향

년 2분기 이후에는 본격적인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

•연사: 임영록(재정경제부 제2차관)

로 전망하고, 내년 1분기까지 코스피지수는 1800

•내용: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관련하여

이상이 될 것으로 보아 투자를 권장함. 외환위기

우리 금융기관의 손실 등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

이후에는 채권이 가장 중요한 재테크 수단이었지

적이라면서 규모나 건전성 등을 고려할 때 금융

만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주가상승률이 채권

권의 리스크는 높지 않다고 진단함. 다만 주식시

이자 상승률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 한국경제는

장을 비롯해 외국자본 참여가 많은 시장에서의

1980년대의 일본과 유사하게 저성장-고주가라는

변동성 확대 등 간접적인 경로로 우리 경제에 영

특징을 갖고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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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와 전략연구회

기업구조와 전략연구회는 경제의 기본단위인 기업조직과 관련된 학술 토론 및 연
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젊은 소장학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되었다. 2007년
에는 6차례의 연구발표회를 통해 기업구조와 전략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1. 발족배경

있으며, 2002년에도 기업의 성장전략과 관련된 베
인&컴퍼니의 Profit from the Core를『핵심에 집중

기업구조와 전략연구회는 경제의 기본단위인 기

하라』
는 제목의 공동 번역서로 출판하였다.

업조직과 관련된 학술 토론 및 연구 프로젝트를 수
행하기 위해 젊은 소장학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되

연구회는 소장 경제학자와 경영학자들로 구성되

었다. 연구회는 매월 연구발표회를 원칙으로 하고

어 있으며, 이근(서울대 교수, 연구회장), 이우관

있으며 필요에 따라 공동 학술연구, 공동 프로젝트

(한성대 교수), 곽만순(카톨릭대 교수), 진태홍(홍

를 수행한다.

익대 교수), 김용렬(홍익대 교수), 박영렬(연세대
교수), 최경규(서울대 교수), 강명헌(단국대 교수),
최정표(건국대 교수), 장지상(경북대 교수), 조성욱

2. 운영 및 인적구성

(서울대 교수), 정균화(고려대 교수), 김진방(인하
대 교수), 김건식(서울대 교수), 장하성(고려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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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연구회 모임 결성과 함께 첫 공동 프로

수), 김기원(방송통신대 교수), 황인학(전경련 상

을
젝트로 동경대 아오키 교수의『비교경제제도론』

무), 김현종(본원 연구위원), 최인철(삼성경제연구

이라는 제목으로 번역
『기업시스템의 비교경제학』

소 수석연구원) 등 총 79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출판하였다. 2001년에는『외환위기 이후 기업환

2007년 동안 김성수(한국금융연수원 교수)가 간사

라는 공동연구를 수행한 바
경 변화와 기업 성과』

를 맡아 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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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7년 운영실적
【제1회】

•일시: 2007년 1월 9일(화)
•주제: Explaining Performance Changes in

the Business Groups: Three Hypotheses in
the Case of China
•발표: 서봉교(삼성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
【제2회】

•일시: 2007년 3월 6일(화)
•주제: 결합재무제표 공시의 소속계열회사에 대한

정보효과: 거래량 변동 및 주가수익률분산
•발표: 황인태(중앙대 교수)
【제3회】

•일시: 2007년 4월 4일(수)
•주제: 상장기업의 도산과 유대관계형 금융

(relationship banking)에 관한 연구
•발표: 남상덕(한국은행 감사)

【제4회】

•일시: 2007년 4월 30일(월)
•주제: 한국에서 가격상한제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효과(Daily price limits and stock market in
Korea)
•발표: S. Ghon Rhee, Ph.D.(K. J. Luke

Distinguished Professor of Finance
Editor of the Pacific-Basin Finance Journal
University of Hawaii Shidler College of
Business)
【제5회】

•일시: 2007년 7월 20일(금)
•제목: 외환위기 이후 한국 기업생태계의 변화와

활성화 전략 수립
•발표: 윤영수(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제6회】

•일시: 2007년 12월 3일(월)
•주제: Comparing Productivity Impacts of

Knowledge Spillover from Market and
Network: The Case of Business Groups in
Korea
•발표: 추기능(서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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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하이에크 소사이어티

한국 하이에크 소사이어티는 자유주의 연구를 통해 정치, 경제, 교육, 언론, 복지
등 한국 사회의 모든 부문에 자유주의의 풍토를 조성하고 자유주의 법제도적 기초
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2007년 한 해 동안 8회의 월례회가 개최되었다.

1. 발족배경
한국 하이에크 소사이어티는 하이에크, 밀튼 프

2. 운영 및 인적구성
회 장: 민경국(강원대 교수)

리드만, 미제스 등 고전파 자유주의 전통사상을 연

부회장: 전용덕(대구대 교수)

구하고 변화된 사회·경제적인 환경과 한국적 상

이 사: 김영용(전남대 교수)

황을 고려하면서 자유주의 사상을 발전시키는 데

이 사: 안재욱(경희대 교수)

설립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자유주의 사상을 경제

이 사: 김인영(한림대 교수)

학분야에 그치지 않고 철학, 법학, 정치학 등 다양

이 사: 전용덕(대구대 교수)

한 분야로 확대·종합하여 이론적이고 정책적으로

감 사: 배진영(인제대 교수)

발전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한국 하이에크 소사

간 사: 김정하(강원대 직원)

이어티는 이러한 연구를 통해 정치, 경제, 교육,
언론, 복지 등 한국 사회의 모든 부문에 자유주의
풍토를 조성하고 자유주의 법제도적 기초를 확립

3. 2007년 운영실적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한국 하이에크 소사이어티의 주요 사업은 월례회
및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데 있다. 월례회 및 심포지
엄을 통하여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연구하고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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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하이에크
소사이어티의 월례회 운영실적은 다음과 같다.
【3월 연구발표회】

•일시: 2007년 3월 29일(목)
•주제: 회사지배구조모델과 기업의 본질: 회사법

과 경제학의 학제적 연구를 위한 사고의 틀

【5월 연구발표회】

•일시: 2007년 5월 25일(금)
•주제: 미국 은행제도 약사
•발표: 김한응(자유시민연대 대표)
•내용: 미국 은행제도는 은행에“주인”
이 있어서

이윤동기가 강력하게 작용하고 규제가 철폐되어
은행의 영업활동영역이 충분히 넓어져야 은행산

•발표: 신석훈(본원 선임연구원)

업이 발전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일본과 중국

•내용: 회사지배구조를 연구하는 회사법과 회사

사이에서 샌드위치 상태에서 탈피하려면 금융산

또는 기업의 본질을 탐구하는 경제학에서의 다

업분야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양한 기업이론들이 서로 어떠한 관계를 가지며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금융허브가 되려면 최소한

맞물려 있는지, 이러한 관계가 구체적으로 회사

영국식 빅뱅을 하여야 하며, 그런 개혁에는 금융

지배구조 논쟁에서는 어떻게 반영되었고 어떻게

기관들에게 강력한 이윤동기를 부여하는 등 미

반영되어야 할 것인지에 관해 회사법과 경제학

국 은행제도 약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은 개혁이

의 학제적 연구인「회사법의 법경제학적 분석」
이

불가피하다.

라는 큰 틀 속에서 논의하였다.
【6월 연구발표회】
【4월 연구발표회】

•일시: 2007년 6월 21일(목)

•일시: 2007년 4월 27일(금)

•주제: 자유주의와 과학 그리고 공동사회

•주제: 미국과 유럽의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사

•발표: 윤용준(George Mason University 교수)

례-로열티 리베이트 중심으로

•내용: 한국이 가까운 장래에 선진국이 된다면, 선

•발표: 한현옥(부산대 교수)

진한국은 자유주의가 한국 사회에 문화적으로

•내용: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리베이트라는

정착하여 꽃을 피우고 결실을 맺는 모양이 될 것

사업방식 내지 경쟁수단을 지배적 기업이 사용

이다. 따라서 자유주의와 서양과학과 철학의 뿌

한 경우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어떤 조

리를 찾아서 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과학정신은

건하에서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경쟁자

고대 희랍에서 출발한 과학과 철학 그리고 문예

보호가 아니라 경쟁 보호라는 경쟁법 목적과 일

부흥기의 개인의 발견에서 출발한 독특한 세계

치하는지 등 지배적 기업이 제공하는 로열티 리

관이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도 문예부흥과 같은

베이트에 대한 논란이 유럽과 미국에서 진행 중

계기가 없이는 자유주의의 결실이 불가능하다.

이다. 리베이트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마련 및 리베이트에 대한 경제이론적인 토

【8월 연구발표회】

대가 미흡하여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

•일시: 2007년 8월 31일(금)

태에서 이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를 정리하였다.

•주제: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한 비교사적 평

가: 민주주의 연속성과 1987년 공고화의 원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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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김광동(한국발전연구원 부원장)

□ 제1주제: 이 글은 1997년과 2002년 한국의

•내용: 한국 민주주의는 1948년의 민주주의 도

대선에서 나타난 현실적 경험을 논리적 연산으로

입, 형성 이후 부분적 굴곡에도 불구하고 발전의

표시해 보는 것이다. 집합연산을 통한 간단한 투표

연속성을 가지며 1987년을 기점으로 확고히 공

모델을 통해 어떤 집단들은 교집합적으로 투표하

고화되었다. 한국 민주주의는 1948년 건국을 제

고 어떤 집단은 합집합적으로 투표한다는 것을 보

외한다면 특정 시기를 기준으로 이분법적으로

여 준다. 이전에는 좌파를 반공이라는 부정의 틀

나눌 수 없다. 1987년 민주주의 공고화도 냉전

속에 묶을 수 있었던 우파가 1997년 이후에는 냉

체제의 붕괴라는 세계사적 변화와 한국의 놀라

전 수구, 반(反)통일 세력이라는 부정의 역공을 받

운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른 정치적 근대화의

게 되었다. 2007년 대선에서도 부정적 통일전선

산물이자 40년에 가까운 민주헌정체제의 시행착

모델을 유효한 전술을 사용할 후보 내지 집단이 출

오와 누적된 경험의 연장선에서 가능할 수 있었

현할 것인지 예측하였다.

다.

□ 제2주제: 지난 60여 년간 우리가 미국과 일본

의 자본주의 발전의 성공모델을 학습하고 역행(力
【9월 연구발표회】

行)하여 발전했듯이, 우리가 다시 국가건설기의 초

•일시: 2007년 9월 28일(금)

심으로 돌아가서 선진국들의 규범문화까지 적극 받

•주제: 시장지배적 사업자 가격규제 강화의 문제

아들여 그들의 지원을 끌어내는 전략을 구사하는

점-공정거래법 시행령(제5조)개정 관련-

것이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이다. 전 세계인이 감동

•발표: 황인학(전경련 상무)

하고 매력을 느끼도록 우리가 성실한 문화국민으로

•내용: 최근 논란이 일었던 독점규제법 시행령 개정

거듭 태어나도록 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이며 전략

안의 내용은 사실상 정부에 의한 직접적인 가격규

이다.

제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시장적이고, 세계
적인 경쟁법 운용추세와 우리나라 규제완화의 정

【11월 연구발표회】

책방향 추세를 모두 거스르는 규제의 강화이며,

•일시: 2007년 11월 23일(금)

기업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경영활동을 제약하

•주제: 규제개혁의 비전과 전략

고 발전의 동기를 봉쇄하는 등의 문제점이 많다는

•발표: 김종석(본원 원장)

점에서 해당 조항의 도입이 재검토되어야 한다.

•내용: 왜 규제개혁을 해야 하는가, 규제개혁을 통

해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는가 등 규제개혁의 필
【10월 연구발표회】

•일시: 2007년 10월 26일(금)

무엇인가를 논의하였다. 한국 정부규제의 문제

•주제: ⑴ 2007 선거의 集合 演算

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규제건수가 많고 법령에

⑵ 한국 근대화와 박정희 성공모델의 21세

근거하지 않으며 절차와 기준이 불투명하고 비

기적 과제

현실적이며 중복 규제가 많다는 것이다. 왜 이런

•발표: ⑴ 강위석(경제평론가)

한국 특유의 규제문제가 발생하였는가를 정리한

⑵ 김용서(전 이화여대 교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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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규제개혁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였
다.

헌법연구회
│대│외│세미나│

헌법연구회는 우리 헌법의 바람직한 개정방향과 헌법에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논
의하기 위해 법, 경제, 정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모임이다.

1. 발족배경

2. 운영 및 인적구성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2003년부터 헌법연구회

헌법연구회는 헌법적 가치와 헌법개정에 대한

를 지속하여 왔고 2007년에는 4월에 1회의 모임을

다양한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운영

가졌다. 그러나 2007년부터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되고 있다. 또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법·제도적인

유사한 구성원이 같은 주제의 포럼을 운영하고 있

이슈도 함께 토론하여 법치주의의 정착과 이를 위

어서 그 운영을 경기개발연구원으로 일원화하기로

한 헌법의 역할에 공감하고 있다.

합의하였다. 이는 2007년 5월 경기개발연구원과
맺은 연구협약협정에 따른 것이다. 이후 한국경제

2007년 헌법연구회에는 법학자로 강경근(숭실

연구원과 경기개발연구원은 헌법연구회의 정신을

대 교수), 김동건(배재대 교수), 김상겸(동국대 교

이어서 헌법에 대한 두 차례의 세미나를 가졌고 이

수), 김영용(전남대 교수), 박선영(가톨릭대 교수),

는 본 연차보고서의 대외세미나 부문에서 소개되

이석연(법무법인 서울) 등이 참여했으며 경제학자

고 있다.

로는 김정호(자유기업원 원장), 김종석(본원 원장),
이주선(본원 선임연구위원), 조성봉(본원 선임연구
위원), 신석훈(본원 선임연구원), 강선민(본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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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등이 참여하였다.

의 마지막 모임이 있었다. 본원 세미나실에서 있은
헌법연구회 마지막 모임에서 배재대의 김동건 교
수가「한국헌법의 개정 과제와 그 필요성」
이란 주

3. 2007년 운영실적

제로 발표를 하였고 이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최근 진보적 학자들이 편찬한 헌법개정

2007년에는 4월 17일 전술한 대로 헌법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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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헌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있었다.

공공개혁 포럼
│대│외│세미나│

공공개혁 포럼은 정부조직 개편, 공공부문 구조조정, 규제개혁, 공공혁신 및 공공
부문 서비스 개선 등 공공개혁의 다양한 주제를 부정기적으로 발표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07년에는 차기정부의 공공개혁의 방향과 그 구체
적인 방안에 대한 밑그림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하였다.

1. 발족배경

검토할 목적으로 2007년 3월 공공개혁포럼을 발
족하였다.

국민의 정부 말부터 퇴조를 보이기 시작한 공공
개혁은 참여정부에 들어 정부의 비대화와 규제의
확대로 이어지면서 크게 후퇴하여 공공부문의 경

2. 운영 및 인적구성

쟁력을 열악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지
적되고 있다. 여러 민영화계획이 중단되고 공공부

공공개혁 포럼은 정부조직 개편, 공공부문 구조

문의 산업구조 개편이 취소되는 한편 공무원 정원

조정, 규제개혁, 공공혁신 및 공공부문 서비스 개

과 인건비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공공부

선 등 공공개혁의 다양한 주제를 부정기적으로 발

문의 비대화는 재정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공공부

표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차

문의 효율성을 둔화시키며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개

기정부의 공공개혁의 방향과 그 구체적인 방안에

입을 더욱 크게 하였다. 이처럼 비대해진 정부부

대한 밑그림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으로 인해 공공부문의 효율성 추구 및 작은 정부
의 추진이 차기정부의 중요한 과제로 자리 잡아 가

공공개혁 포럼은 공공개혁에 대한 실무적 경험

고 있다. 이에 따라 본원은 차기정부 공공개혁의

과 전문성을 갖춘 행정학, 경영학 및 경제학 부문

방향을 가늠하고 공공부문의 크기를 줄이며 그 효

의 주요 인사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다. 현재 공

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공개혁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로는 김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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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 김현석(한양대 겸임교수), 박개성

•발표: 이주선(본원 선임연구위원)

(엘리오(주) 대표), 박진(KDI 국제정책대학원 교

•내용: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수), 윤영민(한양대 교수) 등이 있으며 본원의 김종

체계와 성과가 어떻게 변천되었는지를 논의하였

석 원장, 이주선 선임연구위원, 조경엽 선임연구위

으며 규제개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규제개혁

원, 조성봉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시스템 및 규제관리체계의 개선방안 그리고 규
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더욱 근본
적인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3. 2007년 운영실적
【제4회】
【제1회】

•일시: 2007년 9월 27일(목)

•일시: 2007년 3월 23일(금)

•주제: 차기정부 조직개편 방안

•주제: 정부개혁

•발표: 이창원(한성대 교수)

•발표: 김현석(한양대 교수), 박개성((주)엘리오 대

•내용: 참여정부에서 비대해진 공공부문을 다시

표), 박진(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효율적으로 재편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의 개편

•내용: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하였던 다양한 공공

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역설하였으며 지나치게

개혁의 경험과 교훈 그리고 성공담과 실패담을

방대한 정부조직을 효율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전하면서 공공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놓쳐서는

기본원칙과 방향을 논의하였다. 이어서 구체적

안 될 현실적인 고려사항과 점검사항을 제시하

인 조직개편방안을 제시하여 현재의 2원 18부 4

였고 이어 참석자들의 흥미롭고 열기 띤 토론이

처 17청의 정부조직을 2원 12부 4처 16청으로

진행되었다.

개편할 것을 주장하였다.

【제2회】

【제5회】

•일시: 2007년 5월 30일(수)

•일시: 2007년 11월 2일(금)

•주제: 의료개혁

•주제: 정부서비스 혁신

•발표: 박개성((주)엘리오 대표)

•발표: 변지석(홍익대 교수)

•내용: 박개성 대표는 국민의 정부에서 보건복지

•내용: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부문의 공공개혁방안에 대하여 여러 제안을 한

기업가적 정신을 도입하며 고객인 국민에게 초

경험을 살려서 우리나라의 의료개혁과 병원경영

점을 두어야 함을 주장하며 이어서 투입보다는

의 선진화 방안에 대하여 참신하고 혁신적인 방

성과에, 지출보다는 수입에, 사후조치보다는 사

안을 발표하였다.

전예방에, 규칙보다는 비전과 목표에 집중하여
야 함이 강조되었다. 또한 공공부문에서도 경쟁

【제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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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를 도입하고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며 정부

•일시: 2007년 7월 12일(목)

조직 간 협력을 극대화하고 정보기술의 효과를

•주제: 규제개혁의 평가 및 시사점

최대한 활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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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자료 서비스 및 학술지 발간 사업
정보자료 서비스 사업
『규제연구』발간 사업

│정보자료│서비스│사업│

정보자료 서비스 사업

본원은 회원사 임직원 및 일반회원에 대한 온라인 정보서비스를 강화하고, 회원
사 임직원과의 사이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상호 효율적인 정보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자료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정보자료 서비스 사업은 본원의 연구발
간물을 게재하는‘연구자료’부문, 유용한 경제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KERI
뉴스’부문, 현안 경제이슈에 대한 분석 자료를 제공하는‘경제이슈분석’부문,
회원사 임직원 및 회원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신속히 제공하는‘도서정보’부문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1. 사업의 목적

료’부문은‘연구보고서’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
‘Economic Bulletin’
,‘정책보고서’
,‘Working

정보자료 서비스 사업은 21세기 디지털 시대를

Paper’
,‘규제연구지’
,‘제도연구지’
,‘세미나자

맞아 회원사 임직원 및 일반회원에 대한 온라인 정

료’등 본원에서 발간되는 모든 자료의 전문을 제공

보서비스를 강화하고, 회원사 임직원과의 사이버

하는 서비스로서, 기업경영에 관련된 정부정책 등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상호 효율적인 정보교류의

에 대한 분석이나 최근 경제동향 및 전망을 제공하

장으로 발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사이버

여 능동적인 기업경영전략 수립, 최근 경기 및 경제

공간에서 각종 경제이슈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을

정책에 대한 이해 등에 도움을 주고 있다.

제공하여 시장경제원리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도모하고 본원이 주장하는 경제정책을 홍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다음으로 국내외 경제동향, 경제 관련 주요 정
보, 본원 관련 소식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KERI 뉴스’부문은 경제·경영뉴스, 사설/칼럼,
정부정책/전망, 통계자료 등을 매일 게재하는‘주

2. 사업의 주요 내용

요 경제정보’
,‘KERI 관련 기사’
,‘언론기고’
,
‘보도자료’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원이 제공하는 온라인 정보서비스(www.keri.
org)의 주요 콘텐츠는 다음과 같다. 우선‘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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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분석’부문에서는 시장경제논리 및 친

료로 제공하고 있다.

콘텐츠 내역
서비스명

내용

게재 주기

연구
자료

본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자료의 전문
제공

수시

주요 경제정보 : 경제·경영뉴스,
사설/칼럼, 정부정책/전망, 통계자료

매일

하고 있다. 주 1회 발송되는‘전문가 칼럼’뉴스레

KERI 관련 기사

수시

터와‘시장경제모니터’뉴스레터를 통해 시장경제

언론기고

수시

원리와 경제정책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해법을

보도자료

수시

경제이슈 전문가 칼럼
분석
경제상식의 허와 실

주 1회

제시해 주고 있으며, 주요 온라인 서비스를 종합·

정책연구DB 주요 기업 관련 정책 및 정보 DB

연 1회

KERI
뉴스

포럼
도서
정보

-

동호회 및 연구회 등의 커뮤니티 형성

수시

발간도서

수시

KERI 서평

격주

소장도서 검색 및 원문복사 서비스
(회원사 무료)

수시

기업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전문가 칼럼’
과‘경
제상식의 허와 실’코너에서 새로운 내용을 매주
게재하고 있다.
한편 회원사 및 일반회원의 관심이 매우 높고 반

또한 회원사 및 일반회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더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메일링 서비스를 강화

정리한 KERI Mailzine을 월 2회 발송하고 있다.

회원현황(2007. 11. 30 기준)
◈ 일일 방문자수
월별

방문자수(평균)

1월

1,820

2월

1,535

3월

1,655

4월

1,805

5월

1,879

6월

1,933

7월

1,788

8월

1,472

9월

1,502

드시 알아야 할 기업 관련 주요 정책 및 정보에 대

10월

1,661

한 각종 자료들을 본원의 관련 분야 연구진이 직접

11월

1,806

검토하고 선정하여 DB화한‘정책연구 DB’
를 운영
하고 있으며, 연구회 및 동호회 등의 커뮤니티 형
성을 위한‘포럼’항목에선 본원, 회원사 임직원
및 회원 간의 정보교류를 위한 사이버 네트워크 형
성에 일조하고 있다.

◈ 총회원수: 40,395명
월별

일반회원

회원사회원

총회원수

1월

29,788

4,387

34,175

2월

30,032

4,421

34,453

3월

30,470

4,460

34,930

4월

31,098

4,512

35,610

‘도서정보’항목에선 회원사 임직원 및 회원들에

5월

31,816

4,580

36,396

게 필요한 자료를 신속히 제공하는‘소장도서 검색

6월

32,348

4,632

36,980

및 원문복사 서비스’
, 경제·경영 관련 도서에 대
한 전문가 리뷰를 게재하는‘KERI 서평’
, 본원이

7월

32,706

4,690

37,396

8월

33,051

4,730

37,781

4,781

38,289

9월

33,508

발간한 자료를 홍보하는‘발간도서’등으로 구성되

10월

34,339

4,877

39,216

어 있고, 원문복사 서비스의 경우 회원사에게는 무

11월

35,417

4,978

40,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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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게재 리스트
일자

저 자

성장과 분배, 무엇이 먼저인가?

1/9

비과세·감면 제도의 재정비를 준비하자

김학수(본원 연구위원)

1/16

한국기업이든 미국기업이든 경쟁법의 대상이다

김현종(본원 연구위원)

1/23

금융혁신은 금융발전의 원동력

한광석(포항공과대학교 인문사회학부 교수)

1/30

저출산, 해법은 무엇인가

박성준(본원 선임연구위원)

김필헌(본원 연구위원)

2/6

이제 정책금융은 재고되어야

한광석(포항공과대학교 인문사회학부 교수)

2/13

에이지퀘이크(Agequake), 시작되었나?

김상권(한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2/21

GM과 도요타의 자리바꿈이 주는 교훈

송원근(본원 연구위원)

3/7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위험과 기회

안순권(본원 연구위원)

3/13

외국의 미국국채 보유문제와 관련된 미국내의 견해

송정석(중앙대학교 상경학부 교수)

3/21

적대적 M&A 대책의 필요성

이병기(본원 연구위원)

4/3

고속도로 휴게소 예찬

김재홍(한동대학교 경영경제학부 교수)

4/9

경제주권 대신에 소비자 개인의 주권이 필요하다

김정호(자유기업원 원장)

4/17

은행영업시간의 단축은 금융선진화에 배치돼

이태규(본원 연구위원)

4/24

실속 있는 남북경제협력회의가 되어야

정연호(본원 연구위원)

5/1

기업의 역할과 본질

이주선(본원 선임연구위원)

5/8

세금이 폭탄이어야 되겠는가?

김상겸(단국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5/15

여성고용의 증대로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해야

한현옥(부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5/22

글쓰기 표절기술의 百態

박승록(본원 선임연구위원)

5/29

산업정책과 경쟁정책의 갈등

최충규(본원 연구위원)

6/5

경제계산과 기업의 크기

김영용(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6/12

국민연금 개혁 성공하려면⋯

이재희(경원대학교 의료경영학과 교수)

FTA, 이렇게 어려운데 왜 더 확대해야 하나?

허찬국(본원 선임연구위원)

6/26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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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먹튀자본’, 과연 논란의 대상이어야 하나?

김학수(본원 연구위원)

7/18

부동산정책과 시장의 보복

이재우(부산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교수)

7/24

합리적 인간, 부도덕한 정책

정기화(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8/7

토지보상제도 개선안은 또 다른 규제일 뿐이다

전용덕(대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8/14

이랜드 사태는 이미 예견된 일

박성준(본원 선임연구위원)

8/21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다시 생각한다

김현종(본원 연구위원)

8/28

세계적인 무역자유화 진전의 걸림돌

송원근(본원 연구위원)

9/4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전망과 교훈

안순권(본원 연구위원)

9/11

전력산업 구조개편, 다시 시작해야

손양훈(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9/18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 진입규제완화로 풀자

이병기(본원 연구위원)

10/2

자산부족(The Shortage of Assets)의 시대

송정석(중앙대학교 상경학부 교수)

109

정부, 교육 독점에서 손 떼야⋯

이인권(본원 선임연구위원)

10/16

외부감사 대상기업, 대폭 축소되어야

강선민(본원 선임연구원)

10/30

김정일과 베트남의 개혁·개방정책

정연호(본원 연구위원)

11/6

금융허브 실현, 인종적·문화적 다양성 선행돼야

이태규(본원 연구위원)

11/13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은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김영용(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11/26

2008년도 기업경영환경 변화

최충규(본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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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게재 리스트
일자

서

명

저자
짐 콜린스

서평

1/11

좋은 기업을 넘어...위대한 기업으로

이병기

1/25

In Defense of Globalization

Jagdish Bhagwati

송원근

2/8

최병서의 Cine Balade: 경제학자의 미시적 영화산책

최병서

이태규

2/22

디펜딩 더 언디펜더블

월터 블록

박성준

3/8

카툰으로 읽는 대한민국 경제 트렌드

양만금

배상근

3/22

Army of Davids

Reynolds, Glenn

이주선

4/24

카론의 동전 한 닢 - 정갑영의 新 국부론

정갑영

황인학

4/30

협상의 법칙

허브 코헨

김현종

5/10

A Short History of Financial Euphoria

John Kenneth Galbraith

김필헌

5/25

인생은 경제학이다

공병호

안순권

6/21

자본주의의 매혹

제리 멀러

최충규

7/12

헌법과反헌법-이석연, 강경근 헌법대담

이석연·강경근

정연호

7/26

Guns, Germs, and Steel: The Fates of Human Societies

Jared Diamond

허찬국

8/9

중국이 뒤흔드는 세계

제임스 킹

박승록

8/30

지식인의 두얼굴

폴 존슨

조경엽

9/13

자본주의와 자유

심준보·변동열

김창배

9/27

The Future of Freedom: Illiberal Democracy
at Home and Abroad

Fareed Zakaria

조성봉

10/11

딱맞게 풀어쓴 자유주의

안재욱

김학수

10/25

시장의 탄생

존 맥밀런

김영은

11/18

이코노믹 씽킹

로버트 프랭크

이인권

11/22

중간은 없다 - 마거릿 대처의 생애와 정치

박지향

이병기

본 연구원은 급변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

1,806명으로 증가하였고, 총회원수는 40,395명에

하여 위와 같은 정보자료 서비스 사업을 수행해 왔

이르고 있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

으며 그 결과, 2003년 2월 개편 당시 평균 540명에

다.

불과했던 일일 방문자수가 2007년 11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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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연구│발간│사업│

『규제연구』발간 사업

『규제연구』
는 규제와 경쟁정책 관련 연구를 촉진하여 규제완화, 경쟁촉진 등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수준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장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기여하고 있다.

1. 발간배경 및 목적

2. 발간내용

불필요한 규제의 완화는 경쟁을 촉진하고 효율

『규제연구』
는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발간되고

적인 시장경제구축의 근간을 이룬다. 그러나 규제

있다. 게재대상이 되는 논문은 규제완화와 경쟁촉

관련 연구가 미흡하고 전문연구인력의 풀(pool)도

진에 기여할 수 있는 이론적, 실증적 논문이나 정

크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또한『규제연구』

책적 시사점이 있는 논문으로 주로 규제와 경쟁정

를 제외하면 규제 관련 연구결과물을 게재할 마땅

책 관련 논문들이다.

한 전문지가 없다. 이러한 현실에서『규제연구』
는
국내 유일의 규제전문학술지로 규제 관련 연구촉

『규제연구』
에는 엄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채택된

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2년부터는

논문만을 게재된다. 투고된 모든 논문은 2명의 심

한국규제학회의 학회지로 공동발간을 하고 있으

사위원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 심사 결과 2명의 심

며, 2006년부터는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

사위원 모두에게 B 이상의 평가를 받지 못하면 게

로 선정되었다.『규제연구』
가 등재학술지로 선정

재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규제연구』
에

됨에 따라 규제 관련 연구에 대한 기여도가 더욱 증

게재되지 못한다.『규제연구』
에 투고된 논문 중 게

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되지 못하는 기각률은 50%를 넘는다. 이와 같은
엄격한 심사는 높은 수준의 논문만을 게재하는 것
은『규제연구』
가 규제전문학술지로서 명성과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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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지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의 한국·캘리포니아주 사례 비교연구: 신제도주의
접근을 중심으로」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식과 정

2007년 상반기에 발간된 제16권 제1호는「부당

부의 규제: 미국 전력시장 분석의 시사점」
,「환경기

공동행위의 합리적 규제에 대한 일고」
,「한·미

초시설투자와 환경규제」
,「은행 자회사 규제에 관

FTA와 간접수용: 국내 재산권 보호 제도에의 시사

한 법적 고찰」
로 총 7편의 논문을 게재하고 있다.

점」
,「국민연금 개혁방안 연구: 개인계정 도입 및
분권적 자산운용 허용을 중심으로」
,「전력시장 운
영체제에 관한 소고」
,「기업지배구조와 비공식제

3. 평가

도: 미국 전문경영 사례를 중심으로」
,「농지규제의
현황과 개선방향: 농업진흥지역 지정제도를 중심으

『규제연구』
는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로」
,「규제 및 유인적 교통수요관리정책의 대중교

제기되는 규제이슈와 경쟁정책 이슈를 다룬 우수한

통 전환효과 비교분석: 진술선호자료 및 시장분할

논문을 게재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규제 관련 전문

기법을 이용하여」
로 총 7편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학술지이다. 이를 통해 규제와 경쟁정책 관련 연구

하반기에 발간된 제16권 제2호는「시장중립성과 사

를 촉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논문들이 세상에 널리

회적 효용의 제고를 위한 잉여병역자원의 활용에

알려지도록 함으로써『규제연구』
는 사회 전 분야에

대한 소고」
,「출자총액제한제도와 타법인출자의 장

서 규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기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내재가치를 이용한 사건

완화하며 경쟁을 촉진하여 시장경제가 원활하게 작

연구기법을 중심으로」
,「담뱃세 인상정책의 흡연억

동하는 데 높은 기여를 하고 있다.

제 효과: 시계열자료를 통한 실증분석」
,「복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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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회 및 회장단

◈ 이사회

◈ 회장단

구 분

성 명

회 장

조 석 래

㈜효성

원 장

김 종 석

한국경제연구원

이 윤 호

전국경제인연합회

박 삼 구

이 사

감 사

소 속

비 고
전경련 회장

성 명

회사명

비 고

이 건 희

삼성전자㈜

구 본 무

㈜LG

〃

전경련 상근부회장

김 승 연

㈜한화

〃

금호산업㈜

전경련 부회장

조 양 호

㈜대한항공

〃

이 웅 열

㈜코오롱

전경련 부회장

정 몽 구

현대자동차㈜

〃

이 학 수

삼성전략기획실

현 재 현

동양시멘트㈜

〃

강 유 식

㈜LG

이 준 용

대림산업㈜

〃

박 정 인

현대·기아자동차

신 동 빈

롯데쇼핑㈜

〃

신 헌 철

SK에너지㈜

최 용 권

삼환기업㈜

〃

이 승 윤

전 부총리

김

㈜삼양사

〃

라 웅 배

전 부총리

박 영 주

이건산업㈜

〃

김 진 현

세계평화포럼

류

㈜풍산

〃

윤 병 철

한국 FPSB 협회

허 영 섭

㈜녹십자

〃

송 병 락

서울대학교

이 구 택

㈜포스코

〃

김 일 섭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최 태 원

SK㈜

〃

김 중 수

한림대학교

김 준 기

동부건설㈜

〃

정 갑 영

연세대학교

박 용 현

두산건설㈜

〃

박 태 호

서울대학교

구 자 경

전경련 명예회장

박 우 규

SK경영경제연구소

유 창 순

〃

김 각 중

〃

강 신 호

〃

윤

진

전경련 부회장

송 인 상

㈜효성

전경련 고문

김 상 홍

㈜삼양사

〃

최 종 환

㈜삼환까뮤

〃
(2008년 1월 28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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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원사
회사명

266

성명

회사명

성명

회사명

성명

기아자동차㈜

조남홍

㈜노키아티엠씨

김기순

㈜웅진홀딩스

윤석금

㈜농심

이상윤

㈜대교홀딩스

강영중

㈜유한양행

차중근

대상㈜

임동인

대구도시가스㈜

김영훈

유한킴벌리㈜

김중곤

대성산업㈜

김영대

㈜대림코퍼레이션

박준형

일신방직㈜

김영호

동국제강㈜

장세주

대신증권㈜

노정남

일진전기㈜

허진규

㈜동아일렉콤

이건수

㈜대우건설

서종욱

제일모직㈜

제진훈

동양물산기업㈜

김희용

대우증권㈜

김성태

㈜SC제일은행

동양종합금융증권㈜

전상일

대한생명보험㈜

신은철

GS건설㈜

김갑렬

동양제철화학㈜

이수영

대한전선㈜

임종욱

㈜진로

윤종웅

㈜동원 F&B

박인구

대한제분㈜

이종각

㈜케이씨씨

정몽익

두산중공업㈜

이남두

㈜대한펄프

최병민

㈜케이이씨

이상철

롯데제과㈜

김상후

동부제강㈜

이수일

㈜케이티프리텔

조영주

데이비드 에드워즈

삼남석유화학㈜

김경원

㈜동부하이텍

윤대근

태광산업㈜

이호진

삼부토건(주)

조남욱

동서식품㈜

이창환

㈜하나은행

김종열

삼성생명보험㈜

이수창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원명수

하이트맥주㈜

박문덕

㈜신세계

구학서

㈜두산

정지택

한국산업은행

김창록

CJ제일제당㈜

김진수

㈜두원공조

김찬두

한국수출입은행

양천식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롯데칠성음료㈜

정 황

한국아이비엠㈜

이휘성

아세아시멘트㈜

이병무

린나이코리아㈜

강원석

㈜한국야쿠르트

양기락

㈜아시아나항공

박찬법

㈜부영

이중근

㈜한국외환은행

리처드 웨커

이수화학㈜

김상범

삼성물산㈜

이상대

한국투자증권㈜

유상호

SK텔레콤㈜

조정남

삼성SDI㈜

김순택

한국후지제록스㈜

정광은

㈜LG상사

구본준

삼성증권㈜

배호원

한국휴렛팩커드㈜

최준근

LG전자㈜

남 용

삼성화재해상보험㈜

황태선

한일시멘트㈜

허동섭

LS전선㈜

구자홍

㈜삼양제넥스

김 량

㈜한진중공업

김정훈

㈜종근당

이장한

㈜삼천리

이영복

한화증권㈜

진수형

GS칼텍스㈜

허동수

㈜새한

박광업

현대건설㈜

이종수

㈜KT

남중수

성신양회㈜

김영준

현대모비스㈜

정석수

㈜우리은행

박해춘

㈜세아제강

공원일

㈜현대백화점

경청호

한솔제지㈜

조동길

쌍용양회공업㈜

홍사승

현대상선㈜

현정은

㈜한진해운

박정원

㈜씨앤해운

임병석

현대시멘트㈜

정몽선

한화석유화학㈜

허원준

애경㈜

장영신

현대제철㈜

박승하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SK네트웍스㈜

정만원

현대증권㈜

김중웅

현대오일뱅크㈜

서영태

SK케미칼㈜

김창근

현대해상화재보험㈜

이철영

현대중공업㈜

최길선

㈜STX

강덕수

호남석유화학㈜

이영일

교보생명보험㈜

신창재

㈜영풍

장형진

㈜호텔롯데

장경작

금호석유화학㈜

기 옥

㈜오리온

김상우

㈜국민은행

강정원

우리투자증권㈜

박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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