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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시장경제연구백서』
를 발간하며
한 해 동안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 업적과 다양한 활동을 정리한 시장경제연
구백서가 창간된 지 올해로 세 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본 백서는 1년간의
연구 성과 집합체인 동시에 이 기간 중 한국경제의 흐름과 현 주소를 되짚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왔습니다. 2005년은 외환위기 이후 침체기를 겪어온 한
국경제의 회복 가능성 여부에 대해 많은 관심이 모아졌던 한 해였습니다. 우리
경제는 회복의 기미를 보이기는 했으나 잠재력에 미치지 못한 성장률을 기록했
습니다. 무엇보다도 성숙한 시장경제에 이르는 과정에서 우리경제가 겪고 있는
시행착오의 해소와 그동안 다소 저하된 경제성장 동력의 회복을 둘러싼 이슈들
이 지난 해 한국경제의 가장 큰 쟁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2005년 시장경제연구백서』
에서는 지난해 한국의 시장경제와 우리경
제의 성장동력 제고라는 두 가지 큰 쟁점을 중심으로 본원의 연구진이 힘써온
연구 성과를 주제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연구의 결과를 독
자들이 짧은 시간 내에 좀 더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급적 명확하
고 용이하게 요약해 실었음을 밝혀둡니다.

특히 지난해에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직이 재정비됨에 따라 연구와 그 결과의
출판에 있어서도 새로운 접근이 시도되었습니다. 한국경제가 직면했던 주요
이슈들을 본원의 연구진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연구하고자 했고 그 결과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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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이들에게 읽히고자 서술이나 편집면에서의 노력이 뒤따랐으며, 이러한
노력은 2005년 백서에도 압축되어 있습니다.

『2005년 시장경제연구백서』
는 총 3개의 중점과제와 주제별 개별 연구를 담
고 있습니다. 그 중 3개의 중점과제는 한국의 시장경제를 다양한 분야에서 점검
한“한국의 시장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와 오늘날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의 제
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고령화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와“우리나
라 중장기 세제개편 방안에 대한 연구”
입니다. 먼저“한국의 시장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는 원내외의 전문필진이 현재 한국경제의 각 분야별 중요 현안들을
시장경제라는 틀에 비추어 분석한 25개의 개별 연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점과제인 고령화에 관한 연구는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고령화 현상이 우
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 제
시를 중심으로 한 6개의 개별 연구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중점
연구인“세제개편 방안”
에 관한 연구는 지난해 많은 논쟁의 대상이었던 건전하
면서도 효율적인 재정운영 방안에 대한 8개의 개별 연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중요한 사안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하더라도 많은 이들의
이해와 공감대를 얻지 못한다면 결코 좋은 연구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쪼
록 금번에 발간되는『2005년 시장경제연구백서』
가 오늘날 우리경제의 현 상황
과 앞으로 나아갈 바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사색과 토론의
장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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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이후 지난 24년간 한국경제연구원은 여러 국책연구기관을 포함한 타 연
구기관들 속에서 독자적으로 시장경제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지속해 왔으며,
동시에 종합연구기관으로서 국가경제 전반에 걸친 사안에도 많은 연구를 수행
해왔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민간경제계의 싱크탱크로서‘자유시장, 자유기업,
자유경쟁체제 확립’
이라는 설립이념에 맞게, 한국경제의 다양한 이슈들을 끊임
없이 숙고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매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끝으로『2005년
시장경제연구백서』
의 발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편집진과 연구조정실의
황인학 박사 및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원 장

노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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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1
2
3
6

한국경제와 기업의 장₩단기 발전과제를 종합적
으로 연구하고 효율적인 자유시경제체제 구축과
건전한 기업성장을 이루어 국민경제와 세계경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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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시장경제연구백서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연 혁
1981년 4월 1일 정부산하 연구기관에 상응하는 민간경제 연구기
능의 확충₩강화를 위해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경제기술조사센
터」
(1967년)를 확대₩개편해 사단법인「한국경제연구원」
을 설립함.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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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경제연구원』설립
(초대 회장 정주영, 초대 원장 신태환 취임)

1982

2

원장 송인상 취임
부원장 김진현 취임 (상근부원장제 실시)

1984

11

부원장 구석모 취임

1987

2

1987

10

부원장 조규하 취임

1988

2

부원장 구석모 취임

198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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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제작

1997

4

부회장 조석래, 제5대 원장 좌승희 취임 (상근원장제 실시)
본원의 자유기업센터 →『(재단법인) 자유기업원』
으로 분리 독립

1998

9

회장 김우중 취임

2000

1

2000

2

제6대 회장 김각중 취임

2001

4

기존 3실 2센터의 연구조직을 4센터로 개편, 회원서비스센터 신설

2003

3

『국제경제연구센터』신설

2004

2

제8대 회장 강신호 취임

2004

10

2005

2

제9대 회장 강신호 취임

2005

4

제6대 원장 노성태 취임

2005

7

기존 8센터 3개실의 연구조직을 2개 본부 2개실로 개편

제2대 회장 구자경, 제3대 원장 최종현 취임
『민간경제기관연구협의회』발족 (회장 유창순)

『한국경제연구원 동우회 (원우회)』창립총회 개최

『규제연구센터』신설

연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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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및 본부 소개

노성태 원장

3771-0003 sungtro@keri.org

학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력

권영민│

3771-0048

학

미국 미시간주립대 경제학 박사

력

주요경력

OECD/BIAC 무역위원회 위원(현), 한₩싱가포르
FTA 공동연구회 위원

한국경제연구학회 회장(현), 외교통상부장

주요경력

ykwon@keri.org

연구분야

국제무역, 통상정책, 지역협력, 신성장이론

신문 주필, ㈜한화경제연구원 원장, 한국

배상근│

3771-0023

개발연구원 연구조정실장

학

미국 미주리대 경제학 박사

관 자문위원(현), 명지대 경영대학장, 중앙
일보 경제연구소장 겸 논설위원, 한국경제

력

주요경력

skbae@keri.org

산림청 혁신서포터즈 위원(현), 전경련 금융조세위
원회 자문위원(현), 국무총리 소속 정책평가위원회
전문위원, 한국경제연구원 정보자료센터 소장, 산

KERI

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분야

경제정책, 거시경제, 금융기관 및 금융시장, 중앙은
행론, 국제금융

안순권│

3771-0015

학

미국 미주리대 경제학 박사

력

주요경력

경제연구본부

skahn@keri.org

미국공인회계사,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한국일보
도쿄특파원, 일본 게이오대 미디어센터 초빙연구
원, 서울경제신문 정경부₩국제부기자, 한국외환은

거시, 금융, 조세₩재정, 국제경제 등이 경제연구본부의 주요

행 조사부

관심분야이며 궁극적으로 안정된 기업경영환경 조성과 국가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다양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연구분야

화폐금융, 기업재무, 미시경제이론

한광석│

3771-0039

학

미국 일리노이대 경제학 박사

깊이 있는 연구로 다져진 전문성을 바탕으로 각 분야의 동향
과 주요 추세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 여
러 분야에서 중요하게 부각될 현안 및 정책이슈에 대한 분
석, 전망과 정책대안을 수시로 제시한다.

허찬국│

3771-0013

학

미국 캘리포니아대(산타바바라) 경제학 박사

력

주요경력

chan_huh@keri.org

미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조사부 및 연방준
비제도 이사회 국제금융부 연구위원

연구분야

거시경제, 통화금융, 통화정책, 국제금융

력

hahn@keri.org

주요경력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산업은행 조사부

연구분야

금융경제학, 신용위험, 미시경제이론

김상겸│

3771-0069

학

미국 미시간주립대 경제학 박사

력

skkim@keri.org

주요경력

한국개발연구원(KDI) 초빙연구위원

연구분야

재정, 조세, 환경, 정책평가

임원 및 본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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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3771-0041

학

이수희│

3771-0012

미국 텍사스대(오스틴) 경제학 박사

학

서강대 경제학 박사

주요경력

미국 텍사스대(오스틴) 강사

주요경력

연구분야

화폐금융, 금융제도, 응용계량경제

력

tklee@keri.org

력

soohee@keri.org

미국 INFORUM(매릴랜드대 산업예측연구소) 방문
연구원, 헤럴드경제 객원논설위원, 평화방송 경제
광장 진행

정연호│

3771-0020

학

미국 코넬대 경제학 박사

력

yhchung@keri.org

주요경력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

연구분야

국제경제, 국제관계, 정치경제, 북한

연구분야

거시경제, 기업연구, 산업연관분석

박성준│

3771-0046

학

력

주요경력

송정석│

3771-0022

학

미국 미시간주립대 경제학 박사

력

주요경력

jssong@keri.org

미시간주립대 교내 연구 프로젝트 연구조교, National
Science Foundation 프로젝트 연구조교, LG증권

연구분야

계량경제학, 국제금융

김창배│

3771-0017

학

서강대 대학원 박사 수료

력

주요경력

한성대 강사

연구분야

거시경제전망, 모형개발

kcb@keri.org

psj@keri.org

미국 노스웨스턴대 경제학 박사
미 코넬대 객원연구원, 고용보험연구기획단 자문위
원, 국제경제연구원(현 산업연구원) 연구원

연구분야

노동경제, 법경제학

박승록│

3771-0027

학

미국 노던일리노이대 경제학 박사

력

psr@keri.org

주요경력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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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조직론, 계량경제, 응용미시, 기술경제, 중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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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1-0038

학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경제학 박사

력

주요경력

zrhee@keri.org

ABAC 2005 사무부총장, 외교통상부 경쟁정책 부
문 자문위원, 오하이오 주립대 초빙교수, 공정거래위
원회 경쟁정책 자문위원, 전자상거래 정책자문위원

기업연구본부

연구분야

거래법, 도시경제학

시장경제와 자유기업주의를 이념적 토대로 기업과 산업에 대
한 이론 및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여 기업과 정부차원의 정책
대안을 모색₩제시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본부는 생산성 연

조성봉│

3771-0016

구, 기업₩산업분석, 기술₩노동₩환경 관련 연구 및 법경제적

학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경제학 박사

제도분석을 기반으로 기업과 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

주요경력

력

를 위한 경영전략 및 정책대안을 제안하는 한편 민영화, 경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현), 전기위원회 정책평
평가위원(현),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자문위원(현),

을 통하여 경제성장의 토대가 되는 시장경제시스템에 대한

한국비교경제학회 총무이사(현)

종합적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분야
2005년 시장경제연구백서

sbcho@keri.org

가위원(현), 한국전력거래소 규칙개정위원 및 비용

쟁정책과 공정거래, 기업지배구조, 기업가정신 관련 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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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조직론, 규제개혁과 민영화, 법과 경제학, 공정

산업조직론, 법경제학, 정부규제이론

이인권│

3771-0033

학

력

주요경력

iklee@keri.org

황인학│

3771-0029

미국 텍사스대(오스틴) 경제학 박사

학

미국 워싱턴대 경제학 박사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 제도개혁 및 총괄분과 전문위

주요경력

력

원(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경쟁/기업)
자문위원, 한국규제학회『규제연구』공동편집위원장
연구분야

이병기│
학

력

주요경력

inhak@keri.org

한국산업조직학회 이사(현), 규제학회 편집위원(현),
워싱턴대 초빙교수, 삼성경제연구소, 산업연구원

연구분야

산업조직론, 법경제학, 기업지배구조

조동호│

3771-0049

학

미국 매릴랜드대 경제학과 박사과정 및 서울대 경

산업조직, 법경제, 경쟁정책

3771-0031

LBK@keri.org

력

성균관대 경제학 박사

cdh@keri.org

제학과 대학원 수료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중소기업지원사업 평가위원(현),

연구분야

환경경제, 지역경제

감사원 IT감사위원회 위원, 미국 Vanderbilt대 공공
정책연구소 초빙연구원
연구분야

기업연구, 기술정책, 산업조직, 제도경제

최충규│

3771-0034

학

미국 조지타운대 경제학 박사

연구지원실
총무₩기획₩인사₩회계₩회원관리 등에 관한 제반업무를 주관하

력

choicg@keri.org

구성원의 건강증진 등의 복리후생 증대 등과 관련된 업무는
물론 연구와 관련된 각종 지원업무를 행하고 있다. 대외적으

주요경력

산업연구원, 한국은행

연구분야

산업조직론, 미시경제이론, 응용 계량경제학

김현종│

3771-0036

학

미국 텍사스대(오스틴) 경제학 박사

력

주요경력

kim@keri.org

외교통상부 경쟁정책부문 자문위원(현),『규제연구』
편집위원회 사무국장(현), 한국개발연구원(KDI) 부
연구위원

연구분야

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쾌적한 연구실 등의 연구환경 조성과

로는 회원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송호섭│

3771-0008

학

서강대 경제학 석사

력

주요경력

shs@keri.org

전국경제인연합회 총무부,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
경영원

산업조직, 게임이론, 기업재무, 응용계량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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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 및 본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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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점 연구과제
한국의 시장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나라 장기세제개편 방향에 대한 연구
고령화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II

한국의 시장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중│점│연구과제│

: 시장원리와 상충하고 위헌소지가 있는 법정책들의 비판적 검토 및 대안 제시

이인권 외 25인

본 연구에서는 시장경제원리와 상충되고 위헌 소지가 있는 25개 주요 과제를 선
정하였다. 각론별 법정책들에 대한 경제적 법리적 분석을 통하여 해당 정책들의
한계 및 부작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해당 정책들의 목표 및 수단간 정
합성 및 정책목표 달성의 가능성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과제별로 자유,
헌법의 가치 및 시장경제원리 제고 측면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대안 모색
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장기구의 원활한 작동을 위하여 공정거래제도의
시행, 정부의 규제완화, 공기업민영화, 시장개방의

한국은 1960년대 이후 경제적 고도성장 과정을

확대, 외국인투자 촉진 등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겪으면서 정부가 시장의 자원배분 과정에 깊숙이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수단들은 정부규

관여해 왔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국내시장의 급

제주의에 근간을 둔 관치의 틀을 어느 정도 벗어나

속한 규모 확대, 점진적인 시장 개방과 국제화 추

게 할 수 있는 동인들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진과정에서 정부의 시장에 대한 지속적이고 직간

목표를 추진하기 위하여 선택된 정책수단과 방법

접적 개입이 시장의 정상적인 자원배분 기능을 왜

이 정책목표와 정합성을 갖지 못하였고 정책추진

곡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학계

과정에서 일관성도 크게 부족하였다. 그 결과 시장

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민간과 시장의 역할

기능을 활성화시키려는 본래의 정책목표를 달성하

이 상대적으로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사전적으로

는 데는 크게 미진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참여정

의도한 정책목표가 실질적으로 달성되기가 어려워

부 들어와 증폭₩확대되고 있다.

졌기 때문이다. 압축성장 과정에서 정부의 시장개

20

입으로 누적된 자원배분의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본 연구는 참여정부 들어와 반자본주의, 반시장

위하여 각 부문에 시장원리의 도입을 확대해야 된

및 반기업 정서의 사회적 흐름이 강하게 형성되고

다는 주장이 학계 및 연구서클에서 꾸준히 제기되

있으며, 시장의 결과가 특정 이념적 측면에서 만족

었고, 정부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법₩제도

스럽지 않거나 시장이 다소 불안하면 정부의 시장

적 장치들이 부분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시

개입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

2005년 시장경제연구백서

음을 밝히고 있다. 법과 원칙보다는 여론 중시, 국

다는 형평을 중시하여 경쟁의 기반을 흔드는 논의

민정서를 고려한 인기주의 영합 정책도 문제지만,

나 법정책들은 사회주의라는 지적 토양 위에서 조

법원이나 헌재의 판결을 반박하며 법과 원칙을 경

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시장원리에 역

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은 사법부가 자

행하고, 위헌소지가 있는 구체적인 정책에 대하여

유시장경제체제의 마지막 보루라는 점에서 우려할

관념론적이거나 수사적인 비판에 머물지 않고, 합

일이다. 참여정부 출범 후 진행되어 온 시장원리와

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대안 모색에 초점을 맞추고

상충되며, 위헌소지가 있는 일련의 정책들은 시장

있다. 또한 흔들리고 있는 시장경제체제의 재정립

의 기능과 활력을 위축시키며, 시장경제체제 확립

을 위하여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의 전제조건인 자유와 헌법의 가치를 훼손시킬 소

과 설득력 있는 논거를 통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하

지가 있다. 이러한 정책실험이 일시적으로 일어났

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가 곧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몇 년간 더 지속될
경우 한국사회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미

본 연구에서는 시장경제원리와 상충되며 위헌

한국에도 경직적인 노동시장, 강력한 재분배정책

소지가 있는 25개 주요 과제를 선정하였다. 25개

지향의 사회보장제도, 고배당과 단기적인 이익에

각론별 법정책들에 대한 경제적, 법리적 분석을 통

치우쳐 장기적인 투자를 외면하는 기업, 그리고 평

하여 해당 정책들의 한계 및 부작용을 파악하고자

등교육에 함몰되어 가는 교육부문의 후진성 등 소

하였다. 나아가 해당 정책들의 목표 및 수단간 정

위 독일병의 징후가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자유와

합성 및 정책목표 달성의 가능성도 검토하였고, 가

시장원리를 훼손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주의적 정

능한 한 해외 문헌 조사 및 국가별 사례분석 등 설

책실험이 향후 경제사회 전반에 더욱 확산될 경우

득력 있는 논거 제시를 위해 정황적 증거자료들을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나아가 민간부문의

최대한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과제별로 자유, 헌

경제활동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 소위 개혁이란

법의 가치 및 시장경제원리 제고 측면에서 문제 해

미명하에 차별화보다는 평등을 지향하고, 효율보

결을 위한 적절한 대안 모색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업]

경제력집중 억제정책과 경쟁정책의 모순

KERI
조성봉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은 경쟁정책과 모순된다. 자본시장 개방이전에 시행되었던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은 국제자본이 동
원되어 경영권 경쟁에 노출된 대기업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은 폐지하고
경쟁정책을 강화하여야 한다.

1986년 공정거래법 제1차 개정시에 도입된 경제

하여 입법화된 것이 아니다. 경제력집중 억제정책

력집중 억제정책은 과학적인 분석과 필연성에 입각

은 재벌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의식한 정책유행의

Ⅰ. 2005년 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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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처럼 대중적

투자와 기업의 각종 경쟁행위를 제약한다는 문제

이고 현상적인 관심에 집중하고 있는 경제력집중

점을 가지고 있다.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은 개방된

억제정책이 어떻게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경쟁

자본시장에서 우리 대기업을 외국인에 비하여 상

정책과 모순되는 지를 검토하고 있다.

대적으로 역 차별하는 효과를 갖고 있어 재벌의 경
영권에 심각한 위협이 되며 이에 따라 기업의 자원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은 그 목적 자체가 지나치
게 추상적이다. 공정위는 그 목적을 대주주의 과도

이 실물투자에 활용되지 못하고 경영권 방어에 사
용되는 자원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한 지분분산 → 업종전문화 → 기업구조조정 → 기
업지배구조 개선으로 바꾸는 등 일관성을 보이지

본 연구는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의 문제점을 유

못하고 있다. 공정위는 입법 및 집행측면에서 경쟁

형별로 제시하고 있다. 본래 자본시장이 개방되기

정책보다도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에 집중하고 있는

이전에 시행되었던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은 지금과

데, 그 결과 대기업의 진입이 억제됨으로써 대기업

같이 국제자본이 동원되는 경영권 경쟁에 노출된

간 경쟁이 정체되고 기존 상품시장에서의 독과점

대기업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력이 더욱 공고해 진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또한

판단된다. 우리 대기업은 세계시장을 무대로 경쟁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으로 인해 출자총액제한집단

해야 하는데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은 이들이 안정

의 자산규모 임계치에 가까운 기업집단들이 자산

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규모를 증가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기업 스스

있다. 본 연구에 따르면 현 글로벌 경쟁시대에는

로 성장을 제약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특히 경제력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은 폐지하고 경쟁정책을 강화

집중 억제정책은 사전규제이기 때문에 대기업의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기업]

재벌 소유지분구조 공개의 법리적 문제점

KERI
전삼현(숭실대)

재벌 소유지분 공개는 공정위를 신뢰하여 소유지분을 신고한 기업과 총수의 친인척에 대한 권한남용이며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대상이다. 필요이상의 대자보식 공개는 투자자보호와 시장감시의 의도를 넘어서는 일이다. 자본시장의
투명성은 증권거래법의 테두리에서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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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은 2004년 12월 및 2005년 7월에 상호출

명으로 공개하였다. 그러나 대기업의 총수 및 친인

자기업집단에 해당하는 모든 기업의 총수와 그 친

척들의 실명은 이미 널리 알려진 주지의 사실이기

인척의 지분을 4개의 카테고리로 세분화하여 비실

때문에 비실명으로 공개하더라도 실명공개와 크게

2005년 시장경제연구백서

다름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공

법을 위반하는 위반행위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

정위의 재벌 친인척의 소유지분 공개가 어떠한 법

이 본 연구의 검토결과이다. 한편 헌법 제17조는

리적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를 밝히고 이에 따른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

법적인 책임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참

고 있다.

여자의 올바른 판단을 유도하고자 친인척 지분소유
현황을 공개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필요 이상으

공정거래법 제7조의2에서는 실질주주를 기준으
로 총수 및 그 친인척의 소유지분을 신고하도록 하

로 개인의 사생활권을 침해한다는 의미에서 과잉금
지 원칙에 따라 위헌소지도 있다고 할 수 있다.

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가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이
를 분석하여 보도자료를 통하여 일반인들에게 공개

본 연구는 공정위를 신뢰하여 친인척의 소유지

해야 할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없다. 오히려 본 연

분을 신고한 기업과 총수의 친인척에 대하여 공정

구는 이러한 공개행위가 공정거래법 제62조에 따

위가 권한을 남용하였으며 이는 국가배상법 제2조

른 비밀엄수의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고 있

에 따라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 나아가서 정보공개법 제1항제6호에서는 개인

또한 공정거래법에 의해서도 비밀엄수를 위반한

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

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기업들이 공정위에 대하여 총수와 그 친인척의 지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는 다른 정보와

분을 신고한 것을 바탕으로 공정위가 필요이상으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

로 대자보식 공개를 하는 것은 투자자보호와 시장

을 개인정보에 포함하고 있다. 결국 공정위가 특정

감시의 의도를 넘어서는 일일 수 있다. 공정위가

개인을 식별 가능한 형태로 재벌 대주주의 친인척

의도하는 자본시장에서의 투명성은 증권거래법의

지분까지 공개한 것은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

테두리내에서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

노조의 경영참여

KERI
박성준

사유재산권이 인정되는 법체제하에서는 아무리 근로자의 경영참가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기업체의 이윤추구를 위한
최고의사결정에 근로자들이 대등한 지위를 가지고 참가할 수는 없다. 또한 기업주로부터 기업경영권을 박탈하는 공동
결정제는 사유재산권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것과 같으므로 위헌적 소지마저 있다. 따라서 근참법은 그 본래의 제정취지
에 맞게 작업현장에서의 노사관계 또는 생산 활동에서의 노사관계에 국한되게 그 내용을 고쳐야 한다.

1997년 말 경제위기 이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가운데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과 대량 해고 등으로

기업들의 인수 합병 및 분할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노동계에서

Ⅰ. 2005년 연구사업

23

는 노조의 경영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근로자의

오늘날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체제를 근간으

경영참여는 말 그대로 근로자 또는 그 대표자 혹은

로 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사용자에게 인력수급

노동조합이 기업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라

₩시설운영 및 이윤보유에 관한 권리가 독점적으로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참여방식이 나라

귀속되어 있다. 비록 근로자들의 경영참가에 대한

마다 달라 유럽식 자본주의에서는 주주는 물론 채

헌법상의 근거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한 제

권기관과 노동자를 포함한 회사의 이해관계자간의

10조와 보조적으로 제119조를 들 수 있지만 헌법

합의로 운영되어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근로자의

제23조의 재산권보장조항은 기업주의 경영권에

기업소유와 관계없이 인정하는 한편 영미식 자본

대한 보다 직접적인 규정이라고 해석된다.

주의는 주주가 소유권을 바탕으로 기업에 대한 의
사결정을 포함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므로 노조의
경영참여를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다.

따라서 사유재산권이 인정되는 법체제하에서는
아무리 근로자의 경영참가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기업체의 이윤추구를 위한 최고의사결정에 근로자

우리나라는 1997년‘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들이 대등한 지위를 가지고 참가할 수는 없다. 또

관한 법률(근참법)’
이 제정되어 시행됨으로써, 노

한 기업주로부터 기업경영권을 박탈하는 공동 결

사협의회는 법적으로 단순한 노사간 의견교환 통

정제는 사유재산권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것과 같

로에서 실질적 내용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

으므로 위헌적 소지마저 있다.

로자 경영참여의 제도적 기반이 되었다. 그럼에도

24

불구하고 노동계에서는 현행 노사협의회의‘협의

근참법은 그 본래의 제정취지에 맞게 작업현장

사항’규정을‘의결사항’
으로 개정하여 경영참여

에서의 노사관계 또는 생산 활동에서의 노사관계

를 의무화할 것을 요구하고 심지어는 근로자 경영

에 국한되게 그 내용을 고쳐야 한다. 또한 경영계

참여 방안으로 독일식 공동의사결정제 도입을 주

도 이제는 기업이 주도적으로 종업원의 기능개발

장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2003년 현대자

및 능력발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기업에 대한

동차의 임단협 타결을 볼 수 있다. 협상 내용을 살

충성심을 끌어내기 위한 인사관리로 전환해야 한

펴보면 경영의 투명한 공개를 원칙으로 △신기술

다. 소위 권한이양(empowerment), 팀작업

도입, 신차종 개발, 공장이전, 기업 양수₩양도, 사

(teamworking), 품질관리 소집단활동(quality

업의 확장₩합병 때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심의

circle) 그리고 스캔론 플랜(scanlon plan) 같은 각

₩의결한다 △판매부진이나 해외 현지공장 건설을

종 이윤배분제, 종업원지주제 등의 방법을 통하여

이유로 조합과 공동결정 없이 일방적인 정리해고

종업원을 끌어들이는(employee involvement) 인

나 희망퇴직을 실시하지 않는다 △수요 부족을 이

사관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종업원이 전

유로 국내 생산 공장을 일방적으로 축소₩폐쇄할

략적 의사결정의 참여보다는 사업장에서 일의 수

수 없다는 등으로 경영참여조항을 담고 있다. 실제

행과정에 대한 개선 및 제안 그리고 그 결과로 발

현대 자동차의 협상 내용 중 상당부분이 근참법에

생하는 성과에 관심을 갖게 해야 한다. 이러한 경

서 협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노사공동위원

우 노조도 그 태도를 바꿔 기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회의 의결사항으로 바꾸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협력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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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준조세의 실태와 정비 방안

KERI

신종익(초빙연구위원)

준조세 규모가 늘어나자 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준조세 정비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준조세의 징수규모와 사용내
역도 모르면서 정비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장님 코끼리 만지는’격이다. 준조세가 가진 낮은 투명성과 재정운영의 비효율
성, 경쟁제한, 조세법률주의와 충돌 등의 실상을 파악하고, 준조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원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부담금, 사회보험료, 강제성기부금 등의 준조세
가 연간 23조원을 넘어, 법인세 규모에 육박한다.

는 이와 같은 준조세가 여전히 많다고 지적하며 개
선을 촉구하고 있다.

과징금, 수수료, 협회비 등의 다른 준조세를 포함하
면 그 규모는 엄청날 것이다. 실제로 중소기업들이

셋째, 준조세가 경쟁을 제한하고 공공부문의 비대

연간 부담하는 준조세는 평균 1억 2,500만원인데,

화를 야기한다. 협회비와 정부산하기관의 수수료가

이는 당기순이익의 45.7%, 연구개발비의 98%, 세

특히 그러한데, 이들 기관들은 준조세로 운영되면서

금의 125.3%에 해당한다. 대기업들은 세금의 28%

민간의 진입을 제한하여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에 달하는 준조세를 낸다. 개인들이 내는 준조세도

회원기업에 규제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밖에, 과징

상당하다. 준조세는 이 같이 기업과 국민들에게 상

금은 부과 근거가 되는 행정규제가 중복적이거나 국

당한 부담을 준다.

제규범에 어긋나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준조세는 이외에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무엇

이 같은 준조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준

보다, 세금과 달리 투명성이 떨어진다. 부담금의

조세=공공부문’
이라는 인식하에 민영화, 규제개혁 및

75%는 기금과 특별회계에서 사용하는데, 특별회계

개방 등을 통하여 각종 공공부문을 축소하여야 한다.

19개, 기금 57개 등‘77개의 지갑’
으로 나눠져 투명
성이 약하고 재정효율성도 떨어진다. 협회비, 수수
료, 과징금 등의 투명성은 이들 보다 더 미약하다.

음지에 놓여있는 준조세를 양지로 끌어내도록 제
도적 인프라도 구축해야 한다. 무엇보다, 모든 법정
준조세를 한 부처에 등록시켜 관리하도록‘법정준

둘째,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준조세가 많다.

조세관리기본법’
(가칭)이 제정되어야 한다. 준조세

교통안전분담금, 택지초과소유상한부담금, 문예진

의 징수 및 사용내역 공개, 국회보고, 준조세를 재

흥기금 납입금, 학교용지 부담금 등은 이미 부과요

원으로 하는 기금과 특별회계, 정부산하기관, 법정

건과 대상, 요율 등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단체에 대한 기능의 정기적인 평가와 존치여부 심

위헌판결을 받았는데, 국회와 감사원, 법제처에서

사가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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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특수관계인 관련규정의 위헌성 검토 및 대안 모색 1)

KERI
이인권

친족 및 특수관계인 범위는 현실에 맞게 친족의 범위는 혈족의 범위를 부계친과 모계친, 남계친과 여계친을 구별하지
않고 3촌 이내의 혈족으로 축소하고, 남녀차별적인 조항이 입법적인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특수관계인에 관
한 일반적인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규정의 혼잡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의적인 법적 부담에
대한 근원적인 개선도 필요하다.

특수관계인이란“기업의 대주주(소유주)와 대주

한다. 친족의 범위는 혈족의 범위를 부계친과 모계

주의 친₩인척, 그리고 출자 관계에 있는 사람과 법

친, 남계친과 여계친을 구별하지 않고 3촌 이내의

인”
을 지칭한다. 관련 법규정이 독점규제 및 공정

혈족으로 축소하고, 혈족의 배우자는 부계친과 모

거래에 관한 법, 회사정리법, 은행법, 증권거래법,

계친, 남계친과 여계친을 구별하지 않고 3촌 이내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

의 혈족의 배우자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

법 등 경제관련 법령에 광범위하게 산재해 있으며,
법규정마다 정의도 제각각이다. 법규정상의 특수관

여러 법에서 친족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모계

계인 범위가 현재의 핵가족 하에서 너무 비현실적

친보다 부계친의 범위를, 여계친보다 남계친의 범

으로 포괄적이다.

위를, 그리고 처족인척보다 부족인척의 범위를 지
나치게 확장하고 있다. 주주 등이 출가녀인 경우에

현대의 가족제도는 혈족집단의 구성부분으로서

는 그 남편을 기준으로 하여 친족에 해당하는지의

가 아닌 부부중심 또는 친자중심의 독자적 생활공

여부를 판정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은 인간으로서의

동체로서 빠르게 변모하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현

존엄과 가치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위헌적 소지가

행의 세법상 친족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현실성을

있으므로 삭제하여야 하고, 출가녀인 경우에도 그

잃고 있다.

자신을 기준으로 하여 친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친족 및 특수관계인 범위는 현실에 맞게 고쳐야

1) 본 보고서는 기존 연구결과물인 이인권 편(2004)과 김완석(2005)의 내용을 편집 재정리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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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특수관계인에 관한 일반적인 정의 규정을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조항에서“법인의 경

신설하여 규정의 혼잡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라는 법문은 불확정개념

예컨대 국세기본법에서 친족과 특수관계인에 관한

으로서 그 해석 또는 과세요건사실의 인정에 있어

일반적인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가능한 한 일반적

서 남용의 소지를 안고 있으므로 당해 조항은 삭제

인 정의규정상의 친족과 특수관계인에 한정하여 세

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법상 불리한 취급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국세기

의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와 서

본법에서 친족 및 특수관계인에 관한 일반적인 정

로 도와서 일상생활비를 공통으로 부담한다는 이

의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세법의 간소화, 친족 및 특

유만으로 법인의 국세 등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

수관계인에 관한 규정의 혼잡성 및 혼란위험성의

를 지우는 것은 위헌으로 삭제해야 한다. 회사정리

제거에 기여할 것이다.

법 제221조 제4항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특수관
계에 있는 주주가 가진 주식 3분의 2이상을 소각하

더불어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의적인 법적 부담
의 근원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예컨대 국세기본법

는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할 것을 정해야 한다는 규
정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로 법개정이 필요하다.

[기업]

주식의결권 행사에 대한 비대칭적 규제

KERI
한광석

최근 개정된 국민연금법과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및 그에 따르는 주식의결권행사가 허용된 반면
대기업집단 계열금융회사의 주식의결권제한은 강화되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주식의결권 행사와 대기업집단 계열금융
회사의 주식의결권 제한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민연금 및 대기업집단 계열금융회사의 주
식의결권에 대한 비대칭적인 규제의 정당성을 논의하고 해외사례를 검토함으로써 규제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대기업집단이 계열금융₩보험사의 고객자

년 1월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계열금융₩보험사에

산을 이용해 계열회사를 확장하려는 유인을 감소시

대한 의결권 허용한도에 대한 예외조항을 삭제함으

키고 지배주주와 금융₩보험사 고객 간의 이해상충

로써 그 규정이 강화되었다.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1987년 계열금융₩보험사에
대한 의결권제한 제도를 도입하였다. 2002년 1월

한편, 2005년 1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전까지

공정거래법 개정에서 경영권과 관련되는 사항에 한

연기금의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원칙적으로

해 특수관계인 지분포함 30%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금지, 예외적으로 허용되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수 있도록 하였다.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경

수급상 문제가 대두되자 기금운용의 수익성 제고를

제력집중, 불공정경쟁 등의 문제점을 이유로 2005

위하여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 주식과 부동산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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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허용하였고 보유주식의 의결권은 제한 없이

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으로서

행사되도록 했다.

주식의결권 행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23조를 위
배하는 규제이다. 계열금융사의 경영을 정부가 의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대기업집단 계열금융사 보

결권제한을 통해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헌법

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규제와 국민연금기금의 보

의 사기업에 대한 경영불간섭원칙(제126조)과 기

유주식에 대한 비대칭적 규제의 비합리성을 분석

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의 보장원칙(제119조)

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을 위반하는 것이다.

대기업집단 계열금융사에 대한 규제의 목적은

국민연금의 보유주식 의결권은 국민에 의해 신

본질적으로 금융회사와 고객 간의 이해상충의 문

탁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결권행사는 정당성의

제 완화에 있어야 한다. 정부는 금융회사에 대한

문제가 있다.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의 수급문제로

자산운용규제를 통해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을 방지

인한 수익성 제고를 강조한다면 국민연금의 주식

하기 위해 이미 특정기업에 대한 지나친 주식소유

의결권은 행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 나아가 주

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집단 계열금융사가

식시장에서 투자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국민연금의

자기계열사의 지배를 목적으로 금융회사 주주의

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의결권은 기업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면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그

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할 것이다.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투자자의 자율에 의해 투자

따라서 연금기금의 운용이 정부의지와 완전히 독

자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

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연금가입자
중심으로 국민연금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의결권

대기업집단 계열보험사의 평균지급여력은 비대
기업집단 보험사들에 비해 훨씬 높고, 자산운용수

이 합리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현재보다 더 구체
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익률 측면에서도 대기업집단 계열보험사가 비대기
업집단 보험사보다 평균적으로 우월하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서는 계열금융사와 국민연금의 주

대기업집단 계열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장기 보

식의결권 행사를 모두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제

유함에 따라 피보험자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도개선 방향이다. 계열금융사의 의결권행사와 관

정부의 주장은 실증적인 근거가 없다.

련된 이해상충의 문제는 시장규율 및 금융관련법
에 의해 해결하되, 대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을 방

이 규제의 목적이 경제력집중억제라면 공정거래

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계열금융사의 주식의결권

법에 규정되어 있는 상호출자금지(제9조), 출자총

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대기업집단의 구조개혁은

액제한(제10조), 등의 경제력집중억제 규제에 의해

정부규제보다는 적극적인 대외개방을 통한 경쟁압

달성할 수 있으므로 이 규제는 공정거래법상 다른

력과 자율적 개혁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한편

조항과 중복되는 것이다.

시장규율이 적용되지 않는 국민연금의 주식의결권
행사는 공정하고도 신뢰할 수 있는 운용기관을 설

자본주의 경제제도에서 주식의결권은 주요 재산
권 중의 하나이다. 대기업집단 계열금융사 소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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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한 후에 허용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금융]

부실금융기관 처리에서 나타난 관치

KERI
안순권

부실금융기관 처리에 있어, 신속하고 과감한 처리, 비용최소화 원칙, 손실분담원칙, 부실금융기관 정리의 일관성과 형평성,
법적 근거 확보 및 절차 준수, 주주유한책임 등의 원칙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던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관치금융이 또 다시
재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관치금융을 시정하고 시장원리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외환위기이후 부실금융기관 정리의 경우, 대규모

에 부실금융기관의 손실분담원칙을 마련하고 부실

공적자금이 투입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관치의존 및

기업은 시장에서 신속하게 퇴출되며 대주주는 유한

도덕적 해이가 심화되었다.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에

책임만 지도록 하는 등 자율적 시장규율을 확립할

있어, 퇴출기준의 적용이 모호하여 신속하고 과감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부실금융기관의 처리에 따

한 처리, 비용최소화 원칙, 손실분담원칙, 부실금융

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처리과정에

기관 정리의 일관성과 형평성, 법적 근거 확보 및

서 감독당국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절차 준수 등의 원칙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던 문
제점도 노출되었다. 또한 LG카드 처리 과정에서

관치금융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시에 순

정부와 감독당국이 LG카드에 대한 채권은행들의

응하는 금융기관이 아니라 주주의 이익을 위해 수익

만기연장 및 추가자금지원을 강제하였고, 부실화된

성을 따지는 금융회사로 변신해야 하고, 정부와 감

LG카드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위탁관리하게

독당국은 금융시장의 자율을 존중하고 금융기관의

하는 등의 관치금융이 나타났다. 이와 함께 LG카

자발적 합의와 협조를 유도하는 중재자 역할에 머물

드 사태의 경우 대주주가 주주유한책임의 한계를

러야 하며, 손실자기분담원칙(hair-cut)을 적용할

훨씬 넘어선 책임을 지게된 것은 주주회사제도의

필요가 있다. 시장원리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을 정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판단된다.

리하기 위해선 부실채권시장을 활성화하고 자발적
M&A 활성화와 함께 거액의 자금을 모으는 사모펀

경영실패로 부실해진 기업이 자기책임의 원칙 하

드를 육성하는 등 시장하부구조를 구축하고 유한책

에서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은 시장원리이자 원칙이

임제 등 주식회사제도의 원칙을 고수할 필요가 있

다. 따라서 금융부실이 부분적으로 나타나 금융시

다. 또한 정부와 금융당국은 LG사태를 교훈삼아 부

장에 미칠 악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 부실금

실금융기관 처리에 법규 적용의 근거를 명확히 해야

융기관을 퇴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하며, 재경부, 한국은행, 감독기구 등에 업무범위를

또한 정부와 채권자,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협

분명하게 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할 수 있는 금융감

상과 합의 등 모든 처리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독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진행되어야 국민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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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신용카드와 신용불량자 문제의 재조명

KERI
허찬국

신용불량자가 대규모로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신용불량자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대규모의 신용불
량자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채무상환능력에만 초점이 맞춰 있는 현재의 신용회복지원에 대해 채무발생 당시 카드사의 책임을
지적함과 동시에 향후 재발할 수 있는 신용카드사와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필요한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신용불량자는 70만원으로 제한되었던 카드 현금

화한 시기 이후 카드사 부실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

서비스 한도철폐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공급

응하기 보다는 전적으로 카드채 관련 금융시장여파

측면에서 카드사들은 위험발생시 예상비용을 과소

최소화에 주력했다.

책정하고 단기 초과 수익 증대를 위해 공격적 행태
를 표출하는 등 정부개입을 염두에 둔, 전형적인 도

신용불량자가 2004년 한때 370만명(경제활동인

덕적 해이가 발생했다. 수익성 측면에서도 카드사

구의 18%)에 달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공적 대응이

들은 조달 금리에 비해 높은 현금서비스 수수료 수

불가피해졌다. 당국의 지도와 개입으로 여러 형태

입에 영업력을 집중했다. 수요측면에선 당시 카드

의 신불자 신용회복지원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일

채무규모나 증가세에 소비지출보다 자영업자의 현

단 문제의 규모가 커져 공적 개입이 필요해지면 구

금서비스사용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기도 했다. 따

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가는 기술적인

라서 신용카드 채무 급증과 거시경제 부진이 겹치

문제로 볼 수 있다.

며 신용불량자 양산은 불가피한 추세였지만, 2002
년 이후 거시경제 상황 악화 보다 카드신용 量의 급

한편 현재 금융기관들이 주축이 된 개별 및 다중

증과 質의 악화가 더 큰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즉 무

채무자들의 신용회복지원은 채무상환능력에 초점

분별한 고리 현금대출 급증은 필연적으로 다수의

을 맞추고 있어 애초 채무이행에 관련된 책임에 대

채무불이행을 낳을 수밖에 없었다.

한 점검이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불이행된 채무
발생당시 카드사들이 신용능력 점검 의무(d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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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금서비스 한도 철폐로 단초를 제공한

diligence)를 수행했는가를 따져 무자격자에게 카

후, 초기에 감독당국은 현금서비스에 대한 과감한

드를 발급한 것으로 판명되면 채무금액을 공적자금

적기시정조치가 필요했으나 실기하여 문제를 더 악

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카드사가 전적으로 책임

화시켰다. 2003년 이전 카드사 업태와 관련된 문제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함께 향후

를 인지하고 조치를 취하기는 했으나 잠재위험 관

정부는 자의적인 시장개입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리보다는 수수료 인하에 초점을 맞춘 감독이었으며

적기 시정조치는 과감히 펼쳐야 하며, 관련 당사자

현금서비스 총액설정 등 보다 더 직접적인 조치가

들이 책임을 가려 문제 해결에 노력해야 도덕적 해

필요했다. 그러나 당국은 카드사 부실문제가 본격

이 풍조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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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산업 분리의 한계 및 대안

KERI

이상묵(삼성금융연구소)

우리나라에선 금융과 산업을 엄격히 분리해야 한다는 견해가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 소급적용을 포함한 금산법 개정안
이 국회에 상정되어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금산분리 논리의 취약성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시스템 리스크의
차이에 비례한 금산분리 논의를 모색하며 금산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과 산업을 엄

신인의무 위반이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주

격히 분리해야 한다는 견해가 확산되는 추세에 있

장도 비합리적이다. 고객의 자금을 고객의 이익에

다. 하지만 경제적 논리를 갖추지 못한 불합리한 주

상충되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금융회사는 고객기반

장에 기초한 규제가 논의되고 있고 시스템 리스크에

을 상실할 것이기 때문이다.

비례한 규제라는 금융규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무차별적이고 과잉규제적인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다만 시스템 리스크의 가능성은 금융업에 대한
특별한 규제의 필요성을 제공하는 타당한 논거로

우선 금융과 산업간 결합이 기업의 확장을 심화

보인다. 여기에도 은행의 경우 시스템 리스크가 가

시키고 독과점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논

장 크므로 규제도 강해야 하지만, 증권, 보험의 경

리적 근거가 부족하다. 금융회사가 부채비율이 높

우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

다는 것을 근거로 제기하나 시장의 견제를 받지 않

어야 하며, 카드업의 경우 일반 기업과 다른 규제를

고 기업 확장용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

가할 근거가 희박하다. 따라서 금융과 산업간 분리

하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과 산업간 결합이 공정경

논의도 금융업종간 시스템 리스크의 차이를 반영하

쟁을 저해하고 금융 중개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므로

여 전개되어야 한다.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계열
기업간 거래가 비계열기업과의 공정경쟁을 저해할

최근 박영선 의원의 금산법 개정안은 소급적용이

가능성은 금융회사와 계열간의 관계에 국한된 것이

추구하는 공익은 불분명하나 침해되는 사익은 분명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금융과 산업간 결합이 이

하므로 위헌적 소지가 크다고 판단된다. 금산법이

해상충을 통해 고객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

추구하는 공익의 실체가 은행업 이외의 업종에 대

장도 분리의 논거로는 미흡하다. 계열사 지원에 따

해서는 크지 않으므로 금산법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른 원가상승분의 소비자 전가 여지는 해당 제품 시

공익 자체의 기반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또한 금산

장의 경쟁에 의해 제한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여

법의 금산분리 조항은 금융업종간 시스템 리스크의

기에 고객의 자금으로 기업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은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은행업 이외의

Ⅰ. 2005년 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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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에 대한 규제의 실익이 크지 않음에도 과잉

을 추구하는 것으로 위헌적 내용이다. 또한 삼성카

규제를 가하는 성격을 지닌다. 여기에 5%라는 기준

드가 보유하고 있는 에버랜드의 주식에 대한 매각

선 또한 실질적인 지배력의 차이나 국민경제에 대

명령이 실행된다면 유예기간을 부여하더라도 20%

한 위험의 차이가 아닌 자의성을 담보하고 있어 처

가 넘는 비상장주식을 헐값으로 매각할 수밖에 없

분명령이 추구하는 공익의 실체가 불분명하다. 이

어 삼성카드의 기업가치가 훼손되고 삼성카드의 지

와 함께 금산법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이미 형

배주주는 물론 소액주주의 이익도 침해될 가능성도

성되어 있는 신뢰이익을 침해하면서 불확실한 공익

있다.

[세제]

보유세제의 위헌성 검토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KERI
김상겸

2005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신설 부과중이나 그 도입목적이나 취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편이다. 본 연구는 종합부
동산세의 배경과 기본적 성격에 대한 논의를 통해, 가격안정을 위한 보다 바람직한 방안은 부동산의 시장기능의 활성화
임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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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보유세 세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한다는

과세의 원칙, 조세평등주의,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취지로 2005년부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신설

위배되어 위헌적 소지를 안고 있다. 독일의 순부유

부과중이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다음과 같은

세(net wealth tax)에 대한 독일헌법재판소의 판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먼저, 종합부

례를 통해 판단할 때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수준

동산세는 도입목적이나 취지가 명확하지 않다. 정

은 반액과세의 원칙에 위배, 위헌소송에 휘말릴 가

책도입의 목적은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세부담

능성이 있다. 넷째, 재산보유세를 국세화하는 것은

의 형평성 제고나 조세수출의 억제, 부동산경기 대

조세논리상에도 맞지 않다. 재산보유세는 안정적

응 등으로 일관성 없이 변해왔지만, 정책도입의 목

세수확보와 응익기능에 충실한 조세로써 지방세로

적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그 효과 역시 뚜렷하지

서는 이상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않을 수 있다. 둘째, 조세형평성 강화의 수단으로

이를 국세화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보유세(종합부동산세)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다섯째, 지방재원의 위축과 이로 인한 지방자치제

않다. 세수확보용 세목인 보유세를 형평성 제고를

의 위축문제도 예상된다. 지방세인 보유세의 일부

위해 사용하는 것은 과세논리상으로도 적절하지

를 국세화하는 것은 그 세수를 지방재정소요 재원

않을 뿐 아니라 정책도입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

으로 이양한다하더라도 중앙정부가 배분권을 갖고

기 때문이다. 셋째, 무엇보다 종합부동산세는 반액

있어, 지방자치제의 위축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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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섯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평가체계가 적

전담할 상설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정

절히 갖추어지지 않아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우

부가 제시한 세율 및 세부담을 대폭적으로 완화해

려가 있다.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 토지 등

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지방분 재산세의 세율은

에 대한 평가체계가 적절히 갖추어지지 않아 평가

단일비례세로(0.3%), 국세분 종합부동산세율 역시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낮으며, 평가에 소요되는 재

비례세가 바람직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세율의

원도 매우 클 것이므로 조세 효율성에 부정적이기

대폭적 인하가 필요할 것이다. 국세로 유지하는 경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우 지방자치제도의 위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

국세청의 비대화 문제도 심각하게 우려된다.

으므로, 절충안으로 국세대신 광역지방자치세로
도입함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재산세와 종

이 가운데 무엇보다 심각한 것으로 지적될 수 있

합부동산세에 부가과세되는 많은 세목들(교육세,

는 문제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세부담이 지

농어촌특별세 등 총4개)을 통폐합하여 세제를 단

나치게 높아 위헌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이다.

순화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안에서 제

정부가 제시한 안에 따라 세부담을 추정한 결과,

시하고 있는 과세대상의 기준(납세기준가 및 납세

많은 경우 위헌수준을 넘어서는 것은 물론 경우에

인원)은 그 논리가 매우 박약하므로 이에 대한 논

따라서는 몰수적 성격도 띠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

거를 보충하고, 충분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

다. 기대소득에 대한 전체 세부담을 분석한 결과

가 있다.

많은 경우 위헌논란의 수준(재산소득의 50% 이상
을 국가가 세금으로 가져감)을 넘는 것은 물론, 경

이제는 부동산 정책으로써 세제를 사용하는 것

우에 따라서는 사유재산의 실질적 국유화(재산소

을 지양해야 한다. 지난 30여년 동안 부동산가격

득의 100% 이상을 국가가 가져감)도 발생하기 때

급등기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부동산세제를 이용해

문이다. 이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격급등의 문제는 결코 해결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매우 심각한 조세저항

되지 않았음을 상기해볼 때 조세는 시장대응 또는

에 직면할 수 있다.

경기조절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정책수단임을 알
수 있다. 가격안정을 위한 보다 바람직한 방안은

이러한 맥락에서 평가할 때 종합부동산세의 도

부동산의 시장기능을 강조₩활성화하는 것이다. 가

입은 그리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없지만, 이러한

격급등문제의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가장 근본적

정책을 고수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다음과 같은 정

으로는 부동산시장 내부의 수급불균형 때문이므로

책들이 보완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먼저 지방세체

수요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을 충분히 늘리

계의 전면적 개편과 과세평가제도의 재정비 및 확

는 정책을 사용해야 한다. 합리적인 부동산세제의

충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별다른 기능도 못하면

개편은 이상과 같은 정책기조의 확립위에 과세논

서 복잡하기만 한 지방세체계를 세목 통폐합을 통

리에 따라 반듯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해 대폭적으로 쇄신해야 하고, 자산평가 업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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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상속과세제도의 합리적 개편방안

KERI
최명근(강남대)

본 보고서는 국제적으로 상속과세가 폐지되고 자본이득과세로 전환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상속과세 강화
일변도의 정책은 신중하게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임을 지적하고 조세인프라의 개선과 함께 상속과세의 자본이득과세로
의 전환을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여러 선진주요국에서 상속과세를 폐지하고 자본

자산 중 유가증권의 실명거래가 명실상부하게 정착

이득과세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 현재 국제적 경향

되지 못한 상태이고,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과

이다. 이는 상속과세를 통한 부의 집중 억제기능이

세가 복잡하며, 과세대상이 극히 일부분만에 국한

크지 않고 축적된 부에 대한 상속과세는 소득세와

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상속과세를 폐지할 경

의 관계에서 2중과세라는 것이 반영된 결과이다.

우 유가증권 가치증분에 대해 자본이득과세 대체가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조류에 역행하면서까지

어려운 실정이다.

시행되는 상속과세의 무조건적 강화정책에 대한 반
성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상속과세 개혁은 조세인프라의 개선
과 함께 과세유형을 유산과세형에서 취득과세형으

먼저 완전포괄주의를 통한 상속과세는 헌법이 천

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편 현재의 상속과세 중 다

명한 재산권보장 원칙인 조세법률주의와 상충되어

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것을

과세권자에게 제한 없는 유추해석을 허용하는 결과

본 보고서는 제안한다.

를 초래하고 과세기관의 폭넓은 재량적 판단권 남

34

용이 우려된다. 또한 민간부분 경제주체들의 조세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대한 과세는 소득세(자본

부담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침해되고 조세법 규정의

이득세 포함)로 대체

모호성은 과세기관의 자의적 해석을 낳아 결과적으

비상장주식 상장 시세차익에 대한 증여과세는 자

로 경제활동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속

본이득세로 대체

세 포괄주의는 폐지, 아니면 최소한 항목별 포괄주

증세 과세 후 개발이익 등에 대한 증여과세는 자

의 수준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상속과세

본이득세로 대체

의 폐지는 자본이득과세의 불비로 인해 당장 실행

부동산 무상사용수익은 증여세가 아니라 소득세

하기는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자본이득과세제도의

로 과세해야

완비가 선행되어야 피상속인이 유산을 보유하고 있

명의신탁은 형사처벌의 대상이므로 명의신탁을

는 기간 중에 발생한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해 적정

증여의제하고 이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

과세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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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토지]

분양가규제의 부작용과 개선방안

KERI

권주안(주택산업연구원)

분양가격 규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선 분양가격이 자율화되면 시장기능을 통
해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만큼 주택이 공급되어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분양가격 규제는 철폐되어야 한다. 주택가
격 급등이 없고 향후 주택가격 상승이 예상되지 않은 지역에 한하여 분양가격을 자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분양가격 규제는 가격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시

로 보기 어렵다. 분양가격은 mark-up pricing방

장정보 전달기능을 왜곡시켜 신규분양주택시장에

식이 적용되며 주변 시세의 일정 비율에 적정 이윤

참여하는 경제주체의 의사결정 효율성을 저해시키

을 합산하여 결정된다. 최근 수도권의 9개 분양사

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정시킨다. 분양가격 규제에

업의 수익성을 검토한 결과 주택건설업체의 분양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과 부작용을 검토하여 이를

이윤은 연 12.5%로 추정되었으나 자산가치 상승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분양가격 규

에 따른 소비자의 수익은 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

제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가격기

나 분양이익은 상대적으로 과다하다고 단정할 수

능을 회복시키도록 일조하는데 본 보고서의 목적

없다. 주택건설업체가 부담하는 사업위험과 브랜

이 있다.

드가치 등을 감안한다면 과도한 이익은 아닌 것으
로 판단된다.

우선 분양가격이 주택가격 상승을 가져오는 것
이 아니라 주택가격 상승이 분양가격 상승을 가져

셋째로 분양원가 공개는 매매가격의 하락으로

온다. Granger Causality 분석결과에 의하면, 분

연결되지 않는다. 원가공개는 분양가격을 하락시

양가격 상승이 주택가격 상승을 Granger cause

킬 수 있으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분양시점의 원

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가격 상승이 분양가격 상승

가공개는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상승

을 Granger cause하는 것으로 나타나 분양가격

요인을 사전에 감안할 수 없으므로 예정가격일 수

이 주택가격을 상승시킨다는 논거의 개연성은 없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세차익으로 투자수요가 발

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건설업체는 분양가격을

생하고 자산가치 상승률에 대한 기대가 클 경우 분

주변 시세에 연동시키는 mark-up pricing을 채

양가격 하락이 매매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기는 어

택하고 있다. 더욱이 수량면에서 재고주택의 3%에

렵다.

불과한 분양주택이 재고주택 가격을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어 효과는 매우 미미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논거를 토대로 할 때 다음과 같은 몇 가
지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로 분양가격

둘째로 주택건설업체의 분양이익은 과도한 것으

규제는 철폐되어야 한다. 분양가격 규제는 주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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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결정 구조를 왜곡시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저

투기수요에 따른 문제를 완화시킨다. 더욱이 공공

해하고 투기나 투자목적의 주택수요를 증가시키기

부문이 흡수한 시세차익은 저소득층 주거복지사업

때문이다. 지금 당장 분양가격 철폐가 어렵다면 일

에 투입할 수 있어 경제 전체의 효용과 복지 수준

정 기간을 설정하여 그 이후 전면 철폐하는 방안을

도 증대될 것이다. 셋째로 외환위기 이전 적용하였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분양가격 규제는

던 원가연동제 하에서는 지역별로 차등하여 규제

결과적으로 주택건설업체의 이윤 보다는 소비자의

를 적용하였다. 향후 주택가격 상승이 예상되지 않

시세차익을 옹호하는 선택을 한 것이다. 채권입찰

은 지역에 한하여 분양가격을 자율화하는 방안을

제는 분양받은 자나 공급자의 이익을 감소시키고

통해 규제의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토지]

재건축규제의 허와 실

KERI
최막중(서울대)

재건축은 재개발과 더불어 이미 개발이 완료된 기성시가지에서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지만 우리 사
회는 재건축 그 자체를 규제하고 있다. 재건축을 억제하면 결국 강남과 같은 지역의 주택가격은 더욱 상승한다. 강남과
같은 기성시가지에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재건축이 억제되기보다 오히려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지금까지 재건축에 대한 부정적 인

는 행위’
라는 도덕적 차원의 비난이 내재되어 있

식에는 많은 오해가 내재되어 있음을 지적함으로

다. 그러나 재건축도 토지지분과 재건축비용을 상

써, 향후 재건축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

호 교환하는 거래에 의해 이루어지는 합리적 경제

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재건축은 재개발과 더

행위로서 이를 도덕적 차원에서 비난할 근거는 없

불어 이미 개발이 완료된 기성시가지에서 주택공급

다. 둘째로‘난개발’
을 이유로 재건축 행위 그 자체

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우

를 억제해서는 안된다.‘난개발’
이란 토지이용의

리 사회는 재건축에 대해 많은 부정적 인식을 갖고

부정적 외부효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시

재건축 그 자체를 규제하려고 하고 있다.

장실패는 원칙적으로 용적률 등에 대한 토지이용규
제와 같은‘계획 규제’
를 통해 해결하여야 할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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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재건축에 대한 각종 공공 규제가 근본적으

이다. 셋째로 건축경과년수 및 안전진단 규정에 따

로 주택을 공공재(public goods)의 관점에서 보고

른 재건축 시점 규제는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

있으나 사실 주택은 가치재(merit goods)의 성격

다.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재건축을 자원의 낭비

을 지닌다. 재건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저변에는

라는 이유로 규제해서는 안되며, 재건축 시점 규제

재건축이 이른바‘내 돈 한 푼 안들이고 새 집을 짓

는 집단의사결정과정에서의 동의요건에 따라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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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넷째로 재건축에 대한 점

다면, 지금까지의 정책은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유형태 규제인 임대주택 의무비율제도는 정책 목
표가 불분명하다. 재건축 임대주택은 그 수혜 대상

강남과 같은 기성시가지에서 궁극적으로 주택

이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주택소유자에 대해 일방

가격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재건축이 억제되기보다

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규제라는 논란을 피할 수 없

오히려 활성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

다. 더욱이 재건축 임대주택을 기반시설연동제에

서 재건축 대상 요건을 준공 후 20년에서 40년으

서와 마찬가지로 개발이익의 환수라는 차원에서

로 연장하는 등의 조치는 문제를‘해결’
하는 것이

정당화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다섯째

아니고‘연기’
하는 것에 불과하다. 정책 당국자의

로 재건축에 대한 주택규모 규제인 소형주택 의무

입장에서는 당장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하고 시끄러

비율제도는 재산권 침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주

운 일을 회피할 수 있겠지만, 이는 여전히‘구더기

택정책 목표도 달성하기 어렵다. 평형규제는 주택

가 무서워 장을 담그지 못하는 것’
과 같은 처방이

규모별 수급불균형에 따른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

다. 오히려 재건축을 억제하여 주택 공급이 확대될

래하며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위해서도 실효성이

수 있는 길을 봉쇄해 버리면 결국 강남과 같은 지

없는 제도이다.

역의 주택 가격은 더욱 상승하게 될 것이므로, 이
는 문제를 더욱 증폭시키고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은 이른바 투기 때문에 부동

래하게 된다. 지금부터라도 당장의 대증요법에 의

산 가격이 오른다는 문제 인식에 기초하여, 투기를

존하기보다 구조적인 처방을 통해 문제 해결을 도

구분하여 색출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모함으로써‘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정책

러나 투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과, 투기만

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

골라내어 잡을 수 있다는 두 가지 전제에 오류가 있

록 해야 한다.

[부동산₩토지]

수급원리 반영한 토지규제 개편방안

KERI

김정호(자유기업원)

농지₩임야 토지관련 제도 중에서 시장경제원리, 즉 수요와 공급 원리의 작동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다. 우리나라는 전통
적으로 공급을 늘리기 보다는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에 치중해 왔다. 주택이나 상가, 공장용지 등의 값이 낮아지고 국민
들의 공간 생활이 풍요로워지려면, 토지나 주택 등의 수요가 있는 곳에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농지₩임야 토지관련 제도 중에

해하는 것들을 찾아내어 개선책을 제안하는 데에

서 시장경제원리, 즉 수요와 공급 원리의 작동을 방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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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을 늘리기 보다는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에 치중

우리 국토 중에서 택지, 학교용지, 업무용지 등 도

해왔다. 부동산 값이 오를 때마다 등장하는 투기억

시적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의 비율을 늘려야 한다.

제책들이 그것이다. 투기억제책으로 시장을 마비

계획 목표를 연간 몇 천 만 평이라는 식이 아니라,

시키고 일시적으로 매매가격을 잡을 수는 있겠지

택지와 농지의 가격차를 줄이는 식으로 재편해야

만, 소비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는 없다. 오

한다. 둘째로 택지분양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 택

히려 주택건설 등 건축행위를 억제해서 오히려 주

지지구를 분양하면서 층수와 녹지율을 제한하는

거비 부담은 높아지고 장기적으로는 매매가격도

것은 불합리하다. 개발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선택

더욱 높아진다. 높은 집값₩땅값 문제에 대한 궁극

하는 밀도와 녹지율이 정부의 목표치에 도달할 때

적 대안은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다. 또 단순히 공

까지 택지의 공급을 늘리는 것이 시장을 보완하는

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지역, 다시 말해

정책이다. 셋째로 대체농지 조성비 등은 폐지해야

서 집값, 땅값이 비싼 지역에 집중적으로 공급이

한다. 바다를 메우고 산을 헐어서 새로 농지를 만

늘어야 한다.

들어야 할 이유가 없다. 장기적인 검토과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 문제에서 중앙정부가 손을 떼는

다른 재화들과는 달리, 토지 공급을 늘리는 데에

것이다. 토지규제권의 대부분을 지방정부에게 넘

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이는 택지공급

겨주어야 한다. 이것은 근본적 개혁을 필요로 한

에서의 병목현상 때문이다. 문제는 기존 농지 및

다. 예컨대 국토종합계획의 폐기, 전국 단위의 용

임야들이 작은 면적으로 쪼개져 소유되어 있다는

도지역제 폐기, 중앙관리식 농지제도 폐기, 산지관

사실에 기인한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개발에 필요

리방식의 변경, 획일적 토지적성평가제 폐기, 개발

할 정도의 대규모 필지를 만들려고 하면 수백수천

권의 지방화, 진정한 건축협정제의 도입 등이 이러

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필지를 매입해야 하고 그 과

한 근본적인 개혁에 필요한 것들이다.

정에서 필연적으로 소위‘알박기hold-out’현상
이 나타난다. 이는 불가피하게 정부의 고유권한인
수용권이 발동됨을 의미한다. 물론 원래의 토지소
유자에게는 손해가 가지 않도록 충분한 보상이 이
루어진다는 전제가 필요하지만, 어쨌든 정부 없이
는 난개발을 피할 정도의 대규모 택지개발은 어렵
다. 여기에는 한 가지 단서가 있다. 토지의 개발과
정에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
것은 시장흉내내기(market mimicking)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
토지관련 규제개편 방안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과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눌 수 있
다. 우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으로는 다음의 것
들이 있다. 첫째로 토지공급이 확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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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토지]

수도권 규제정책의 비판적 검토

KERI

임상준(초빙연구위원)

소위 정책적 규제로 칭해지는 수도권 규제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에 가리어 그 규제로 인한 구
체적 득실과 정책의 공과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경제적 효율보다는 정치적 논리에 더 큰 영향
을 받아온 현행 수도권 정책은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그 타당성이 재검토되어야 하고, 세계시장에서의 국가경쟁력 확보
를 위한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1960년대 이후 40여 년 동안 지속되어온 수도

수용할 수 있는 도시의 기반시설과 대응능력을 고

권 규제는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기치 아래 더욱 강

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하나의 도시가 만들어지

화되면서 중앙정부, 수도권지자체, 기업간 갈등을

는 과정은 매우 자연스러운 시장원리의 결과이므

증폭시키고 있다. 수도권 집중억제 규제가 이렇게

로 과밀을 이유로 도시 규모를 제한하려는 인위적

오랫동안 지속된 것은 수도권의 과밀해소, 지역균

인 규제는 별반 효과가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경

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상

험으로도 입증되었다.

당히 공고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들 목
표가 과연 타당하고 실현 가능한 것인지, 그 목표

우리나라에서 수도권 규제는 지역균형발전의 핵

를 위해 선택한 입지규제 등의 정책수단이 적합한

심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로 1인당

것인지, 규제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부작용을 상

생산과 소비수준을 보면 수도권과 지방간 현격한

쇄하는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는 이루어지지

격차를 발견하기 어렵다. 설사 지역 간의 격차를

못하였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개방경제하에서의
수도권을 규제한다고 해서 지방이 발전하지는 않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수도권 규제는 그 목표
설정이나 정책수단의 선택, 수단간 정합성 등에서

으며 규제받는 자본은 해외로 유출되어 오히려 국
가경제의 하향평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 규제가
경제적인 고려보다는 정치적 논리와 시대상황의

수도권 규제는 시장의 원리에 따라야 할 기업의

변화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으며 유지되어 왔기

입지결정을 정부가 강요하는 바람에 기업의 비용

때문이다.

을 상승시키고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경제활동의 공간적 집적은 시장메카니즘의

수도권 규제가 전제하는 수도권 과밀의 여부는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점에서 볼 때 인위적인 규제

단순히 면적 대비 인구의 많고 적음이 아닌 인구를

와 분산정책은 시장의 작동을 방해하는 경제적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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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을 발생시킬 우려가 크다.

라 지방이 지역발전의 책임을 갖도록 정책방향을
재설정할 때 이루어진다. 이러한 차원에서 향후의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수도권 정책의 개선방향
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수도권 정책은 물리적 규제보다는 시장기능의 활
성화를 통한 간접 관리로 전환되어야 하며, 규제가

우선, 수도권이 동경권, 북경권, 상해권 등 이웃

필요하더라도 중앙정부가 아닌 잠재적 경쟁에 직

대도시보다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지식산업

면해 있는 지방정부가 규제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클러스터로서 자연스러운 집적을 도모할 수 있도
록 규모와 업종에 따른 입지규제부터 완화해 나가
야 한다.

아울러 교통₩주택₩환경₩교육 등 수도권 문제는
입지규제가 아닌 개별적 도시문제로 풀어나가야
하며, 수도권 정책은 반성장(Anti Growth)이 아

또한 지역균형발전은 수도권 억제가 아니라 지
방으로 행정적₩재정적 분권화가 선행되고 그에 따

닌 성장관리(Growth Management)정책으로 그
방향이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

교육부문 3불정책과 경쟁원리

KERI
안재욱(경희대)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교육부문의 후진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3불정책을 폐지하고 대학입시를 대학 자율에
맡기는 것이다. 학생선발을 대학의 자율에 맡기면 학생 선발의 통로가 다양해지며, 선발의 다양한 통로를 마련하면 학
생들 사이의 입시경쟁이 근본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 교육시장을 개방하여 교육기관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넓힐 필요가
있다. 기여 입학생을 정원 외로 선발한다면 다른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박탈하지 않고 오히려 소득재분배와 교육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교육부의 3불정책(고교등급제, 본고사 및 기여입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 규제는 실력 있는 학생과 고

학제 금지)은 교육기회의 균등의 원리에 위배되며,

등학교에 대한 역차별로 이 규제로 인해 우수학생

입시경쟁을 부추기고, 사교육비를 증가시킨다는 논

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거를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고교등급제 및 본고사

40

불가에 대한 교육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미약하다.

본고사와 고교등급제가 입시경쟁을 오히려 부추

이 규제는 교육의 권리는“능력”
이라는 조건에 의

기고 있다. 학생들 간에 내신 성적의 등급을 더 잘

해 정해진다는 헌법 제31조 규정“모든 국민은 능

받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어 입시경쟁을 더욱 치열

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는 조항에

하게 만들고, 입시위주의 고교교육은 더욱 암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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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되고 진학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위주의

되고, 더불어 대학 간의 경쟁에 따라 대학 교육이

교육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고등학교에서 학

질적으로 향상되며 외국으로의 조기유학도 감소할

생들의 성적을 높이기 위해 시험문제를 쉽게 내거

것이다.

나, 시험문제를 사전에 가르쳐주거나, 참고서에 있
는 문제를 출제하는 등의‘성적 부풀리기’현상이

기여입학제 도입에 대해서도 전항적으로 검토할

만연해 있다. 전국 1,252개 고등학교의 60.5%가

시점이 되었다. 기여 입학생을 정원외로 선발한다

주요 12개 과목에 대해 성적 부풀리기를 하고 있으

면 다른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박탈하지 않고 오히

며 한 과목이라도 성적을 부풀린 학교가 전체의

려 소득재분배와 교육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장학

98.2%에 이르고 있다. 사교육비를 포함한 교육비

금을 확대할 수 있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

용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학부모와 학생,

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기여입

그리고 들이는 비용에 비해 학력이 늘어나지 않는

학제는 교육의 기회 균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헌법

다고 생각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해외를 유학을 떠

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헌법에 합치된다.

나고 있다. 학교의 차이에 관계없이 내신이 반영되

기여입학제는 장기적으로 대학간 경쟁을 유발하게

어야 하므로 대학들이 장기적으로 내신을 적게 활

되어 대학 교육의 경쟁력이 제고되는 긍정적인 효

용하고, 비용을 들여가면서 좋은 학생을 선발할 다

과가 발생한다. 교육을 잘 시켜 우수한 인재를 양

른 방법을 찾아내려고 한다.

성한다는 평판을 얻으면 지금 당장은 기여입학제
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대학도 나중에는 기여입학

근본적인 대책은 3불정책을 폐지하고 대학입시

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여입학과 관련한 재

를 대학 자율에 맡기는 것이다. 학생선발을 대학의

정수입은 철저히 교육시설투자와 장학금 등에 한

자율에 맡기면 학생 선발의 통로가 다양해지며, 선

정해 집행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

발의 다양한 통로를 마련하면 학생들 사이의 입시

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경쟁이 근본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 학생선발, 정
원, 등록금, 기여입학 등 모든 것을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각 대학은 각자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생
선발방법을 개발함으로써 극심한 입시경쟁을 완화
할 필요가 있다.
대학 간의 경쟁으로 학교교육의 질이 높아져 학
생들의 학력이 향상될 것이고, 과외비 부담이 덜어
질 것이며, 외국으로 조기 유학이나 교육이민을 가
는 경우가 크게 감소할 것이다. 또한 교육시장을
개방하여 교육기관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넓힐 필
요가 있다. 외국의 어느 학교든 한국에 와서 대학
을 설립하고 학생들을 교육시킬 수 있도록 시장을
개방하면 국내 대학들에 대한 경쟁의 압력이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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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제도의 위헌적 요소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

KERI
조전혁(인천대)

사학법인은 교육이라는 공익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독지가가 사재를 기부하여 세운 기관으로, 사법인이 보유한
재산을 마치 사회에 공여된 공공재산으로 취급하여 국가 또는 재단 외 제3자가 관리권을 주장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크다. 또한 교과서 자유발행제나 인정제를 채택하여 교육을 통해 정권의 정당성을 합리화하고 교과서를 정치적 선전의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막고 민주적 다원주의를 확보해야 한다. 더불어 교육부는 매년 학년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원자료와 전반적인 결과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교육은 공공성이 크다는 사실이 반드시“교육은

야 할‘절대적 가치’
는 아니다. 사학법인은 그 사

공공재다”
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 교

업의 목적에 공공성이 있다고는 하나 그 자체가 공

육계에서는 교육의 공공성을 공공재로 착각하고

공단체는 아니고, 공공단체라고 할지라도 운영이

국가의 통제와 규제를 당연시하여 우리 교육은 사

반드시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지배 및

실상 국가독점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다. 현

의사결정 구조여야 할 필요는 없다. 사학법인은 교

재 우리 교육현장에서는 수많은 위헌적 규정, 관행

육이라는 공익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독지

들이 만연하고 있다. 국가독점적 교육체제라는

가가 사재를 기부하여 세운 기관으로, 사법인이 보

‘현실’
과 헌법정신이라는‘이념’
이 충돌하고 있다.

유한 재산을 마치 사회에 공여된 공공재산으로 취

여당이 내놓은 사학관련법개정안의 개정 방향은

급하여 국가 또는 재단 외 제3자가 관리권을 주장

사립학교의 지배구조를 학교법인 중심에서 학교

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크다.

구성원 중심으로 개편하고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
한 관할청의 감독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이다.

개방형이사제 조항은 국가가 사학법인 이사회
를 강제적으로 개편할 수 있다는 발상으로 사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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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개정안의 배경에 대해 여당은 사립학

인이‘재단법인’
이라는 성격의 본질을 훼손하는

교 운영의 공공성₩투명성₩민주성을 제고한다는 명

것으로서 사법인으로서의 성격과 사학 운영권에

분을 내세우나, 법개정의 명분으로 충분치 못하다.

대한 국가의 과잉규제에 해당한다. 친족관련선임

사학 운영의 투명성과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제한 조항은 인적인 혈연관계 때문에 임원선임을

부분인 사학재단 비리는 투명한 회계감사 및 비리

제한하거나 학교장 임면을 제한하는 것은‘역차

에 대한 처벌강화를 통해서 해결가능하고, 필요하

별’문제가 제기되며 위헌의 소지가 있다. 친인척

다면 외부감사제도를 의무화하는 것도 검토할 수

을 떠나서 부적격자를 이사 또는 학교장에 선임,

있다. 민주성은 정치적으로 소중한 가치이나 특별

임명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 반드시 추구해

논의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부적격한 인사가 임용

2005년 시장경제연구백서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가에 맞추어지는 것이

원주의를 확보해야 한다.

바람직하다.
교육부는 매년 학년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현재 교과용 도서는 극소수만이 인정도서로 되

를 시행하고, 그 원자료와 전반적인 결과를 극소수

어 있으며 나머지 도서는 모두 국정도서로 되어 있

정책집행자 및 정부출연연구원의 일부 연구원들에

고, 특히 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용 도서는 실

게만 공개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는 정보의 수집

질적으로 국정제로 운영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과 취재 활동에 대한 침해배제요구라는 점에서 자

교육체제에서 교육내용의 다양성과 자율성은 교육

유권적 성격을, 정보공개라는 점에서 청구권적 성

에서의 창의성, 개성, 그리고 수월성을 높이는 기

격을 가지며, 고도의 정보사회가 되어감에 따라 생

본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과용 도서에

활권적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헌법상의 알권

대한 규정 및 교과용 도서의 운영방식은 정부독점

리는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그 본질적 내용은

하에 있다. 이러한 체제 하에서는 개인의 학습권,

침해할 수 없으며, 헌재도 알권리에 관하여“직접

교사의 교과운영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함

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

에 따라 교육을 통한 국가의 경쟁력 향상에 지장을

는 한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고 판시하고 있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국정교과서 제도는 정부 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직접적인 이해관

도대로 편찬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선전도구로

계가 있는 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도‘특단의 사

이용될 가능성이 있고, 검정도서와 인정도서 역시

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

정치적 도구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원칙적으

가와 관련한 자료와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 원자료

로 교과서 자유발행제나 인정제를 채택하여 교육

등에 관한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국민들의 알권리

을 통해 정권의 정당성을 합리화하고 교과서를 정

를 제약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

치적 선전의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막고 민주적 다

[교육]

중₩고교 경제교과서의 내용 검토 및 개편방향

KERI
김영용(전남대)

본 연구는 한국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하여 중₩고등학교 사회 및 경제교과서를 분석, 문제
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반자본주의, 반시장, 그리고 반기업 정서를 불식 또는 완화하고, 향후 교과서 편찬에 보
탬이 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보고서에서 분석하고 있는 중₩고교 경제교
과서는 제7차 교육과정의 총 26종 교과서이다.

이들 교과서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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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시장과 기업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다.

인은 정부에 의한 진입장벽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들 교과서에서 시장과 기업은 주어진 것으로 간

대한 설명 없이 독과점의 폐해만을 기계적으로 설

주되어 시장이 작동하는 구체적인 모습과 기업 및

명함으로써 반기업 정서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

기업집단의 존재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으며, 기업

고 있다. 공정한 경쟁을 옹호하면서도 그 결과로

가에 대한 설명도 없거나 잘못되어 있다.

나타나는 차이를 공정경쟁의 문제로 설명하고 정
부개입의 당위성을 은연중에 주입하고 있다.

둘째, 이들 경제교과서는 분석적 사고보다 당위
와 소망에 기초한 사고형성을 조장하고 있다. 인간

현재의 제7차 교육과정의 교과서는 제6차 과정

행동에 대한 분석적 고찰이 없고, 당위와 소망 그

교과서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개

리고 공동체 의식에 기초해 개인주의보다는 집단

선과 보완이 필요하다. 먼저 다양한 경제현상에 대

주의 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으며, 기업 및 기업가를

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참고서가 없더라도 학

공적 존재로 부각시키고 기업의 책임과 윤리를 지

생 혼자 경제현상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두꺼

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셋째,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운 교과서를 편찬할 필요가 있으며, 윤리와 도덕적

를 폄하하고 정부역할을 미화하거나 과대평가하고

접근보다는 경제현상에 대한 원리적 설명을 충실

있다. 자원의 희소성으로 어느 체제에서나 존재하

히 하여 경제원리 습득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

는 문제를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탓으로 돌림으로

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가

써 반자본주의 및 반시장 정서를 조장하고 있다.

치의 문제가 아닌 논리의 문제이므로 사례를 곁들

또한 시장과 기업은 사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많은

인 체계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아울러 시장경제의

문제를 유발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으며,‘지

작동원리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시장

나친’또는‘과당’
이라는 용어를 남발함으로써 시

은 기본적으로 불완전하고 시장의 실패도 발생할

장경제와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있

수 있으나, 다른 어떤 대안보다 자원배분 문제를

다. 반면, 정부는 언제나 선하고 전지전능하며 공

더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평등도 더 잘 달성한다는

익을 추구하는 존재로 설명하고 있을 뿐 정부도 잘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기업과 기업

못할 수 있다는 정부실패에 대한 언급이 없다. 넷

집단, 기업가와 이윤, 시장구조와 독과점, 정부의

째, 완전경쟁, 독과점 및 공정경쟁에 대한 편향된

본질과 역할 등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설명함으

시각을 주입하고 있다. 완전경쟁시장은 분석의 출

로써 왜곡된 반기업 정서와 정부에 대한 맹신을 불

발점으로는 타당하지만 평가기준이나 달성목표로

식시킬 필요가 있다.

설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독과점의 궁극적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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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방송]

신문시장의 규제와 경쟁정책의 방향

KERI
김현종

경품의 제공은 가격정보에 민감한 정보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신문사의 가격차별 전략으로서, 이를 제한하는 규제는
정보소비자의 후생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신문시장은 일반 제조업과 비교하여 시장 집중도가 높지 않으며 인터넷 매
체 등의 신규진입이 용이하여 시장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심각한 과점구조는 아니다. 또한 유료 일간신문들은 방
송, 인터넷 매체, 무료신문 등과 광고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강화는 그 근거가 취약하며 형평성을 결여할 우려가 있다.

정부는 신문이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고 공공성

신문법 제17조는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전

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2005년 1월“신문등의

년 12개월 평균 전국 발행부수의 30%이상이거나

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이하 신문법)”
을 전면

3개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전년 12

개정하였다. 또한 정부는 신문업의 산업구조적 특

개월 평균 전국 발행부수의 60%이상인 경우(단,

성을 고려하여“신문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

시장점유율이 10%미만인 사업자는 제외) 시장지

및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유형및기준(이하 신

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문법 제17조

문고시)”
을 규정하고 있다. 신문법 개정은 시장지

는 신문업의 관련시장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인터

배적 지위남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시키는 방향으

넷신문과 무료신문은 제외하고 일반 유료 일간신

로 이루어졌으며 신문고시는 경품제공을 제한하고

문 및 특수 유료 일간신문만을 산정하도록 규정하

있다.

고 있다.

신문고시는 경품류 및 무가지를 합한 가액의 한

이렇게 신문법 제17조는 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

도를 매출액의 20% 이내로 제공하도록 제한하고

배적 사업자의 추정기준보다 강한 기준을 적용하

있다. 그러나 경품의 제공은 가격정보에 민감한 소

고 있는데, 강한 기준을 적용하는 논리적 근거가

비자(정보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가격차별 전략

부족하다. 신문시장은 일반 산업과 비교하여 시장

으로서, 이에 대한 규제는 정보소비자의 후생을 침

의 집중도가 높지 않고, 효율성 저하가 우려될 정

해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신문선호도에 대한 조

도로 심각한 과점구조가 아니므로 신문시장에 대

사, 가격정보취합 여부에 대한 조사 등 신문시장의

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을 위한 시장점유율

소비자에 대한 분석이 수반되지 않는 채 일률적으

기준을 강화시키는 정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한

로 경품제공을 제한하는 정책은 사회후생을 감소

편, 유료 일간신문들은 방송, 인터넷 매체, 무료신

시킬 우려가 있다.

문과의 광고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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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관련시장으로 인터넷 신문 및 무료신문이 포

그러므로 신문시장의 경품 및 무가지 제공 규제

함되어야 할 것이다. 인터넷 매체 및 무료신문과의

는 신문독자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소비

경쟁을 고려할 때 일부 유료 신문사는 자사의 시장

자후생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재조정되어야 할 것

점유율이 높다고 하여도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

이다. 또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기준은 여타 산

하여 독점가격을 책정, 유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장점유율 기준과 관련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강화는 그 근거가

시장 획정기준을 여타 산업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취약하고 신문사간 형평성을 결여할 우려가 있다.

것이 적절한 경쟁정책의 방향이라고 판단한다.

[신문₩방송]

방송시장 규제와 경쟁촉진

KERI
최충규

현행 방송법은 방송매체의 소유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소유규제는 방송의 공익성과 다양성을 구현하고자 하
는 데 그 목적이 있지만 불가피하게 방송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현행 방송법에 의한
소유규제와 방송광고 판매규제의 타당성을 산업조직론적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우리나라 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
혁방안을 제시한다.

현행 방송법은 기술방식에 따라 방송시장을 라디
오방송, TV방송, 지상파방송, 유선방송, 위성방송

적으로 교정해야 할 사항이지 사전적인 규제에 의
거 획일적으로 다스릴 사항이 아니다.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구분은 소비
자의 수요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우며 이에 기초한

대기업의 방송시장 진출을 제한하는 이유는 방송

소유집중규제는 경쟁촉진 및 사회후생 증대와 괴리

의 공익성 위축과 대기업의 정치사회적 영향력 확

될 수밖에 없다. 방송법은 또한 일반추정방법에 의

대에 대한 우려 때문이나 이제는 설득력을 잃어가

거 교차소유 및 겸영을 제한하고 있는데, 일반추정

고 있다. 더욱이 최근과 같이 지상파방송에 대한 대

방법은 분석방법 및 절차가 단순하고 규제의 예측

안매체의 성장부진, 방송시장 개방, 방송의 디지털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장점이 있으나, 임계치의 설

화 및 문화산업화, 방송₩통신₩신문₩출판 등 미디어

정이 자의적이고 개별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

산업 간의 융합 등으로 경쟁력 있는 콘텐츠의 생산

한다는 문제가 있다. 한편,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행

과 유통이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대기업에 대한 소

사를 방지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종합유선방송

유규제는 오히려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으로

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간 겸영규제는 합리

예상된다.

적인 시장획정에 기초하여 공정거래법에 의거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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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방송매체 소유를 규제하는 이유는 방

의해 다시 광고시간이 자의적으로 할당됨으로써 자

송의 공익성 확보 외에도 문화종속에 대한 우려 때

원배분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 또한 KOBACO

문이나, 외국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문화적 할인

독점체제는 정부의 방송통제에 취약하고 광고시장

(cultural discount)이 작용하여 외국 프로그램으

개방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곤란하다.

로 인한 문화종속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 종합유선
방송이나 위성방송 등의 다채널방송의 경우 외국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

프로그램의 유입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국

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 먼저, 현행 방송법상의

내 다채널방송의 디지털화와 경쟁력 향상에 기여

교차소유 및 겸영규제는 공정거래법과 기업결합심

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적지 않다.

사기준에 의한 소유집중 규제로 대체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둘째, 대기업의 방송시장 진출에 대한

지상파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광고공사

규제는 대폭 완화해야 한다. 셋째, 외국인의 소유

(KOBACO) 또는 동 공사가 출자한 방송광고판매대

제한 문제는 국익을 고려한 전략적인 차원에서 접

행사를 통해서만 방송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제되

근하되 불필요한 규제는 전향적으로 완화할 필요

고 있다. 그러나 KOBACO의 독점과 광고료 규제로

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KOBACO 독점체제

인해 만성적인 수급불균형이 발생하고 KOBACO에

는 조속히 경쟁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문화₩의료₩기타]

영화산업의 구조변화와 스크린쿼터의 유효성

KERI
이태규

본 보고서는 한국영화산업의 구조가 수직계열화한 대형영화사 중심으로 재편되었고 이들이 상당수의 한국영화를 투자
₩배급하는 상황에서 국산영화의 상영기회는 안정적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따라서 상영기회 보장이라는 목적
의 스크린쿼터제는 그 유효성을 상실하고 있는 반면 자유무역 확산으로 규제비용은 더욱 증가하고 있어 규제개혁이 시
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한국영화산업은 큰 변화를 겪었

조적 변화가 있다. 그것은 과거의‘충무로’
로 대표

으며 가장 눈에 띠는 변화는 역시 한국영화의 시장

되는 소규모 제작자본 위주의 산업에서 벗어나 영

점유율 상승인데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50%를

화의 제작₩배급₩상영 단계를 수직적으로 결합한 대

넘나들어 2004년에는 59.3%를 기록하였다. 이와

기업 계열의 영화사가 산업을 주도하는 구조로 변

같은 시장점유율의 비약적 상승은 표면적인 변화이

화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구조변화로 인해

며 이와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한국영화산업의 구

영화의 시장수요 자체도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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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영화를 지속적으로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정거래법을 통해 사후적 규제가 가능하다.

능력이 배양되었으며 이것이 시장점유율의 상승으
로 연결되어진 것으로 본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다.

한편 멀티플렉스의 도입으로 한국영화의 상영기

영화산업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스크린쿼터의 비용

회는 늘어났으며 스크린쿼터가 다양한 한국영화의

과 편익의 상대적 크기도 변화하므로 현 시점에서

상영을 보장하지도 않는다. 멀티플렉스에 의해 증

산업구조 변화를 고려한 동태적 시각에서 스크린

가된 스크린 수는 한국영화에 보다 많은 상영기회

쿼터의 유효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를 주고 있으며 성수기에 헐리우드 블륵버스터에
밀려 한국영화들이 상영 기회를 잡기 어려웠던 과

전체 한국영화 중에서 대형영화사가 투자₩배급

거 단관 극장시스템과는 상황이 다르다. 그러나 멀

하는 영화의 비중은 계속 커지고 있다. 2004년 현

티플렉스가 와이드 릴리즈(wide release) 방식을

재 수직계열화한 4개의 영화사가 배급한 영화가

통한 흥행영화의 스크린지배력을 보다 강화시키는

전체 개봉 한국영화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스크린쿼터가 영

수직계열화한 대형영화사가 상당수의 한국영화를

화의 다양성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즉 멀티플렉스

투자₩배급하는 상황에서 국산영화의 상영기회는

의 확산으로 증가된 스크린의 혜택이 독립영화나

안정적으로 보장되고 있다는 것이 본 보고서의 판

예술영화보다는 흥행이 예상되는 일부 영화에 집

단이다. 한국영화의 절반이상이 극장체인을 가진

중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대형 영화사들에 의해 배급되어 안정적인 스크린
을 확보하고 있으며 중형 배급사들의 활발한 배급

수직결합한 대형영화사에 의해 국산영화의 제작

실적까지 고려한다면 한국영화가 외화에 밀려 상

₩투자, 배급, 상영이 주도 되는 현재의 구조 하에

영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는 경우는 이제는 극히

서는 상영기회의 보장이라는 스크린쿼터의 목적은

드물 것이다.

상당히 희석되고 있다. 스크린쿼터의 편익은 감소
하는 반면 자유무역의 확산으로 인한 스크린쿼터

스크린쿼터를 통해 미국 배급사들의 독점적 지

의 비용은 더욱 커질 것이므로 스크린쿼터의 유효

위를 제한하여 경쟁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성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시장의 원리에

는 주장이 있으나 이도 설득력을 잃고 있다. 최근

맞지 않을뿐더러 규제로서의 상대적 편익도 적은

3~4년간 시장점유율 1, 2위를 독점하다시피 한 배

스크린쿼터 제도의 폐지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급사는 수직적 결합을 한 국내 배급사들이며 국내

시점이 되었다고 본 보고서는 주장하며, 또한 영화

영화시장에서의 미국 배급사들의 영향력은 그리

산업정책은 스크린쿼터와 같은 직접적 통제를 통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현재의 직배체제에

한 보호정책 보다는 산업의 하부구조 개선을 통해

서는 헐리우드 대작들은 당연히 미국 배급사들이

영화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꾀하는 방향으로 나아

배급할 것이며 국내 배급사들은 배급력를 가지기

가야 할 것을 제안한다.

위해서라도 흥행성 높은 국산영화를 라인업에 포
함시키지 않고서는 배급력을 행사할 수가 없다. 또
한 대형 미국 배급사들에 의한 블록부킹, 거래거절
등의 일반적 경쟁제한 행위에 대해서도 현재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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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료₩기타]

의료서비스산업의 규제개혁 방안

KERI
이주선

의료산업에 대한 규제와 비효율적 수가제도 등으로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의 비효율성이 존재하고 건강보험의 구조적 문
제로 인해 가입자 보호가 취약하고 재정도 불안정한 것이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산업의 문제이다. 본 보고서는 이의 개선
을 위해 시장경제원리의 도입 및 수가제도 개선 등을 통한 규제개혁으로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보험급
여체계의 개혁을 통해 건강보험의 역할을 확충해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의 의료산업에 대한 규제와 비효율적 수가

과다하여 위험분산이라는 보험의 기능을 제대로

제도 등은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의 효율성을 저하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비급여로 분

시키고 있으며 또한 건강보험의 구조적 문제로 인

류된 의료서비스가 많아 이들 서비스가 과다 공급

해 가입자 보호가 취약하고 재정도 불안정한 상태

되며 이로 인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가중될

이다. 먼저 의료산업에 대한 진입규제, 광고금지,

수 있다. 한편 경제성장 정체와 노령화로 인해 국

요양기관당연지정제도는 소비자후생을 저하시키

내총생산 대비 의료비용이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

는 규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행위별 수가제도는

이 있으며 이는 재정 불안정으로 연결될 것이다.

전체적인 의료서비스 과잉공급, 급여대상이 아닌
비급여 의료서비스의 과잉공급, 의료자원의 비효

이와 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율적 배분을 야기 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

시장경제원리의 도입을 통한 규제개혁으로 의료서

편 의약품 규제의 불합리성으로 인해 의약품 비용

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영리의

이 증가하여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료법인 허가, 의료서비스 관련 광고규제 완화, 요양

의료기관 평가의 불합리성으로 인해 의료정보 생

기관당연지정제도의 점진적인 완화를 통해 의료서

산이 부실하며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부재는 의료

비스의 질적 수준 개선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급체계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단기적으로는 목표의료비 제도를 도입하여 의료비
상승을 제어하고 궁극적으로는 포괄수가제를 도입

건강보험체계는 저보험료-저급여 구조로 의료
비에서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비율이 높아 건강보

하여 병원의 비용절감 및 경영혁신을 유도하여 의
료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꾀하여야 할 것이다.

험제도가 국민의료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
되는 결과를 낳았다. 저보험료-저급여 구조로 보

진료비지불제도의 개혁을 위해서는 의사가 비

험료를 조금 납부하는 대신 높은 본인부담금으로

용-효과적인 의약품을 선택하도록 하여 약제비 증

인해 막상 질병이 발생했을 때에는 경제적 지출이

가 억제를 유도할 수 있는 규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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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약제비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일반의약품과

본인부담금이 증가하여 경제적 부담이 따르므로

전문의약품의 재분류가 이루어져야 하며 약사에 의

이를 충당하기 위해 의료저축계정(Medical Saving

한 동일효능 저가 의약품으로의 대체 조제가 허용

Accounts)의 도입이 필요하다.

되어야 한다. 한편 기관 외래, 입원, 재활, 요양에
이르는 통합적 의료체계의 활성화와 각급 병의원

민간의료보험의 건강보험 보완 역할 설정과

간 전략적 제휴 원활화를 위한 의료기관 네트워크

cream-skimming 해결을 위한 민간의료보험시

를 설계하여 통합적 의료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장에 대한 적절한 규제도 또한 필요하다. 시장실패
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영역(예컨대, 고액의

보험급여체계의 개혁을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을

비용이 소요되는 중증질환)은 사회보험이 관장하

통한 급여 확대와 위험분산의 효율성과 의료비 부

고 민간의료보험은 사회보험에서 급여하지 않는

담의 형평성 제고가 필요하다. 즉 보험급여의 확대

나머지 부문에 대해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와 보험료 인상을 동시에 시행하고 자영업자의 소

하다. 민간의료보험시장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득파악에 보다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보험료 부과

cream-skimming 현상(보험자가 건강한 소비자

의 형평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원리에 충

를 선택하는 현상)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적

실하기 위해 고비용이 요구되는 질병치료에 대한

절한 수준의 시장개입도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제도

보장을 높이고 비용지출이 높지 않은 경미한 질환

개혁을 위해서는 포괄적이며 급진적인 방식보다는

에 대한 보장성은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증질

단계적인 정책시행 등을 통해 개혁시행 과정의 혼

환 위주의 급여구조로 바꿀 때 소액진료비에 대한

란과 비용을 축소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문화₩의료₩기타]

국가유공자 가산점제도의 법리적 검토

KERI
이인호(중앙대)

본 연구에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제도를 개관하면서 현행 가산점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이어 현행 가산점제도가
어떤 차별적 효과를 지니고 있으며, 외국의 관련 입법례가 어떠한지를 살펴본다. 이를 기초로 현행 가산점제도의 비합
리성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현행 국가유공자 가산점제도는 국가유공자 등에

특전으로 부여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원칙인 기회균

게 6급 이하 공무원시험, 교사임용시험, 공₩사기업

등의 원칙과 공정경쟁의 원칙을 본질적으로 파괴하

체 채용시험에서 각 시험 만점의 10%를 가산특전

고, 인적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과정을 왜곡시킨다.

으로 부여하고 있다. 매 시험에 만점의 10%를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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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우리나라의 가산특전제도는 세계적으로

진다. 10명 이하를 선발하는 소수직렬에서 가산특

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 외국의 경우 보훈대상자는

전자의 합격률은 100%이며, 따라서 일반인은 100

대부분 전쟁의 희생과 관련이 있는 군인이나 경찰,

점을 맞고도 불합격될 수 있다.

그리고 그의 유족이다. 또한 모든 나라가 국가유공
자에 대해 취업지원을 하고 있지만, 우리와 같이

가산점부여 횟수의 무제한성도 합리성의 한계를

가산특전제도를 두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으며, 다

넘어 선 것이다. 현행 제도는 일단 가산특전대상자

만 미국이 가산특전제도를 두고 있으나 우리 제도

에 해당되면, 경쟁시험에서 응시횟수에 관계없이

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몇 번이고 아무런 제한 없이 가산특전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현행 제도는“사기업체와

현행 가산점제도는 헌법적으로 근거도 없고 정

단체, 그리고 사립학교”
에 대해서까지도 가산특전

당화될 수도 없는 매우 광범위한 사람들에게 가산

을 부여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순수한 민간의 기

특전을 부여하고 있다. 외부의 적으로부터 국가를

업체와 단체에까지 가산특전을 통한 우선채용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한 사람들에게 합리적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합목적성이 없을 뿐만 아니

인 수준의 가산특전을 부여하고 공직에의 우선적

라 적합한 수단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

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
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위 목적에 부합하기 어려

합리적인 대안은 원칙적으로 1960년대의「군사

운 광범위한 공로자들, 예컨대 공상공무원, 순직공

원호대상자임용법」
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헌법 제

무원, 특별공로자와 그의 전 가족 또는 유족, 특히

32조 제6항에 의하여“우선적인 근로의 기회를 부

“자녀”
에게까지 가산특전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

여받는”국가유공자의 범위를 상이군경이나 전몰

는 전혀 합목적적이지 않다.

군경에“버금가는 정도의 희생자”
로 한정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는 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

광범위한 국가유공자의 자녀에게 각 시험마다

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예산을 적극

만점의 10%를 주는 가산특전의 효과는 가히 절대

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국가의 책임을 무고한

적이다. 한 해 약 1,500여명의 젊은이들이 자신의

젊은이들의 노력과 능력의 희생으로 전가하려고

귀책사유 없이 불합격되어 그 동안 쏟아 부은 정성

해서는 안 되며, 가산특전에 의한 합격자의 비율을

과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은 사회적으로 수인

모집정원의 30%로 제한한다고 해서 제도의 불합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 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리성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소수인원을 모집하는 공무원시험에서 특히 두드러

사항은 예산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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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료₩기타]

경제학적 관점에서 본「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KERI
이주선

성매매처벌법과 현행 집행 방식은 성매매 축소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성매매의 유통경로 가운
데 특정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유지되고 명시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성매매는 처벌을 유보하고, 신종 유통경로들에서 유
통비용을 축소하는 것에 대한 색출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성매매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의 집행과 제도의 도입
도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효율적인 제도나 인력을 국가비용으로 유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연구는 1. 섹스는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우리나라가 지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연

2. 섹스가 좋은 것이라면 왜 섹스가 거래되는 성매

혁을 가진 성매매에 대한 법 및 정책은 1961년 제

매는 제재되어야 하는‘나쁜 것’
(bads)인가? 3. 성

정된「윤락행위방지법」
과 1962년에 가입한「인신

매매가‘나쁜 것’
이라면 현재 시행중인「성매매 알

매매 금지 및 타인매춘행위에 의한 착취 금지에 관

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이하“성매매처벌법”
)과

한 유엔협약」등을 근간으로 하여 금지주의적 관

집창촌 단속을 위주로 한 집행은 성매매를 제재하

점에서 제재가 이뤄져 왔으나 그 효과는 지극히 제

는 데 효과적인가? 라는 세 가지 질문에 답하기 위

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국가의 정책이

해서 시작되었다. 이 질문들에 대한 경제학적 관점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걸친 경제개발기에는 이

에서의 합리적인 대안의 정리는 향후 성매매와 관

를 방조 내지는 조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된 적도 있

련한 다양한 논쟁에서 보다 합리적으로 성매매를

었다. 그러나 성매매에 대한 점증하는 사회의 우려

설명하는데 기여함은 물론, 사회가‘나쁜 것’
이라

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2004년 성매매처벌법과

고 규정한 성매매의 축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성매매방지법이라는 소위 성매매특별법을 제정하

대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여 성매매에 대한 국가차원의 제재를 강화하는데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성매매 유형은 전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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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연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연구는

산업형, 기타의 성매매로 분류할 수 있는데, 성매

우선 우리나라의 성매매 현황을 개관하였다. 이에

매에 전업하는 종사자 수는 2002년을 기준으로 할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성매매가 전국적인 현상이

때 최소 33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20대

된 것은 일제시대부터였고, 현재와 같이 산업형 성

부터 30대에 이르는 여성인구의 4.1%, 그리고 취

매매가 주류를 이루게 된 것은 1980년대 말부터인

업여성인구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성매매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다양한 업태의 성매매가 성

수요자라 할 수 있는 20세 이상 64세 이하 남성인

행하고 있으며 청소년과 외국인의 성매매 유입이

구 가운데 20%가 윌평균 4.5회 성매매에 가담하

이뤄지고 있고 성매매를 위한 인신거래의 통로로

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성매매 산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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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총매출은 24조원 정도로 보고되고 있으

장 효율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결혼을 통한 가족의

며 이는 총 GDP의 4.1%를 차지하여 농림어업의

공식적인 구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혼

대 GDP 비중(4.4%)과 필적할만한 규모의 것이다.

을 통한 섹스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성매매를 통한
섹스 서비스가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존재하는 이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성매매 법규인 윤락

유는 성매매를 통한 섹스 서비스가 가지는 대체재

행위방지법과 성매매처벌법의 내용을 요약하고 이

적 성격과 보완재적 성격 때문이다. 이렇게 성매매

들 법의 내용을 비교하였다. 윤락행위방지법과 비

가 그 자체적인 존재의 합목적성을 가지고 있다할

교할 때 성매매처벌법은 1.성매매종사자들을 범법

지라도 사회적으로 비효율을 초래하는‘나쁜 것’

자에서 피해자로 규정하는 인식의 전환에 근거하

이라면 이에 대한 규제는 정당하며 그 규제의 수단

고 있고, 2. 성교행위의 범위를 유사성교행위까지

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가능하면‘독점’
의

포괄하여 광범위한 성매매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

방식으로 거래되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성

능하게 하였으며, 3. 권유₩유인₩알선₩강요를 포함

매매 같은‘나쁜 것’
에 대한 규제는 항상 가격을

하는 모든 성매매에 대한 유통경로에 대한 불 법화

올려서 그 소비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

에 이 종사자들 그리고 성매매 수요자에 대한 처벌

이 바람직할 것이다.

강화를 담았고,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성매매
방지와 규제에서의 책임과 의무를 구체화하였고,
5.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성매매처벌법과 현행의
집행 방식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매매의 유통경로를 면

또한 이 연구에서는 성이 생식, 쾌락, 사교를 위

밀히 파악하여 가급적이면 특정지역에서 제한적으

해서 추구되며, 어떤 목적으로 행할지라도 인간에

로 유지되고 명시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성매매에

게 만족을 증대시키는‘좋은 것’
(goods), 다시 말

대해서는 그 처벌을 유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종

해서 재화(goods)라는 것을 설명하였다. 그런데

의 다양한 유통경로에서 비용을 축소하는 성매매

섹스 서비스는 결혼, 성매매, 동거, 축첩, 간음, 강

에 대한 색출과 처벌을 법에 따라 강화하는 것이

간, 수간, 수음, 동성애 등을 통해서 제공되는데 이

필요하다. 또한 성매매 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위한

가운데 왜 결혼을 통한 것은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방지법 상의 조항들의 집행

하는 반면 여타의 방법으로 제공되는 것에 대해서

에서 효율성을 고려하여 법을 집행하고 제도를 도

는 윤리적 비난이나 법적 제재가 따르는가를 설명

입하거나 신설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그렇

하였다. 본질적으로 결혼이나 성매매를 통한 섹스

지 않으면 많은 경우 비효율적인 다양한 제도나 인

서비스는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전자는 합

력의 국가비용에 의한 유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

법적인데 반해 후자가 불법적으로 규정되는 이유

기 때문이다.

는 사회의 영속성을 위해서 가족제도의 유지가 가

Ⅰ. 2005년 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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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료₩기타]

국책사업표류와 정책혼선

KERI
배상근

최근 대규모 국책사업이 중단되거나 취소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또한 참여정부 전반기에 정부정책이 혼선을
빚으면서 정책의 신뢰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책사업의 표류를 미연에 방지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책사업표류의 원인으로는, 정부의 밀어붙이기

련된 논쟁이 지속되면서 불분명한 경제정책기조가

식 추진으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지속되었다. 여기에 정부의 통일된 입장이 정리되

이해확산이 미흡했고 타당성 검토도 부족했으며

지 않은 상황에서 개혁중심의 노선과 시장중심의

비밀주의로 인해 사업의 선정 및 추진과정도 불투

실용노선이 대립하는 양상이 표출되기도 했다. 또

명했던 점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최근 들어서 환경

한 참여정부 출범이후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강

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게 증대했고, 인터넷의

화되어 정책리더십을 발휘하기 힘들었고 이로 인

급속한 확산에 따라 새로운 여론집단으로 네티즌

해 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실제로 정책을 추

이 형성되면서 일부 국책사업들이 지역주민이나

진하는 부처간에 인식이 충분하게 공유되지 못하

일부 단체만의 반대운동이 아닌 국민적인 이슈로

였다. 이런 상황에서 부처간 갈등과 함께 정책의

등장할 수 있게 만드는 발판을 제공했다. 이와 함

조율과 공조에 미흡하여 정책혼선이 늘어났고 이

께 정부의 일관된 추진의지 미흡, 법과 원칙보다는

로 인해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되었다.

여론 중시, 국민정서를 고려한 인기영합주의 등도
국책사업표류의 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국정을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
부가 의도하는 시장기대를 형성하고 정부의 정책

국책사업의 표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중

집행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며 정부정책에 대한 평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갖고 국익우선의 국책사

판을 높여 향후 정책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

업을 선정해야 하고, 국책사업의 계획 및 선정에

다. 이와 함께 정부가 일관되게 정책을 집행하고

있어 경제성, 현재와 미래의 활용도, 환경파괴 등

정책에 대한 리더십을 확보하여 정책혼선을 배제

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

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정부의 실천력도 중요하다.

다. 또한 정부는 국책사업에 대한 심층적이고 폭넓

또한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강화되었던 위원회의

은 의견수렴을 도모하는 동시에 사업추진이 결정

위상과 역할을 과거의 자문기구 수준으로 되돌려

된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고 일관되게

놓음으로써 경제정책결정에 대한 경제부총리의 리

추진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십을 회복시켜 불필요한 불확실성을 줄여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참여정부 집권 전반기에 성장과 분배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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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장기세제개편 방향에 대한 연구
│중│점│연구과제│

곽태원(서강대)₩최명근(강남대)₩현진권(아주대)₩이영(한양대)₩전영준(인천대)₩조성진(한양대)₩김상겸
1980년대 중반 미국에서 시작된 근본적 세제개편(Fundamental Tax
Reform) 논의 이후 세계 각국은 세제개편 논의가 한창이다. 이에 우리나라에서
도 세제개편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
에 의해 시작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에 수행되었던 다른 연구들과는 달리,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한 우리 세제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향후 급속한 고령
화 등으로 인해 저성장시대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1세기의 조세체계
는 과거 산업화단계의 세제와는 달라야 한다는 인식을 토대로, 현재로부터의 개
편 모습을 그리는 제약을 떠나 반세기 이후의 바람직한 세제의 형태를 연구해 보
았으며, 국내 조세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된 세제개편에 대한 기
초연구는 그동안 정부 및 국책연구기관 등에 의해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지출 요구의

간헐적으로 수행된 바 있으나, 대부분 기존의 조세

지속적₩점증적 증대, 동북아 경제중심 및 국가균

체계 내에서의 개편을 구상한 것으로 개편의 내용

형발전의 추진, 자주국방의 추구 등으로 재정지출

이 제한적이고, 특히 납세자, 즉 민간의 의견이 충

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

분히 반영되지 못한 반쪽짜리 구상이라는 점에서

는 반면, 경기침체의 지속과 국제경쟁의 심화로 세

내용의 한계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수의 급격한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서는 현재의 조세체계나 그동안의 연구결과에서

한 대외적으로도 세계각국은 자국에 유리한 투자

과감히 탈피하고 이론적 합리성을 보강한 보다 과

및 기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법인세율을 경쟁적으

감한 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로 인하하는 등 조세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기후변
화협약의 발효나 FTA의 체결이 급속도로 진전되
면서 세계경제의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대

2. 연구내용

내₩외적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안정적인 세입기
반을 확보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조세제도의

본 연구는 전문 필진에 의해 장기적 관점에서의

수립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장기 세제

바람직한 세제 개편방향에 대해 주요 이슈별로 집

운용방향 및 추진방안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필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2장에서 21세

Ⅰ. 2005년 연구사업

55

기 조세개혁의 여건과 방향을 살펴보았고, 미국을

있는 능력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조

중심으로 한 근본적 세제개편의 주요 내용과 그 정

세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책적 함의를 3장과 4장 그리고 5장을 통해 알아보

고 말할 수 있다.

았다. 개방경제에 따른 법인세개편과 소득재분배
이슈는 6장과 7장을 통해, 환경문제와 이에 대응

21세기 전반을 바라보는 장기적 관점에서 조세

하는 정책수단으로써의 조세논의는 8장에서 살펴

개혁의 방향은 경제의 성장잠재력 극대화라는 당

보았다. 9장에서는 상속₩증여과세의 세계적 동향

면과제에 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경

을 파악하고 이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으며 지

제성장을 통해 실업과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방세와 지방분권화와 관련된 이슈는 10장에서 분

이 재분배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울

석해 보았다. 11장에서는 이렇게 제안된 세제개편

뿐 아니라 그 결과도 더 좋을 가능성이 크다. 충분

의 모습들과 그 거시적₩미시적 경제효과를 계산적

히 빠른 성장을 통해서 노인들까지 일할 수 있는

일반균형 시뮬레이션(computational general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고령사회의 문제도

equilibrium simulation)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사실상 현저히 완화될 것이다. 재정건전성의 문제

마지막으로 12장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수리적 분

나 환경문제 등 좀 더 작은 문제들도 성장이 전제

석결과를 토대로, 반세기 이후 우리세제가 지향해

되어야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야 할 바람직한 모습을 구상해 보았다.
성장잠재력 확충에 초점을 맞춘 조세개혁의 방
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될 수 있다. 첫째로 조세전

제1장: Introduction
- 전 연구진

체의 초과부담과 운영비용을 극소화하는 개혁이
필요하다. 조세의 베이스를 넓히는 대신 세율을 낮

1장은 2장부터 12장까지의 연구를 요약하여 소개

추고 예외규정을 줄이며 세제를 단순하고 투명하

한 장이다. 독자로 하여금 본 연구가 어떠한 내용을

게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로 국제적인

담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게 하여 본 연구의 이

조세경쟁에 대응할 수 있는 조세전략이 필요하다.

해도를 높이고자 하는 의도에서 작성되었다.

자본과 고급인력 등 국제간 이동성이 높은 생산요
소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에서 패배하지 않도록 해
야 할 것이다. 셋째로 조세의 전반적인 유인구조가

제2장: 21세기 조세개혁의 여건과 방향
- 곽태원

친 성장적이 되어야 한다. 특히 연구개발을 집중적
으로 지원하고 노동과 자본의 공급을 극대화할 수

21세기 전반을 내다 볼 때 우리 경제를 압박하는

있는 조세구조와 세율의 설계가 필요하다. 마지막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와

으로 조세부담률은 공공부문의 규모팽창을 최대한

이에 따른 성장잠재력의 급격한 하락이라고 할 수

억제함으로써 가능한 한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있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이 필요하다고 본다. 노인문제까지를 포함한 여러

대외적 환경은 앞으로 더욱 치열한 국제경쟁으로

가지 사회문제는 경제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경제

특징지워 질 것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에서는 크게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있는 조세제도는 이러한 여건의 급변에 적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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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근본적 조세개혁의 주요 이슈와 정책적 함의
- 곽태원₩현진권₩이영

순성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셋
째, 근본적 조세개혁과 점진적 조세개혁간의 선택
에 대한 문제이다. 점진적인 접근방식도 나름대로

20세기의 세제는 소득을 기반으로 한 세제였다.

의 장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득세제는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한 세제로 평
가되었지만, 개방화로 인해 효율성, 형평성, 단순

제4장: 평률세제(Flat Rate Tax)의 이론과 현실

성 등과 같은 전통적인 조세개혁의 원칙들이 잘 이

- 김상겸

루어지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세제의 근간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논의가 학계 뿐 아니
라 정치권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제4장에서는 평률세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제도
가 가지고 있는 이론적 장₩단점 및 80~90년대에
미국을 중심으로 제안되어 왔던 다양한 단일세제

근본적 조세개혁(fundamental tax reform)은

안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실제로 90년대 이

미국에서 1970년부터 논의되어 온 세제로서, 20세

후 평률세제도를 도입한 나라들의 사례를 살펴보

기의 소득기반세제를 대체할 세제로 평가되고 있

고 이와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았다.

다. 근본적 세제개혁의 핵심은 소득기반을 소비로

또한 평률세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 가운데, 조

전환하자는 것이다.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세왜곡 저감 등의 효율성 제고효과에 대해서도 시

이처럼 근본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뮬레이션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데 반해, 한국의 토의수준은 아직도 형평성 등과
같은 폐쇄경제 하의 논의수준이다.

언제나 그렇듯이 새로운 조세제도에 대한 관심
은 현실에 대한 문제인식에서부터 시작된다. 평률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세법개정을 하고 있으며,

세제도에 대한 관심도 이러한 현상과 무관하지 않

이러한 빈번한 세법개정은 뚜렷한 철학을 바탕으

다. 조세는 기본적으로 국가지출의 소요재원을 마

로 세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는 간접적인 징

련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초창기 국가의 지출은

표가 될 수 있다. 조세정책에 대한 뚜렷한 철학을

국방과 치안에 머물렀지만 점차 공공수요가 다양

제시하고,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안을 제시할

화됨에 따라 국가의 지출수요도 늘게 되었다. 또한

필요가 있으며, 미국의 근본적 조세개혁에 대한 논

사회가 변화₩발전함에 따라 재산과세에서 소비과

의는 우리나라에서 근본적인 세제개혁 논의를 추

세로, 다시 소득과세로 세제가 다양해지다 보니 세

진하는데 좋은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자연스럽게 복잡해지게 되었다. 현대국가에
들어서는 조세의 기능이 단지 세수확보에만 머무

근본적 조세개혁 논의가 가지는 정책적 함의를

르지 않고, 다양한 정책적 기능까지도 수행하게 되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중과세를 피해야

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기능을 세제를 통해 구현

한다. 조세에 있어서 세금을 한번만 부과한다는 것

하려다 보니 이제는 세제 자체가 너무 복잡해지게

이 매우 중요한 원칙이다. 근본적인 조세개혁의 가

되어, 이의 부작용으로 인한 폐해가 지나치게 심화

장 근간이 되는 주장도 이러한 이중과세를 피하는

된 것이다. 평률세제도는 이러한 반성에서 출발한

것에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둘째, 세제의 단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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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평률세제도는 이론적으로 그 우수성이

비용이 대폭적으로 낮출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

인정되기는 하였지만, 다분히 이상적인 세제일 뿐

다. 또한 자원배분의 왜곡을 극소화할 수 있다는

현실화될 수는 없을 것이라는 믿음이 지배적이었

점, 또 운영방법에 따라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원칙

다. 심지어 동구권 체제전환국들의 실험적 도입이

을 가장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

후에도 이러한 부정적 견해는 적지 않았다. 하지만

적 효율성의 달성 및 경제발전에 매우 긍정적이라

비록 도입역사가 아직 일천하여 제도 도입의 효과

할 수 있다. 물론 단일세제의 단점도 간과해서는

를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일지는 모르겠지만, 적

안 될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단일세제는 형

어도 현재까지는 당초에 우려했던 부작용은 없는

평성, 특히 수직적 형평성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평률세제를 비교적 일찍 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장치, 즉 면세점 등을 마련해

입한 나라들에서는 세제도입의 효과로 인한 경제

둘 필요가 있다.

발전이 관찰되고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가속화되
고 있는 상황으로 평가된다. 물론 이들 나라에서의

끝으로 단일세제의 논의가 우리나라 세제개편에

경제적 발전이 전적으로 평률세제의 효과라고 하

미치는 시사점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완전한

기는 어려울 것이다. 일부는 세제개혁의 효과일 수

평률세제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중₩단기

있고, 또 다른 일부는 다른 경제적 요인이 있을 것

안에 도입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를 실시하

이다. 하지만 분명하고도 중요한 점은 평률세제의

기 위해서는 소득파악이나 거래의 투명성 등 적절

도입이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을 것이라는

한 수준의 조세인프라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기

점이다. 시장경제를 새로이 도입한 체제전환국의

때문이다. 특히 이행과정상의 문제들까지 감안한

입장에서 평률세제를 채택하는 것은 기업가 정신

다면 급격한 세제의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평률세

및 경제의지를 상당히 고취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제를 도입하는 식의 과격한 세제개혁은 그리 바람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세제 자체가 경제발전에 영

직하다 할 수 없다. 따라서 평률세제의 도입은 시

향을 준 것 이라기보다는, 세제개혁 속에 내포된

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하고 할 수

시장경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경제발전에

있다. 물론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평률세제라면 이

영향을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러한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시작할 필요는 있다. 이
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완전히 단일하지는 않더라

현대국가에서 바람직한 조세는 세수확보, 효율

도 단일세제에 가깝도록 세제를 개선하는 것은 그

성과 형평성의 제고 외에도 경기조절기능 등 다양

리 어렵지 않다고 본다. 즉 과세구간을 줄이고, 구

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자면

간별 세율차이를 완화함으로써 비록 단일하지는

단일세제는 전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않더라도 단일한 세제에 근접한 효과를 거둘 수 있

특히 최적조세이론은 평률세제가 최선의 세제가

는 것이다.

될 수 없음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가 주목해야할 점은 평률세세제는 차선적 선택이
될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제도입이 가져올

제5장: 근본적 세제개편과 부가가치세
- 곽태원₩김상겸

수 있는 장점이다. 단일세제는 단순성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하며, 이로 인해 납세협력비용이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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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에서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역할과 특

성 등을 돌아보고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은 자명하다. 이러한 문제를 극

과 개편논의들을 평가하였다. 특히 최근에 간간이

복할 수 있는 방안이 Bradford가 제안한 X-Tax

제기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세율인상 필요성은

모델이다. 노동으로부터의 부가가치, 즉 노동소득

미래의 재정에서 부가가치세에 거는 기대가 어떠

만은 개인단계에서 누진과세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 것인가를 잘 나타내 준다고 본다. 장기적인 시
각에서 부가가치세를 볼 때 이것을 근본적인 세제

부가가치세제의 장기적 개편방향을 다시 정리하

개혁의 관점에서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그렇

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가가치세를 세수의 대부

게 본다면 부가가치세의 개혁이 곧 근본적 세제개

분을 거두는‘단일세’
에 가까운 조세로 운영한다.

편 논의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미

기업단계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부가가치에

국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근본적 세제개편 논의의

대해서 단일율로 과세하고 개인단계에서는 노동소

중심에 부가가치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득만을 누진과세한다. 그리고 기업단계에서 부가
가치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감산법이나 가산법을

우리는 부가가치세를 단순히 일반세이며 다단계

개개 기업이 선택해서 사용하도록 한다. 이렇게 하

세인 간접소비세라는 종래의 인식에서 벗어나서

면 기업은 재무회계결산을 위한 노력에서 별다른

부가가치를 베이스로 하는 세금, 즉 모든 생산요소

추가노력 없이 부가가치를 계산하여 기업부문의

에 대한 일반세라고 이해하고 부가가치세와 근본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을 것이다.

적 세제개편을 연결지어 논의 하였다. 물론 선진국
의 근본적 세제개편 논의에서 등장하는 부가가치

제6장: 개방경제하의 법인세율과 법인세수

세는 대부분 소비베이스 조세이지만 이것은 부가

- 이영

가치라는 기본 베이스에서 소비베이스를 택할 것
인가 아니면 소득베이스를 택할 것인가의 선택의

개방경제하에서의 법인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문제일 뿐이지 부가가치세이니까 소비베이스 조세

서 6장에서는 법인세수의 결정요인이 개방경제하

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하였다.

에서 변화하는가를 분석하였는데, 분석의 초점은
경제가 개방된 국가에서 법인세원의 보다 탄력적

이렇게 볼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가가치세의
개선은 현행 제도를 개선해 가는 방식으로는 매우

인 반응으로 법인세율과 법인세수간의 관계가 약
화되는가를 실증 분석하는데 있다.

불충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다. 부가가치세를 근본적 세제개편이라는 장기적

이러한 가설을 최근 광범위한 국가들에 대한 각

관점에서 개편한다면 그것은 모든 부가가치가 한

종 정부 세수와 지출 관련 원자료를 종합하고 있는

번씩만 과세되도록 하는 것이 조세를 더 투명하고

Michigan대학의 OTPR연구소의 World Tax

단순하게 하며 수평적으로도 공평하게 할 수 있다

Database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실증분석의 핵

고 보았다.

심 표본에는 85개 국가의 1960~1999간 40년의
1,222개 관찰점이 사용되었다. 분석 결과 법인세

나아가서 기존의 부가가치세제에서 가장 큰 문제
로 부각되는 역진성의 문제를 복수세율의 방식으로

율과 법인세수간의 관계가 개방경제에서 약화되는
증거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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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법인세율과

조로서 뒷받침되고 있다. 그동안 조세정책을 통해

개방도간의 교차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음으로

소득재분배를 달성하는 정책수단으로 많이 논의했

추정되어, 우리가 검증하는‘개방도가 증가함에

지만, 조세정책은 이제 개방화와 정보기술의 발달

따라 법인세율과 법인세수간의 관계가 약화된다’

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 조

는 가설이 실증적으로 존재함이 발견되었다. 또한,

세정책을 통해 분배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은 감성

경제개방에 따른 세율과 세수간의 비선형 관계를

적으로는 바람직한 정책방향일 수 있지만, 이로 인

관찰점을 무역개방도에 따라 4분위로 나누고, 이

해 야기되는 효율비용은 매우 크다. 따라서 분배구

들 각 분위 더미와 법인세율간의 교차항 4개를 독

조만을 조세정책의 목표로 추구할 경우, 국가경제

립변수로 포함한 회귀방정식 추정에서도 하위 분

전체에 엄청난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럼에도

위더미와의 교차항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보다

불구하고, 한국의 지적풍토는 이러한 균형된 시각

큰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를 위해 행한

에서 조세정책을 평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소득세수 결정요인 회귀분석에서 개인소득세
율과 개인소득세수간의 관계가 경제개방에 따라 약

과거 세계경제가 폐쇄경제일 경우에는 이러한

화되는 경향은 존재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약하게

조세정책의 효율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으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나, 세계경제가 개방화됨에 따라 조세정책을 통한
효율비용은 너무도 커서, 조세정책에 대한 시각이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경제개방에 따라 법인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인식변

세원이 더욱 탄력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경제개방

화는 세계 조세정책의 동향을 보면 확연히 나타난

하에서 높은 법인세율은 법인세수를 늘릴 수 없을

다. 모든 국가들에서 소득세와 법인세제의 세율이

뿐 아니라 해외로의 기업활동 이전을 유도하게 되

점차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과거 사회주

어 초과부담도 커지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제

의 국가들에서는 소득세제의 단일세율을 도입하는

개방에 따라 개인소득세와 상품세에 비하여 상대

엄청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조세정책의 세

적으로 탄력성이 높은 법인세의 비중을 낮추는 것

계적인 추이를 통해 한국의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

이 보다 바람직한 조세정책이라는 정책적 함의가

성을 얻을 필요가 있다. 소득관련세제를 강화함으

도출된다.

로써 소득분배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다. 한국의 많은 세목에서 조세기반의 투명성이 확
보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소득이 높은 계층에서 탈

제7장: 조세정책과 소득재분배
- 이영₩현진권

세수준이 높다. 따라서 소득분배를 위한 조세정책
개혁보다는 과세기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정책

우리나라의 분배구조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사

의 초점을 줄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투명성을 확

용한 자료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결

보함으로써 조세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달

과는 적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실

성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은 소득분배 구조는 그리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평
가된다. 반면 부의 불균형 구조는 소득에 비해 월
등히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고, 이는 토지의 분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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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을 부여함으로써 시장기능에 입각한 오염저감

제8장: 환경문제와 조세
- 김상겸

을 달성하게끔 하는 기본 원칙이다. 또한 환경세를
통한 조세효율성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

제8장에서는 환경세 도입의 필요성과 그 역할,

이다. 향후 재정여건을 예상할 때, 세제운용의 효

그리고 이에 따라 고려해야할 쟁점들을 살펴보았

율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이다.

다. 아울러 현재 우리나라 세제상에서 환경세를 도

결론적으로 친환경적 세제개편은 향후 우리나라의

입하는 방안을 단기와 중₩장기로 나누어 살펴보았

세제개편을 논의할 때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

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대 국가에서 조세는 더

분이다. 이에 대한 준비는 지금부터라도 본격적으

이상 국내경제상황만을 염두에 둔 정책수단이 아

로 시작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니며 환경세의 도입 역시 이미 세계적인 추세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판단한다면 우리나라

제9장: 주요선진국의 상속₩증여과세 개폐동향
- 최명근

세제내에서 본격적인 환경세를 구현하는 것은 지
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추진해야할 과제라고 생각된
다. 물론 환경세의 도입이 새로운 세목의 신설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속과세에 대한 폐지

통한 과제는 아닐 것이다. 현재의 세제내에도 환경

론이 활발하게 일고 있다. 종정에는 상속과세가

세적 요소는 이미 존재하며, 이를 통하여 얼마든지

부를 분산시켜 성공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제도

환경세적 기능을 도입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논

라는 이유로 그 과세가 강화되는 추세였으나 상속

의한 바와 같이 단기적으로는 현재 특별소비세 및

과세는 소득과세와의 관계에서 2중과세이고 저축

교통세를 통해 환경세적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과 투자 그리고 생산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이를 위해서는 통합에너지세(특별소비세+교통세)

면서 부를 분산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에 환경세적 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있다.

물론 이러한 과정가운데는 오염발생 및 환경비용
에 대한 보다 엄밀한 분석을 통한 세율이나 과세방

상속과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론은 오래 전에

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포괄소득세 과세문제와 지출세 도입론과 관련하여

는 탄소세의 도입이나 탄소세적 기능을 세제내에

주장된 바 있고, 최근에는 미국의 평률세 도입론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탄

및 연방매상세 도입론에서도 주장되고 있다. 현재

소세의 도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

상속과세를 폐지하고 이를 대신하여 자본이득세를

음을 고려할 때, 도입여부와 시기에 대한 충분한

과세해야 한다는 논리는 상당한 힘을 얻고 있는 상

고민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황이다. 이를 받아들인 나라로는 캐나다, 미국, 뉴
질랜드, 호주를 위시하여 EU회원국인 이탈리아,

환경세의 도입, 또는 환경세적 기능을 세제내에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웨덴 등이다. 그렇지만

구축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원칙은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의 대부분은 아

원인자부담원칙의 강화적용과 효율성의 강조일 것

직도 상속과세 폐지추세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다. 원인자부담원칙의 강조는 환경세의 도입논
리이다. 즉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 사람에게 그

우리나라는 현재 상속과세를 폐지할 수 없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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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과세를 폐지하려면 피상속인의 재산보유기간에

하고 대다수의 국가들이 조세논리에 맞는 취득과

발생한 자본이득에 과세할 수 있도록 자본이득세

세형을 채택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제가 정비되어야 하는데 아직 주식 등 유가증권에
대한 자본이득 과세가 불비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10장: 한국의 재정분권수준은 과연 낮은가?
- 현진권₩전영준₩이영

단기적으로는 상속과세제도를 보다 단순₩명료
화하면서 현행법 상 무리하게 부의 무상이전을 의

한국에서 재정분권에 대한 논의 및 정책은 재정

제 또는 추정하여 과세하는 규정들을 없애야 한다.

자립도라는 비과학적인 지표를 통해 세입확충이

즉, 완전포괄주의를 항목별 포괄주의 정도로 바꾸

라는 편협된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이러한 정책

면서 ① 거래당사자간의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

방향의 묵시적인 가정은 한국의 재정분권 수준이

이 저가양수₩고가양도의 차익에 증여세를 과세하

낮다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한국의 재정분권 수

는 것 ② 증여세를 납부한 비상장주식 또는 증여받

준이 과연 낮은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시도하

은 자금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상장할 때 발생

였다. 이를 위해 OECD 국가들과 비 OECD 국가

하는 시세차익에 대해 당초 증여의 연속으로 취급

들을 포함한 전체 국가들의 재정분권 수준 자료를

하여 추가로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 ③ 수증재

사용하여 재정분권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였

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후 당해 수증재산을

다. 추정된 식을 사용하여 한국의 재정분권 수준

개발하여 창출한 개발이익 등에 대해 당초의 증여

을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의 연속으로 취급하여 추가로 다시 증여세를 과세

분석결과, 한국의 세입분권 수준은 국제간 비교해

하는 것 ④ 부동산 무상사용수익에 대하여 증여를

서 결코 낮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한국의 세

과세하는 것 ⑤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주식 등 명

출분권 수준(지방자주재원 + 이전재원)은 오히려

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 등은 우선

높게 나타났다.

적으로 삭제해야 할 것이다.이러한 사항들은 소득
과세 또는 자본이득 과세로 대체함이 마땅하다.

본 연구의 정책시사점으로 두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무조건 지방에 세원만을 이양하는게 바람직

62

장기적으로는 현행 상속세 유산과세형을 취득과

한 것이 아니고, 적정 재정분권(optimal fiscal

세형으로 전환해야 한다. 유산과세형은 분할 전 유

decentralization)이란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산 전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기

있다. 둘째, 한국의 경우 이전재원을 통한 지방재

때문에 유산을 많이 승계하거나 적게 승계하거나

정분권이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한국과 같은 작고

같은 한계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유산취득자의 부

동질적인 국가에서 국가전체의 효율성 관점에서

담이 응능부담의 원리와 상치된다. 취득과세형의

이러한 이전재원은 바람직할 수 있으며 지방자주

경우에는 분할 후 취득자를 기준으로 취득재산가

재원을 과도하게 강조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이다.

액에 맞는 한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서 여러 사

재정분권의 두 가지 주요한 비용은 재정 지출면에

람에게 유산을 분산시키면 총조세부담액이 감소하

서 지역간에 재정적 외부효과(fiscal externality

게 되므로 부의 분산을 유도하는 기능이 있게 된

혹은 spillovers)와 재정 수입면에서 조세징수의

다. 영국과 미국(2011년에 유산세는 폐지)을 제외

규모의 경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비효율성으로

2005년 시장경제연구백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한 두 가지 주요 비용은 국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현행 과세체계의 문

토면적이나 경제규모가 작을수록 크게 나타날 수

제점은 자본에 대한 과중한 과세와 높은 누진도와

있다.

또한 자본소득에 대한 총한계세율이 노동소득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은 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제11장: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조세개편의 효과분석

이러한 조세체계는 향후 개방화의 진전에 따른 자

- 전영준₩조성진

본의 국가간 이동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매우 취
약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조세체계
개편이 거시경제와 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

현행의 과세체계를 소비세 비중 상향조정, 노동

석을 시도하였다. 본 장에서 사용한 모형은 경제의

소득에 대한 과세강화를 통한 자본소득과세의 완

개방화에 따른 자본의 국가간 이동성 증대라는 경

화, 그리고 DIT 혹은 Flat Tax의 도입을 통한 누

제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개방경제를 상정하

진도 완화는 거시경제지표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였다. 본 모형에서 상정한 개방경제는 자본의 국제

나타났다. 특히 DIT 혹은 Flat Tax의 도입은 본

적 이동도 자본수익률의 차이가 조금이라도 발생할

연구에서 상정한 여타 자본소득과세 완화를 위한

경우 자본의 국가간 이동이 무한정 발생하는 소국

정책대안보다 거시경제지표를 호전시키는데 더욱

개방경제와 달리 본 모형에서는 국내자산과 국외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자본의

산간 불완전 대체관계를 상정하였다. 즉, 국내 자

국제간 이동성이 증대할수록 강화되는 것으로 나

본수익률과 해외의 자본수익률의 차이가 발생하더

타났다.

라도 자본의 이동이 무한정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일부만 이동하는 상황을 상정하였다. 거시

자본소득과세 완화정책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경제변수에 미치는 효과분석과 아울러 분배효과를

있는 것은 공평성의 문제이다. 현행의 고소득층에

분석하기 위하여 다소득계층 세대중복모형(multi-

높은 세부담을 부과하고 있는 자본과세를 완화하

income class overlapping generations model)

고 노동소득과세를 강화함으로써 소득 및 자산분

을 상정하였으며, 소득계층분리는 연간소득이 아

배를 악화시킬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닌 평생소득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분배의 악화의 형태는 저소득층이 소득 및
자산의 감소에 기인한다기 보다 고소득층의 소득

현행의 세제와 각종 개편시나리오를 반영한 정

및 자산의 증가에 기인한 바 크다. 또한 조세체계

책시뮬레이션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현행

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DIT 체제하에서 자본소

의 과세체계는 소비와 자본소득에 대해 지나치게

득세율을 대폭적으로 상향조정하여 분배상태를 호

편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소비과세의 세수비중

전시키는 시도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

이 50%를 상회하고 있으며, 노동소득에 대한 과세

로 나타났으며 반면, Flat Tax 체제하에서 최저소

가 미미한 반면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가 과중한 실

득계층에 대해 노동소득세를 면세해주는 방식을

정이다. 소비세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소비세가 효

채택할 경우 거시경제변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

율적인 조세로 알려져 있으며 향후 개방화라는 경

으면서 분배상태를 호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되지

따라서 조세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방향, 즉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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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소득세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DIT나 Flat

국내자산과 해외자산의 불완전 대체관계를 상정

Tax와 같이 거시경제지표를 향상시키는 체제로

할 경우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 분배상태를

전환하고 이에 발생하는 공평성의 문제는 이전지

다소간 호전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본 연구에서 확

출과 취약계층에 대한 면세혜택을 통해 취약계층

인한 바 있으나 그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음을 확인

에 지원하는 방식의 정책개편이 필요하다고 사료

한 바 있다. 자본과세의 강화는 분배상태를 호전하

된다.

기보다 거시경제의 악화를 통해 소득수준을 전반
적으로 하락시키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

만일 국내자산과 해외자산의 완전대체관계를 상정

은 결과를 얻었다. 조세부담의 전반적인 상향조정

할 경우 국제적 이동이 자유로운 자본의 소유자의

을 통해 이전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은 분배상태를

소득은 감소하지 않은 반면 국제적 이동성이 제한

호전시키는데 전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받는 생산요소 소유자, 예를 들어 단순노동자 등은

반면 이전지출 수준을 증가시키지 않더라도 수혜

심대한 소득의 감소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대상을 취약계층에 대해 선택적으로 실시할 경우

점들을 감안하건데 개방경제에서 자본에 대한 과

거시경제에 큰 부담을 주지 않고 분배상태를 호전

중한 과세와 높은 누진도 적용은 합당한 정책대안

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

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건데, 증세를 통한 재분
배정책을 되도록 지양하고 이전지출을 최소화하고

제12장: 조세제도의 장기구상

수혜대상을 적절하게 선정하는 것이 정책의 실효

- 곽태원₩전영준

성을 기하는 방안이라고 사료된다.
본 보고서의 다른 장들에서는 우리나라의 장기
본 연구에서 행한 정책시뮬레이션의 중요한 결

적인 경제사회의 여건과 그러한 상황에서 제기될

과가 조세부담의 상향조정과 자본에 대한 과중한

수 있는 조세정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과세는 거시경제변수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고,

깊이 있게 논의되었다. 이 장에서는 그러한 논의

분배상태를 호전시키는데 효과적이지 못하며 오히

를 반영하여 장기적으로 지향해야할 조세제도를

려 거시경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생각한다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생각

자본의 국가간 이동이 가능한 상황하에서는 자본

하였다.

에 대한 과중한 과세는 자본의 국외유출을 야기하

64

고 국내에 투자되는 자본을 감소시키게 되며, 이는

조세제도를 복잡하게 하고 비효율적이며 불공평

임금율의 감소와 GDP의 하락으로 이어진다. 국내

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조세제도

자산과 국외자산간의 불완전대체관계를 상정한 모

가 역사적으로 변화되어온 과정에서 하나의 베이

형에 입각하여 행한 정책시뮬레이션에서도 이러한

스에 이중 삼중으로 중복과세 되는 구조를 갖게 되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간 자

었다는 점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새로

본의 이동성의 증대, 다시 말하면 국내자산과 해외

운 조세제도를 설계한다면 모든 부가가치가 단 한

자산의 대체탄력성의 증가와 해외투자와 관련된

번만 과세되는 제도를 추구하는 것이 하나의 이상

거래비용의 감소와 더불어 더욱 강화될 것이다.

적인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근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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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논의에서 강조되고 있는 세율의 평활화

수도 있다. 이 구상에서는 상속증여세는 포함시키

와 소비베이스 지향의 정신을 구현하는 세제를 생

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재산세 등 자산보유세는

각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원칙이 함께 적용되어야

자산으로부터의 부가가치에 한번만 과세하는 방

효율적이고 단순한 세제의 모습을 갖출 수 있다고

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강구한다. 따라서 모든 형

생각된다.

태의 기업이 보유하여 사업목적으로 사용하는 자
산은 별도의 보유세를 부담하지 않으며 개인이 보

이 처럼 단순한 세제가 구상된다고 해도 외부성

유하고 사용하는 자산에 대해서만 추정임대료에

교정 등 교정 목적의 조세는 별도로 존재할 필요가

대해 다른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flat rate의 세금

있다. 주세나 담배소비세 그리고 자동차용 연료세

을 부과한다.

등 주로 개별소비세 형태의 세목들이 별도로 존재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장에서 구체적으로 제안한 조세 구조의 모형
은 X-Tax를 다소 변형한 모형을 기본으로 하였

평률세의 원칙을 지향한다고 해도 수직적 공평

다. X-Tax는 기업단위에서 노동부가가치를 제외

의 문제를 고려할 필요는 있다. 무리하지 않은 범

한 부분에 대해서 평율세율을 적용하고 노동소득

위 내에서 세부담의 누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

에 대해서는 개인단위에서 완만한 누진세율을 적

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글로벌화된

용하는 방법을 택하는데 우리의 모형은 기업단계

경제에서 자본 등의 이동성을 고려할 때 최고한계

에서 노동부가가치를 포함하는 모든 부가가치에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지거나 자본소득에 해당하는

소비형 부가가치세를 적용하고 개인단계에서는 일

부가가치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지지 않도록

부(상위 1/3) 고소득 근로소득자에게만 낮은 율의

하는 것도 필요하다.

소득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방법을 채택하였
다. 이렇게 함으로써 DIT효과를 얻을 수 있고 동

이러한 원칙에 부합하는 기본적인 조세 구조는

시에 누진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또한 조세운영비

Hall과 Rabushka의‘Flat Tax’
나 Bradford의

를 극소화할 수 있다. 근로소득 납세자 비율이 줄

X-Tax 유형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기본구

어드는 문제가 남지만 모든 근로자들이 원천적으

조 위에 교정목적의 개별소비세가 추가되는 것이

로 부가가치 단계에서 같은 율의 세금을 부담한다

전체적인 조세구조가 될 것이다. 이러한 체제하에

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현재와 같이 공공선택

서는 전통적인 의미의 자본소득세들 즉 법인세나

에 책임성이 없어지는 일은 크게 완화될 것으로 판

이자 배당소득세 그리고 자본이득세 등은 필요하

단된다. 모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에서도 이 방안

지 않으며 상속증여세는 유지할 수도 있고 폐지할

이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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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연구과제│

고령화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Ⅱ

이수희₩조장옥(서강대)₩남주하(서강대)₩김원식(건국대)₩박성준₩장상수(삼성경제연구소)
엄동욱(삼성경제연구소)₩원종학(한국조세연구원)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가 한국경제에 미칠 지대한 파급효과로 인해
이에 대한 학문적₩정책적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노동공급 감소와 고령
화, 저축 및 부의 감소, 그리고 성장둔화 등은 개인뿐만 아니라 정부, 기업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각 부문에서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경
제적 영향과 향후 대책에 대한 종합적이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고령화 문제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서 사회연금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으로 인
한 비용부담의 증가 등 각 경제주체들이 대응해야

한국은 출산율의 하락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할 과제들은 경제적 의사결정에 부정적 제약요인으

사상유례가 없는 빠른 고령화추세를 경험하고 있

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특히 한국의 경

으며 여건의 변화가 없는 한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우, 세계적으로 낮은 출산율 그리고 10여 년후 총

것으로 예상된다. UN의 기준에 따르면 한국은 이

인구가 5000만 명에 미달한 수준에서 절대적 인구

미 2000년 65세 인구 비중 7.2%로 고령화 사회에

감소가 예견됨에 비추어 인구증가 둔화와 궁극적으

진입되었으며, 20년 후에는 그 비중이 20%로 예

로 인구감소 그리고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경제

상됨에 따라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는 것이

적 파급효과와 정치₩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 세계은행의 1999/2000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정책적 논의가 절실한 실정이다. 예컨대 전통적으

이는 선진국 및 일부 동아시아 개도국들의 전반적

로 가족에 의한 사회복지시스템에 의존해 왔던 한

인 추세로써, 고령화 현상은 자본공급능력의 감소

국에서 최근 가족에 의존하는 비율이 급격히 떨어

로 이어져 세계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될

지고 있는 추세에 있어 예상되는 성장둔화와 함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정의 사회복지부담 증가에의 적절한 대처가 요구
되는 등 고령화가 가지는 거시경제적 파급효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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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의 고령화는 노동력의 고령화 및 공급

계 중심의 저축 및 소비형태 변화, 다층적 연금제도

감소와, 저축과 부의 감소, 그리고 성장둔화과정에

의 구축을 위한 과제, 기업의 인력활용을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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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외국의 사례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

우리나라 가구에 있어서 나이(cohort)만을 고려

다. 이에 본원은 지난해 연구에 이어 추가적이고 보

한 경우의 부와 소비, 저축률의 증가율과 세대효과

완적인 연구를 통해 일부 구체적 현안을 포함하여

까지 고려한 경우의 증가율을 추정해보고 생애주기

보다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접근을 시도하

가설 이론과 실증적으로 일치하는지 살펴보았다.

고 정책적 시사점과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세대별, 교육수준별로 나이에 따른 부의 증가율과
세대효과 및 시간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Synthetic
Cohort 분석방법을 시도하여 가구별 부의 변화,

2. 연구내용

소비규모, 저축률 등을 추정하고 기대수명의 증가
와 세대효과 등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1) 한국에서 예상되는 인구구조변화가 거시경
제에 미치는 효과

그 결과, 과거 10년간 생애주기가설을 원용하고
세대주의 나이를 기준으로 할 때 52세 이후 부가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변화가 소비와 저축, 이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주의 성별, 교육

율, 퇴직연령과 연금제도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정도 등의 더미변수를 추가할 경우 60세 이후 부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시도한

의 감소현상이 나타났다. 가계소비는 51세 이후 감

Diamond (1965)와 d’
Autumn(2003)의 세대교

소하고 있으나 세대효과를 고려하면 생애동안 증

차(Overlapping Generation)모형을 확장 변형하

가 추세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을 포함

여 분석도구로 이용하였다. 기존의 두 기간에서

하지 않는 경우 60세 이후 부의 처분율은 0.6~

세 기간 세대교차모형으로 확장하고 교육기간과

1.0%로 나타났으나, 세대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교

평균수명의 개념을 추가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육수준을 고려할 경우 부의 감소가 시작되는 연령

인구증가율, 평균수명, 교육 년수 그리고 기술진

은 51~61세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보율이 변화할 때 나타나는 거시경제적 효과를 분
석하였다.

많은 세대주들이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을 주요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과거 이들 자산의 가격

그 결과, 주목할 점은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진행

상승이 물가상승을 앞지름으로써 부의 감소현상을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연금지급률을 일정하

추정하는데 다소 영향을 줄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게 유지하는 청년부양제도는 유지 불가능하며 특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가계자산의 포트폴리

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될 때 재정에 미치는 부담

오의 변화와 자산시장의 변화를 포착할 수 있다면

은 우리가 대처할 수 없을 정도로 클 수 있음을 보

보다 견고한 연구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여주고 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는 연금지급율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롯한 연금관련 요율을 인구변수와 연계하는 방
안을 제시하고 있다.

(3) 고령화 사회에서의 사회보험부담과 기업의
대응

(2) 고령화가 가계의 소비, 저축 및 자산규모에
미치는 효과분석

고령화 문제는 정부의 사회보험제도만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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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해결될 수 없으며, 획일적인 공적 사회보험

다. 또한 고령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은 국민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잠식할 수 있다. 따라

Work-net의 구축을 통한 취업알선체계의 효율

서 각 개인이 자발적으로 고령화 시대에 대처하는

화, 시간제 고용을 비롯한 비정규직의 활성화가 요

기업단위 민간보험부문과의 연계가 필요하며, 동

구되며, 여성 및 외국인의 활용방안도 고려할 필요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효율적 복지시스템을 구

가 있다.

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사회
보장시스템의 다층구조 구성과 생산성 향상을 전
제로 한 기업의 사회복지 역할로 대별된다.

(5) 고령화₩저성장 시대의 기업 인적자원관리
방안

우선 사회보장시스템의 다층구성과 연금을 통한

지금까지의 고령화 관련연구는 고령화가 거시적

실질적 소득보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업연금의

측면에서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전개

도입이 필요하며(이는 2005년 12월 1일 이미 도입

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기업 인적자원관리 측면에

시행), 현행 공적 건강보험을 보완하기 위한 민간

서의 접근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의료보험의 도입이 필요하다. 민간사회보험의 활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관점에서 고령화에 따른 우

성화를 위해서 기업은 근로자 복지수요의 효율적

리나라 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관리를 위한 선택적 복지제도(카페테리아 제도)를
도입₩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평균수명 증가로

노동총량의 감소와 근로자의 고령화 진전은 기

인한 정년퇴직제도의 폐지와 생산성과 연계된 임

업체의 생산성 위기를 초래하며, 이러한 생산성 위

금피크제의 도입 확대 등도 필요하다.

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 고령화 문제
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모색

(4) 기업의 고령자 고용에 관한 연구

해야 한다. 우선 근로자의 노후불안감 해소를 위해
근로자의 능력 및 경력개발을 위한‘제2의 인생설

고령화 시대에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고령인

계 프로그램’
이 도입되어야 한다. 또한 근로자 라

력의 활용은 개인의 경제적 자립과 함께 복지재정

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맞춘‘진로선택제’
를 도입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여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중₩고령 근로자들이 본

는 고령인력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고령화

인의 희망과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여 직장생활을

에 따른 고령인력구성의 변화를 살펴보고, 미시적

계속 하거나 퇴직 이후를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기업의 고령자 고용과 퇴직, 재취

코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정년과 상

업 실태 등을 살펴보았다.

관없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조기퇴직이 가능
한 퇴직예고제도의 도입, 그리고 여성인력의 적극

그 결과, 고령자의 고용유지와 재취업 활성화라

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모색이 병행되어야 한다.

는 두 가지 측면에서 대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고
령자의 고용유지를 위해서는 현재의 연공급적 임

(6) 고령화에 따른 일본기업의 인력활용방안

금체계를 생산성을 반영하는 임금체계로 전환해야
하며, 직업훈련제도를 평생학습체제로 바꿔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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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국가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급속한 고령화

추이를 보이고 있는 일본의 개별기업 사례를 중심

고 있으나, 입₩이민의 증대는 인구증가에 따른 비

으로 기업의 인력활용방안을 살펴보았다. 일본은

용이나 원주민 인구를 입₩이민인구로 대체하는 데

연공급제와 종신고용제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

따르는 비용을 엄청나게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다.

도적 환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많은 시사점을 줄

또한 저출산문제의 경우, 출산뿐만 아니라 육아와

수 있다고 판단된다.

교육 그리고 여성의 생산활동에 이르기까지 양성
평등 및 비용 문제의 제도적 보완과 사회문화적 관

고령화시대를 맞아 일본의 기업이 노동력부족과

행의 정착이 요구되는 과제이다.

생산성제고를 위해 선택한 전략은 크게 고령근로
자의 재고용과 성과주의의 도입으로 요약할 수 있

또한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한지 17년이 경과하고

다. 재고용정책은 유능한 인력을 연령에 구애받음

평생직장의 개념이 무너지고 있으며 퇴직금제도와

이 없이 계속 활용함으로써 높은 생산성을 유지할

관련한 근본적인 변화를 고려할 때, 동 연구결과를

수 있으며, 다양한 고용형태를 활용하여 탄력적이

고려한 정책의 마련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며 유연한 인사관리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현역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사회보장시스템과 관련된

근로자에게 그들 스스로 능력이나 기능을 높이려

연구에 있어서는 인구구조의 노령화에 따른 가구

는 유인을 부여하게 된다는 점에서 생산성 제고효

주의 노령화문제와 함께 1인 가구의 증가현상에

과를 지니고 있다. 성과주의 도입은 기업 측에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0년에는 다섯 가구 중 한

생산성에 맞는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비용부담을

가구가 일인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 분

줄일 수 있고, 근로자 측에서는 생산성 향상 인센

야에 대한 정책적 연구가 요구된다. 한편, 동 연구

티브를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고령화는 가계의 소비, 저

성과주의의 도입이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기 위

축 및 부의 행태에 중대한 변화를 미치며, 특히 고

해서는 평가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정확

령자 요구에 대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그리고

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일본기업의 사례를

마케팅 노력의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크다고 할 것

통해 알 수 있었다.

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은 점진적으로 수혜연령을

3. 평가

65세로 높여가도록 확정된 반면, 실제 노동시장에
서는 조기퇴직 및 재고용실패가 증가하고 있음에

고령화에 따른 중장기 잠재경제성장률의 하락과

비추어 50~64세 인력을 가능한 한 생산활동에 종

경제활력의 저하 추세를 상쇄 또는 반전시키기 위

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피크제, 재고용시스템 등

한 경제₩사회 및 정치적인 대안과 국민적 합의를

의 가교고용시스템을 정착하는 방안에 관한 향후

도출하기 위한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 입₩이민

연구가 시급히 요구된다.

의 증대 및 출생률의 상승이 그 해결책으로 제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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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제별 연구과제
기업역할과 역량 제고방안
경제질서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투자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방안
안정된 거시경제환경 조성
국제경제질서의 변화와 한국의 선택

기업역할과 역량 제고방안

- 학력과잉실태와 임금에 미치는 영향
-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기업투자환경 분석
- 기업집단 관리방식 변화에 관한 연구
- 중국 일류기업을 찾아서
- 대중국 해외투자의 국내고용 및 투자에 대한 효과분석
- Managing Consumers’Online Complaints
- 청년실업의 원인과 대책
-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출신자의 노동시장 성과 비교
- 한국기업의 환노출 특성에 관한 연구
- 임금피크제 도입기업 지원방안의 문제점

학력과잉실태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주│제│별│연구과제│

박성준

학력과잉 현상이 문제시 되는 이유는 이들 고학력 노동력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
자원이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학력에 적합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유휴 인력
으로 사장되기 때문이다. 또한 학력과잉 현상은 개인적으로는 인적자원의 투자수
익률을 저하시킬 뿐더러 국가적 차원에서는 교육의 낭비 또는 교육의 비효율성,
그로 인한 생산성 저하로 국가 경쟁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그림 1-1> 1980년 기준 대학 재학생의 증가 추이

과거 우리 경제가 급속히 성
장한 배경에는 높은 교육열로
인한 고학력의 노동력에 바탕
을 두고 있었다. 특히 80년대
중화학 중심으로의 우리 경제
성장은 대학졸업정원제를 도
입하여 대졸이상의 고학력 인
력을 양적으로 풍부하게 배출
한 것에 그 기반을 두고 있었
다. 또한 90년대 중반에는 대
학설립 준칙주의를 도입하여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대학을 설립할 수

와도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높다.

있게 함으로써 고학력은 양적으로 또 한 차례 급
속히 팽창하여 현재 우리나라는 고졸의 대학진학

이렇듯 고학력 인력이 늘어나는 와중에 공교롭

률이 10명당 8명꼴 정도로 이는 선진국 어느 나라

게도 우리 경제는 한 차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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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력이 급속히 약화되고 경제 구조도 개편되면서

공급간의 불일치(mismatch), 좀 더 구체적으로는

고용 없는 성장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따라서 이

학력과잉(overeducated)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학

제는 급속히 팽창된 고학력자들은 취업이 어려워

력과잉현상이 문제시 되는 점은 이들 고학력 노동

졌고 이들의 실업은 이미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력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원이 노동시장에서 자

이러한 가운데 혹 취업이 된다 하더라도 자신의 교

신의 학력에 적합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유

육수준에 맞지 않는 일자리에 취업하는 사례가 증

휴 인력으로 사장되기 때문이다. 이는 개인적으로

가하고 있다. 실제 최근에 환경미화원 채용에 대졸

는 인적자원의 투자수익률을 저하시킬 뿐더러 국

자가 몰린다든지 또는 9급 공무원시험에 석사학위

가적 차원에서는 교육의 낭비 또는 교육의 비효율

소지자가 응시하는 현상이 심심치 않게 기사화되

성, 그로 인한 생산성 저하로 국가경쟁력에 지대한

고 있다. 결국 과거 고졸자 학력수준의 직업에 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졸이상의 학력이 몰린다는 이야기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사회적으로 문제시되는
또한 임금 통계지표를 보더라도 고졸자 대비

고학력의 높은 청년실업과 이에 따른 이들의 하향

(초)대졸자 임금의 추이는 80년대 이후 꾸준히 떨

취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학력과잉이 어느 정

어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이에는 80

도로 심각한 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경제위

년대 말 고졸의 대표업종인 생산직 중심의 노동운

기가 학력과잉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

동이 활성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고졸 임금이 올라

하기 위해 1996년과 2002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

갔기 때문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고학력자의

다. 그런 다음 학력과잉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과잉공급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분석함으로써 학력과잉에 따른 교육의 투자수익률
이 경제위기 전후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파악

이러한 제반 현상은 우리나라 고학력의 수요와

하였다.

<그림 1-2> 고졸임금 대비 (초)대졸임금 추이

74

2005년 시장경제연구백서

18.9%로 나타나고 있지만 2002년에는 약 29.1%

2. 연구내용

로 약 10%포인트 증가하였다.
(1) 학력과잉 실태
이를 연령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그림 2-2>에서
’
96년에 비해 2002년의 학력과잉이 상대적으로

보는 바와 같이 양 기간에 걸쳐 연령이 올라감에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2-1>에서 보는 바

따라 학력과잉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와 같이 전체적으로 ’
96년에는 학력과잉의 비율이

있다. 특히 매우 흥미 있는 점은 20~24세 연령층

<그림 2-1> 학력과잉 비교

<그림 2-2> 연령별 학력과잉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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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로 주로 초대 졸업자(그리고 갓 대학 졸업

한 자격을 갖춘 고학력자들의 일 궁합(job

자)들이 몰려 있는 계층으로 이 계층의 학력과잉이

matching)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경제위기 이후 27.1%로 경제위기 이전인 ’
96년도

해석되어진다. 그러나 고졸의 학력과잉 비율을 보

의 약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는 경제위기

면’
96년도에 비해 2002년도가 오히려 더 높게 나

로 이 계층의 학력에 적합한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타나고 있는데 이는 고졸학력에 적합한 일자리가

줄어듦에 따라 하향취업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학력별로 보면 고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

사업체 규모별로 볼 때 규모에 관계없이 96년도

로’
96년도가 2002년도에 비해 학력과잉자의 비

에 비해 2002년에 과잉학력이 전반적으로 높음을

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졸이상의 경우

볼 수 있다. 그러나 흥미 있는 점은 경제위기 이후

’
96년도 학력과잉비율이 90.3%였던 것이 2002년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학력과잉 비율이 빠르게

에는 42.8%로 거의 절반가량 떨어졌다는 점이다.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즉 100인 이상의 사업체는

이는 다음과 같이 해석되어 진다. 경제위기 이전인

02년 양 기간에 걸쳐 학력과잉이 10%포
’
96년과 ’

’
96년은 교육 수준은 높은데 산업에서의 수요가 이

인트 미만으로 증가한데 비해 99인 이하 사업체는

를 따라가지 못해 어쩔 수 없이 교육 수준에 못 미

약 11~12%포인트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는 과거

치는 직업을 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경제위

고학력자들이 기피하였던 중소기업으로의 하향취

기 이후 IT 산업 중심으로 기술₩집약형 산업구조

업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로 개편되면서 고기술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났
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의 인사관리의 합리화 특

산업별 학력과잉 실태를 보면 1차 산업을 제외

히 인력채용에 있어서 과거와 같은 저인망식 방식

하고는 2차₩3차 산업에서 ’
96년도에 비해 ’
02년에

을 벗어나 수시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그때

학력과잉 비율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는데 이는

그때 찾아 쓰는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직무에 적합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위기 이후 2차 산업에

<그림 2-3> 학력별 학력과잉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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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사업체 규모별 학력과잉 실태

<그림 2-5> 산업별 학력과잉 실태

서는 IT 중심의 산업이 크게 늘었고 또한 3차 산업

하겠지만 학력과잉이라 함은 근로자 자신의 학력

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수요 증가에

에 맞지 않는 직종에 종사, 즉 자신이 종사하고 있

기인한다고 해석된다.

는 직종이 요구하는 학력보다 높은 학력을 보유함
을 의미한다. 이러한 학력과잉의 부작용은 근로자

(2) 적정학력과 과잉학력간의 임금 비교

개인의 입장에서는 직업의 만족도 및 성취도가 떨
어져 궁극적으로는 생산성의 저하로 이어질 가능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는 학력과잉의 실태와 학

성이 농후하며 국가적으로 볼 때는 사회적 낭비라

력과잉의 결정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시 언급

고 볼 수 있다. 본 절에서는 학력과잉이 생산성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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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 얼마만 한 영향을 주는지를 적정학력과 비교

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반면 경제위기 이후인

하기로 한다. 여기서 생산성의 대리 변수로 시간당

2002년에는 적정학력자가 과잉학력자에 비해 더

임금을 사용하였다.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경제위기를 겪으
면서 기업의 임금체계가 직무급 또는 성과급으로

<표 2-1>은 ’
96년과 ’
02년 사이에 적정학력의 시

바뀌면서 job match가 잘된 자, 즉 자신의 직무가

간당 임금과 과잉학력의 시간당 임금의 차이를 비

요구하는 학력과 근로자 자신의 학력이 일치하는

교한 것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자가 자연 과잉학력자 다시 말해 job mismatch된

보나 성별, 연령, 사업체규모, 산업직종 및 근무형

자보다 생산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태 기준으로 보아도 ’
96년에는 과잉학력자가 적정
학력자에 비해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일
종의‘학력 프리미엄’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3. 평가

다. 이는 ’
96년까지만 하더라도 임금체계가 연공급
제로 되어있어 임금산정 시 직무와 무관하게 학력,

학력과잉이 반드시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만은

경력 및 근수연수 등이 주 고려대상이 되었기 때문

없다. 제조업이 해외로 탈출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
제가 먹고 살길은 첨단 지식기반산업으

<표 2-1> 적정/과잉학력간 시간당 평균 임금

로의 전환이다. 이러한 미래 산업은 고
도의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자연히

적정학력-과잉학력

적정학력-과잉학력

1996년

2002년

-1,224

595

남자

-1,082

582

력이라고 볼 수도 있다. 문제는 학력과

여자

구 분
전체
성별

연령

사업체
규모

산업

근무형태

직종

78

고학력을 요구한다. 따라서 학력과잉은
어찌 보면 향후 우리 경제 성장의 원동

-1,139

565

잉을 어떻게 성장 잠재력으로 전환할

15-19세

279

451

수 있느냐가 과제로 남게 된다. 따라서

20-24세

-440

488

25-29세

-866

889

10-29인

-568

117

질을 높이는 한편 산₩학간 연계 그리고

30-99인

-805

310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의 연계를 통하여

산업고도화에 부응할 수 있게 교육의

100-299인

-919

184

고학력의 수요₩공급 간의 불일치

300-499인

-1,211

152

500-999인

-1,552

1,229

(mismatch)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등

1차 산업

-507

139

2차 산업

-1,096

-97

3차 산업

-1,154

1,595

정규직

-1,228

593

1,513

2,079

전문기술직

-1,212

2,110

사무직판매직

-1,226

115

농림,수산직

627

-396

생산직

-213

108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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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색할 때이다.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기업투자환경 분석
│주│제│별│연구과제│

이병기

최근 시도별 기업투자환경 상에 많은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2004년 기업투자환
경지수를 우리나라 16개 시도별로 추정하여 본 결과, 수도권과 시지역이 비수도
권이나 도지역에 비해 좋은 투자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
는 시도의 기업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
책경쟁의 심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정책독점을 완화하고 지방정부
로 권한을 대폭 이양해야 한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지수이다. 기존의 연구가 대부분 국가간 상대적 순
위 비교를 목적으로 측정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기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업투자환경지수는 우리나라 시도별 기업투자환경

환경 마련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자

을 객관적 통계자료와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치단체장을 민선으로 뽑게 된 이후 지역주민의 생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구한 정성자

활 향상을 가져오지 않고는 재선이 어려운 변화된

료를 이용하여 측정₩평가한다. 기업투자환경지수

사정이 한몫을 하긴 한 것이지만 기업들로서는 참

는 기업이 투자할 때 고려하는 측정 가능한 통계자

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개별 지방

료를 이용하여 객관성을 가능한 한 증대시키고, 정

자치단체들 간에 기업투자환경이 어느 정도 차이

량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성

가 있고 또 개선되었는가 하는 분석은 거의 없었

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보완자료를 획득하여 분석

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하였다.

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우리는 이 같은 물음을 해
소하기 위해 기업투자환경(investment climate)

본 연구의 수행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기

지수를 추정하였다. 기업투자환경지수는 정량자료

업투자환경지수 개발로 시도별로 기업투자환경에

와 정성자료를 동시에 사용하여 우리나라 시도별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

로 기업투자환경을 종합평가하는 지수로서 각 시

는 것이다. 최근 시도별로‘기업하기 좋은 지역,

도의 기업투자환경을 비교₩평가하기 위해 고안된

투자하기 좋은 지역’
이라는 슬로건 하에 다양한

Ⅰ. 2005년 연구사업

79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로 기업투자환경에

한 기업의 응답을 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또한 변

대한 수량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연구결과는 아직

수의 중요도에 대한 가중치 설문조사는 전국의 지

보고 된 바 없다. 둘째로 기업투자환경지수의 차이

역개발연구소에 근무하는 지역전문가들을 대상으

를 각 시도별로 비교₩평가해 봄으로써 각 시도들

로 이루어졌다. 이들 전문가들로부터의 답변을 평

간에 기업하기 좋고 투자하기 좋은 환경 마련을 위

균한 값을 전문가의 가중치로 이용하여 기업투자

한 정책경쟁(policy competition)을 심화시키는데

환경지수의 추정에 적용하였다.

기여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얻은 주요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서울은 기업투자환경 종합평

2. 연구내용

가에서 전국 1위를 나타냈고 대전은 종합순위 2위,
3위는 경기도이다. 서울은 전국 1위의 기업투자환

본 연구는 2004년 기업투자환경지수를 우리나

경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전은 기초

라 16개 시도별로 추정하고, 그 구성요인들을 분석

투자환경 2위, 정보화기술환경 2위, 인프라₩사업

함으로써 시도별 기업투자환경의 변동요인을 분석

환경 5위, 지방정부 정책환경 2위로 종합 2위를 나

한다. 우선 이 연구에서는 기업투자환경지수 개발

타냈다. 또한 기업투자환경 종합지수에서 3위는

을 위한 분석방법론을 개발하였다. 지수추정에 있

경기도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기초투자환경에서 1

어서 중요한 것은 이질적인 스케일을 갖는 변수들

위, 정보화₩기술환경에서 3위, 인프라₩사업환경에

의 표준화와 함께 변수의 중요도에 따라 어떻게 가

서 6위, 지방정부 정책환경에서 5위를 나타냈다.

중치를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번 연
구에서는 Max-Min 변수표준화 방법을 사용하여

둘째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투자환경이 매

모든 변수를 표준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들

우 많은 차이를 나타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이 부여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기업투자환경지수를

투자환경이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서울 등 수

산출하는 과정을 거쳤다.

도권의 기업투자환경이 다른 지방의 기업투자환경
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서울은 거

지수추정에 있어서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

의 모든 분야에서 좋은 투자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

는 정량자료를 이용하여 추산한 정량지표와 시도

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 지역의 기업투자환경은 일

별 관련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얻은 정성

부를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도 지역에 비해 좋은 투

자료를 이용하였다. 정량자료로는 구하기 어려운

자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지역의

자료들을 직접 당해지역의 기업에게 질문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대체적으로 열위의 기업투자환경

정량자료의 한계를 보완하는 정성자료를 분석에

을 보인 것과는 달리 경기와 경남은 다른 도 지역

동시에 사용하여 분석결과의 현실성을 높이려고

에 비해 비교적 좋은 기업투자환경을 갖추고 있는

하였다.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는 612개 개별기업

것으로 나타났다.

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기초투자환경, 정보화₩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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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로 기초투자환경과 인프라 환경이 기업투자

로 나누어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질문하고 이에 대

종합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이다. 기초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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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환경은 종합지수에 35.4%의 기여율을 나타내고

과 정책비전 제시가 필요하다. 기업투자환경 분석

있다. 인프라₩사업환경은 평균 28.8%의 기여율을

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별로 부문별 장점과 약점

나타내고 있다. 한편, 정보화₩기술환경, 지방정부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당해 지역

의 정책환경의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의 투자환경에 맞는 산업의 특화와 이에 대한 지방

나타났다. 정보화₩기술환경이 종합지수에 대한 기

정부의 정책비전의 제시가 필요하다. 각 시도가 선

여율은 15.3%를 나타냈는데, 이것은 기초투자환

정한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경, 인프라환경의 기여율에 비해 매우 낮은 것이

고급인력 확보, 필요한 재원조달의 문제가 발생할

다. 정부정책의 기여율은 20.4%로 나타나고 있다.

수 있다. 현재 국토균형발전과 혁신클러스터 정책
은 각 지역의 기업투자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매우

넷째로 수도권 지역과 시 지역의 투자환경이 비

비현실적인 정책일 수 있다.

수도권이나 도 지역에 비해 좋은 기업투자환경을
보이고 있다. 다만, 비수도권 지역은 수도권지역에

마지막으로 지방정부의 기업투자를 유인할 수 있

비해 열위의 기업투자환경을 나타내고 있으나 그

는 기업친화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일부 도 지역은

기초투자환경이나 지방정부의 정책 기여율은 비수

기초투자환경이나 정보화₩기술환경은 아직도 나쁜

도권 지역이 수도권 지역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

상태이지만 다른 시도와는 다른 차별화된 정책을

다. 수도권이나 시 지역의 정책환경에 비해 비수도

추진함으로써 보다 좋은 기업투자환경을 만들려는

권이나 도지역의 정책환경의 기여율이 오히려 큰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이러한 시도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결과는 정보화₩기술환경,

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시도간 기업투자환경

인프라₩사업환경, 토지를 제외한 금융₩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경쟁(policy competition)을 유도

등 불리한 투자환경을 극복하려는 지방정부의 고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경쟁의 심화를 위해서

육지책적인 정책노력의 하나라고 판단된다.

는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정책독점을 완화하고 지
방정부로 권한을 대폭 이양해야 할 것이다. 각 시도

이 같은 분석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책과제

로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이양함으로써 각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의 기업투자환경 개선

시도가 차별화되고 지역의 특성에 걸맞는 경제정책

을 위해서는 금융의 접근성의 강화와 함께 생활 인

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금융환경에서 은행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금융제약을 완화하는 것은 기
업투자환경 개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노사관

3. 평가

계의 안정과 함께 고급노동력의 채용이 용이한 시
도(市道)일수록 많은 기업투자가 가능하게 된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각 시도별로 기업투자환

지역노동시장에서의 노동력 유출의 억제를 위해서

경을 조사한 첫 연구라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는 생활 인프라의 구축 등 다양한 정책노력이 필요

이번 연구에서는 각 시도별 기업투자환경에 대한

할 것으로 보인다.

객관화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정량적₩정성적인
자료를 통해 일관성 있는 기업투자환경 지표를 제

두번째는 지역투자환경에 맞는 전략산업의 선정

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크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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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투자환경, 기술₩정보환경, 사업₩인프라환경,

한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나 기업투자환경에 대한

지방정부 정책환경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고

정보를 얻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

각 시도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평가함으로써 향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연구결과로

기업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

보인다.

고 있다. 이 같은 정보는 기업투자환경 개선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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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관리방식 변화에 관한 연구
│주│제│별│연구과제│

: 본부조직의 역할 변화를 중심으로

이수희₩김희천(고려대)₩홍재범(부경대)

본 연구는 외환위기를 전후로 변화한 그룹본부의 역할 및 기능과 계열기업과의
관계를 그룹본부와 계열기업의 자기평가와 비교분석을 통해 접근하고 있으며, 나
아가 그룹본부의 통제정도와 기업집단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결
과를 제시하고 있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관리방식이 외환위기 이후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규명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를 맞으며 기존의
대기업집단에 대한 커다란 인식 변화를 맞게 되었
다. 1996년 기준 30대 기업집단 중 절반 이상이 도

2. 연구내용

산하거나 워크아웃에 들어갔으며, 대우그룹은 공
중분해 되었다. 또한, 국내외 학자, 언론인들이 기

대부분의 기업집단이 외환위기 이후 계열기업

업집단의 다각화된 사업구조, 무모한 차입경영, 선

수와 기업집단의 규모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식 경영 등을 문제로 삼아 외환위기를 초래한 주

300%~400%에 달했던 부채비율은 100% 선으로

요 원인제공자로 비난하였다. 따라서 기업집단에

낮추는 등 타인자본에 의존한 사업확장 역시 상당

게 재무구조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사업구

히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집단의 수익

조조정을 통한 전문화된 기업으로 진화할 것이 강

성이나 생산성도 크게 개선되어, 기업집단의 건전

력하게 요구되어 왔다. 이후 기업집단의 사업구조,

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기

재무구조, 지배구조 등에 관련된 연구 및 논의는

업집단의 사업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전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기업집단의 관리시스템과

환되고 있다는 것과 지분구조에서 대주주 혹은 특

본부의 역할에 관한 논의와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

수관계자의 지분비중 감소, 계열기업의 지분비중

흡한 수준이기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기업집단의

상승 등, 기업집단은 외환위기를 전후로 다양한 변

Ⅰ. 2005년 연구사업

83

화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측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사업구조, 자본구조 및 경영실적 면에서

다섯째, 기업집단의 관리방식이 계열사의 연구

의 변화와 함께 기업집단 관리방식에도 많은 변화

개발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발견되

가 있었는데, 먼저 분권화 측면을 보면, 기업집단

었는데, 즉 계열사가 의사결정권한을 가질수록 연

본부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분

구개발 집약도가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화 수준에 별 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계열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추가적인 분

마지막으로 사회적 통제도 그 내용에 따라서 연

권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 계열사가 인지하

구개발투자에 상이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는 분권화 수준이 기업집단 본부가 인지하는 분권

는데, 사회적통제-문화는 연구개발투자와 관계가

화 수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직도

없었으나 사회적통제-기업집단은 연구개발투자와

상당수의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서 기업집단 본부

부(-)의 관계를 보였다. 이는 특히 개인적 친분관

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것

계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기업집단 내 효율적 자원

은 기업집단 본부가 운영적 사안에 대해서는 계열

배분을 저해한다는 부정적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

사에 분권화를 하더라도 일부 주요한 전략적 사안
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집권화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3. 평가

둘째, 외환위기 이후 기업집단 내 자원 공유 및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기업집단 관

이전을 위한 조정활동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방식은 계열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고, 결과

이는 국내 기업집단들이 내재한 시너지를 실현하

적으로 계열사와 기업집단 성과의 주요한 결정요

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인이 된다. 외환위기 이후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이
선진경영 방식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실제로 설문

셋째, 기업집단 차원에서의 평가시스템, 보상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계열사의 의사결정 권한과 임

스템, 사회적 통제, 기업집단 본부-계열사 의사소

원 보상 중 성과급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통 수준 모두 강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외

이러한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이 확대될수록 계열사

환위기 이후 국내 기업집단들이 계열사의 자율경

간 조정이 어려워질 것이며 이에 따라 기업집단으

영과 책임경영을 강조하면서도 기업집단 차원의

로써의 장점을 실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관리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집단의 장점을 유

또한 계열사 차원에서의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은

지하고자 함을 나타낸다 할 수 있다.

의사결정에 따른 위험을 계열사 경영진에 이전시
켜서 위험 회피 성향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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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군집분석을 통해 관리방식 측면에서는 기

로 본 연구에서 정량적 기준에 의한 평가가 계열사

업집단 간 상이성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

연구개발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사실을 발견

데, 기업집단 차원에서의 평가시스템 및 조정시스

하였다. 특히 국내 전문경영인 시장이 발달되어 있

템 여부와 사회적 통제, 그리고 시너지 창출 등의

지 않은 상황에서 의사결정의 책임이 전문경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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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전가될 경우, 전문경영인이 더욱 위험회피적

템의 보강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인 자원배분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 정책에 대한 함의와 향후 연구 과제를 살펴
다각화된 기업의 관리시스템에 대해서는 관리시

보면 다음과 같다. 일부 학자와 시민단체는 기업집

스템 자체가 개별 사업부의 특성에 맞게 차별화되

단 본부 또는 구조조정본부의 역할에 대하여 부정

어야 한다는 주장과, 동일 조직 내에 상이한 관리

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나 다각화된 기업집단이

방식이 공준하기 힘들다고 주장하면서 전체 기업

계열사 간 자원공유 및 이전을 통하여 시너지를 창

의 특성에 맞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

출하고 기업집단 차원에서 핵심역량을 구축하기

장이 있는데, 이러한 주장들을 절충하여, 관리시스

위해서는 기업집단 본부와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

템을 구성하는 요소 중 일부는 개별 계열사에 맞게

기업집단 본부는 조정역할을 통하여 기업집단 내

차별화하고, 다른 요소는 모든 계열사에 동일하게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빠른 의사결정을 가능하

적용함으로써 기업집단 특성과 계열사 특성 모두

게 한다. 또한 기업집단 본부는 계열사 평가 및 보

를 반영한 기업집단 관리시스템의 설계가 가능할

상시스템을 통하여 계열사 경영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분권화 수준은 계열사의 환경,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정부정책은 기업집단 본부의

역량, 전략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더라도

해체 여부보다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하여 소

평가시스템과 사회적 통제는 모든 계열사에게 동

액주주 보호장치를 만드는 등 기업집단이 가질 수

일하게 적용하여 기업집단으로서의 소속감과 일체

있는 사회적 역기능을 줄이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

감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개별 계열사

다. 정부가 법적으로 기업집단 본부를 해체하더라

에게 전략적 유연성을 제공하면서도 계열사 간 조

도 필요하면 기업집단은 어떤 형태로든 본부기능

정 및 협력을 통하여 기업집단으로서의 장점을 실

을 수행할 것이다. 따라서 제도 개선과 일관된 법

현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

집행을 통하여 기업집단이 가질 수 있는 역기능을

한 학술적₩실무적 의의를 가진다.

최소화하고 기업집단으로 하여금 기업집단 차원에
서의 경쟁력 창출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변신이 가

외환위기 이후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 계열

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 상호출자 금지, 계열사 상호 지급보증 금지, 계
열사 간 불공정 거래 금지 등 기업의 내부시장 기

외환위기 이후 기업집단 사업구조에 관한 정부

능을 제한하여 기업집단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는

의 의견은“전문화 가설”
로 축약될 수 있다. 기업집

데 초점을 맞춘 대기업집단에 대한 강도 높은 정책

단의 비관련된 사업구조가 과거 정부주도 경제개

으로 인하여 기업집단과 관련하여 많은 변화가 일

발과 취약한 외부시장기능의 산물이라 하더라도

어났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전문화 없이는 기업집단의 미래는 없다는 것이며

강화되고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면서 외부자본시

많은 학자들도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

장의 효율성도 함께 증가하였다. 이러한 규제환경

나 본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 기업집단들

의 변화와 제도적환경의 발전은 기업집단의 기존

은 사업구조, 관리시스템, 역사성 등 여러 측면에

내부시장 기능 및 장점을 떨어뜨릴 것이며, 따라서

서 상당한 상이성을 보이기 때문에 기업집단의 사

내부시장 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시스

업구조와 관리시스템에 대한 하나의 모범답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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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는 않는다. 내부시장의 장점이 남아 있는

단의 내부시장 기능이 가치창출 능력을 가지고 있

한 기업집단은 존속할 것이고, 어떤 사업구조와 관

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위적으로 제한한다면 이

리시스템을 취할 것인가는 그룹전략, 핵심역량, 발

는 국가경쟁력 저하로 연결될 것이다. 또한 글로벌

전과정, 리더십 등의 특이성을 고려하여 기업집단

경쟁환경이 요구하는 전략적 선택과 국내 제도적

이 스스로 다양한 실험을 하고 선택할 문제이지 정

여건의 비효율이 요구하는 전략적 선택에 차이가

부의 정책적 선택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난다면 국내기업이 합리적인“선택과 집중”
을 하지

정부 정책의 초점은 무엇보다 경제 제도의 선진화

못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국제경쟁력이 떨어질 수

에 두어야할 것이다. 외부시장의 효율성이 증대하

밖에 없다.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력 결정요인이 곧

고 상대적으로 기업집단 내부시장의 효율성이 떨

바로 국제경쟁력의 결정요인이 되도록 경제제도를

어지면 기업집단의 장점이 감소하고 국민경제에서

선진화 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집단

차지하는 비중도 함께 줄어들 것이다. 만일 기업집

의 가치창출적 진화를 유도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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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류기업을 찾아서
│주│제│별│연구과제│

박승록

한₩중 양국의 대표적인 일류기업들의 매출 및 총자산 분포는 큰 격차를 보이지
않는다. 일부 중국기업들은 한국기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매출 및 총자산 규모를
가지고 있다. 중국기업이 높은 고용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으로써 종업원당 매출규
모나 종업원당 이익규모는 한국기업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중
국기업의 총자산당 매출이나 이윤규모는 한국기업에 비해 양호하다. 따라서 중국
의 기업구조조정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중국기업의 생산성 수준은 대폭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이 연구는 중국 국유기업으로서 외부에 잘 알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일류기업을 찾아내고, 이

지지 않은 일류기업을 찾아 해당산업에서 한국의

들 기업과 경쟁관계에 놓여 있는 한국과 일본기업

대표기업과 여러 부문에서 경쟁력 수준을 비교₩검

의 규모와 생산성 수준을 비교하는 과정을 거쳤다.

토하고자 계획된 연구이다. 우선 분석대상 산업은

일본기업은 한₩중₩일 3국의 기업경쟁력을 비교하

한국이 비교적 강점을 가진 산업분야인 가전, 철

는 과정에서 일본기업의 경쟁력 또한 많은 관심의

강,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정유, 반도체, 컴퓨터,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통신기기, 소프트웨어 산업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
았다. 중국 일류기업의 경우 아직까지 한국 내에서

또한 중국의 향후 기업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는 그 존재와 영향력이 잘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는

수 있는 환경요인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 우선

점에서 해당 기업 또는 기업집단의 간단한 프로파

중국기업의 구조조정 노력을 통한 합리화 추세, 중

일과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자료 입수가 가능한 기

국기업의 구조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체가

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되는 국유기업의 구조조정 실태와 의미, 중국기업
의 기술혁신노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아울러 그동안 중국경제의 중요한 성장축의 하나
였던 상하이 지역의 재도약을 위한 준비, 서부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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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동북지역 개발정책의 추진이 중국기업의 경쟁

많은 일류기업들이 여기에 포함되지만, 소프트웨

력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검토하였

어 관련기업과 같이 현저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

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필자가 중국의 일류기업

기에서 제외되는 기업들도 다수 존재한다. 이런 정

방문시 요긴하게 구할 수 있었던 다양한 사진자료

보들을 토대로 중국의 개별산업에 대한 조사에서

도 제시되고 있다.

부터 산업별로 중국의 일류기업을 선정하였다. 중
국 일류기업과의 경쟁력 비교를 위해 한국과 일본

⑴ 한국과 중국기업의 생산성 비교

의 비교기업은 주로 재무자료를 통해 해당 산업에
서 영향력 있는 기업을 선정하였다.

한국과 중국 일류기업의 경쟁력 수준을 수량적
으로 비교하는 작업에서는 다소의 어려움이 따랐

한국과 중국 일류기업들의 매출, 총자산, 종업원

다. 한국과 일본기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상장된 회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사로서 재무자료가 공개되어 있으나, 중국 일류기

수 있다. 첫째, 양국의 대표적인 일류기업들의 매

업들은 아직까지 많은 기업들이 국유기업이기 때

출 및 총자산 분포는 양국 기업들 간에 큰 격차가

문에 재무자료가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알려져 있

보이지 않는다. 중국기업들 가운데 일부는 한국기

다 하더라도 매출, 순이익, 총자산, 종업원수 등 최

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매출 및 총자산 규모를 가

소한의 재무자료만 알려져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고 있지만 여타 기업들의 분포는 한국과 대동소

이번 연구에서는 중국측 자료를 토대로 한국과 일

이하다. 둘째, 양국기업의 총자산과 이윤규모는 총

본의 자료를 맞추었으며, 국가간 비교를 위해 해당

자산 규모가 큰 기업이 보다 높은 이윤수준을 보이

국의 통화단위에 대미환율을 적용하여 달러 기준

는 경향이 있지만, 양국간에서 총자산규모 또는 매

으로 환산하고 이를 비교하였다.

출규모와 이윤규모에 있어서는 뚜렷한 차이를 발
견하기 힘들다. 많은 중국기업 역시 한국기업과 마

한₩중간 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한 비교지표는 매

찬가지로 비교적 양호한 기업이윤을 누리면서 중

출규모, 총자산규모, 순이익 규모와 같은 절대적

국내 시장상황의 변화에 잘 적응하고 있다. 셋째,

수준의 규모변수 뿐만 아니라 매출, 순이익을 종업

한국기업과 중국기업의 현저한 차이는 종업원 규

원 수와 총자산으로 나누어 생산요소당 매출 및 순

모에 있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일류기업은 높은 고

이익 생산성을 비교하였다.

용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아직까지 완전한 시장경
제로의 이행이 진행되지 못하고, 국유기업의 개혁

우선 한₩중간 비교대상이 되는 일류기업의 범주

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

에 속하는 기업은 중국의 경우 주로 문헌조사를 통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중국의 국유기업

해 선정하였다. 중국의 경우 매년 중국기업연합회

이 유치원, 학교, 병원 등 사회보장적 성격의 사업

(中國企業聯合會)와 중국기업가협회(中國企業家協

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고, 당분간 고용이란 사회안

會)에서 중국기업 500강을 선정하여 발표한다. 중

전망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

국의 많은 일류기업들은 국유기업으로서 기업집단

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을 형성하고 있다. 주로 자산규모의 순서로 선정되
기 때문에 규모가 큰 기업집단이 포함된다. 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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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기업의 이런 특징을 반영하여 종업원당 매

출규모나 종업원당 이익규모는 한국기업에 비해

과학기술 프로젝트도 시작되었으며, 국가 및 기업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중국기업의 총자

연구센터가 보다 많이 설립되었다. 과학기술연구

산당 매출이나 이윤규모는 한국기업에 비해 보다

도 기초이론, 응용기술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

양호한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중국의 기업구조조

두었고, 국내외 특허를 취득한 기술도 대폭 증가

정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중국기업의 생

하였다.

산성 수준은 대폭 개선될 여지를 가지고 있다.
셋째,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 또한 크게 진전되고
⑵ 중국의 기업 환경 변화

있다. 국유기업 개혁을 위한 사유재산권 제도의 도
입과 같은 환경이 조성되었고, 독점산업에서의 국

중국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다양

유기업 개혁, 국유중소기업의 개혁이 크게 진전되

한 요인들이 검토되었다. 우선 중국의 산업 및 기

면서 중국기업의 전반적 경쟁력이 크게 제고되었

업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중국 당국의

다. 추가적으로 경쟁력 향상을 기할 수 있는 우호

조치는 예전부터 추진되어 온 기업의 대형화, 집중

적인 분위기도 형성되어 가고 있다.

화 정책을 2001년부터 시작된 10차 5개년 계획의
산업정책을 보다 강화한 데서 찾을 수 있다. 규모

넷째, 중국기업들의 기술혁신을 위한 노력과 성

의 경제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대형 기업그룹의 형

과가 보다 가시화되고 있다. 중국기업의 기술센터

성과 집중화가 그것이다. 목표대상이 되는 중화학

설립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특허등록이 급증하고

산업의 경우 규모의 경제효과가 기업성장 및 기업

있으며, 첨단신제품 출시, 신기술제품의 수출증가

의 경쟁력 증가에 큰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중

등이 보다 가시화되고 있다. 그리고 기술도입의 증

국의 산업정책에서 추구하고 있는 대형화와 집중

가에 따른 기술이전의 가속화, 중국기업의 기술혁

화는 중국기업의 규모의 경제 확대를 통한 경쟁력

신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와 같은 추세는 중국기업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의 경쟁력 향상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둘째, 중국기업의 경쟁력 향상은 활발히 추진되

다섯째, 중국기업의 미래경쟁력을 보다 강화시

고 있는 중국기업의 구조조정에서 찾을 수 있다.

킬 가능성 있는 조치들은 최근 상하이 지역의 재도

구조조정 여건을 갖춘 국유 대₩중₩소기업이 현대

약을 위한 움직임과 서부대개발, 동북지역 개발정

적인 기업제도를 구비하는 데 좋은 성과를 거두었

책에서 찾을 수 있다. 상하이 지역의 새로운 산업

고, 시장의 규율에 따른 기업의 인수₩합병 과정이

개발구 건설과 양산심수항의 건설, 서부대개발에

중국기업의 국내외적인 경쟁력을 보다 강화 할 수

따른 공공투자의 확대와 가스, 전력, 용수의 공급

있었다. 외국자본을 활용한 중국 내 기업의 개혁

및 수송망의 대폭적인 건설은 중국기업의 경쟁력

역시 활발히 추진되었다. 중국기업의 경영투명성

향상과 중국 경제성장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효과

역시 크게 진전되었으며, 종업원의 경영참여도도

를 크게 진전시킬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국과

증가하였다. 또한 중국의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보다 인접한 동북지역개발 계획은 이미 구축되어

는 기업의 기술진보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졌다.

있는 중화학 산업, 자본장비 산업을 보다 합리화

중국기업의 기술인력이 크게 증가하였고 새로운

하고, 선양을 중심으로 한 금융중심지의 건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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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항을 중심으로 한 물류중심의 건설을 통해 보다

생산성 증대보다는 자본투입의 증대에 의한 특성

중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다.

이 강했다. 향후 중국의 서부대개발, 동북3성개발
계획은 지속적으로 정부의 자본투입 증대를 가져
와 경제성장의 주요 원천으로 작용할 것이다. 중국

3. 평가

경제성장에서 고용증대가 미미했던 점에 비추어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실업문제가 크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지속적인 고도성장은 한

게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성장이

국경제의 성장에 많은 기회와 위협요인을 제공하

라는 큰 흐름은 상당기간 유지될 것이고 그 과정에

였다. 기회요인은 한국경제성장의 주력 산업분야

서 중국기업의 경쟁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가능

의 주요 수출시장으로서 역할을 제공한 점이고, 위

성이 있으며, 중국의 시장여건 역시 성숙되어 갈

협요인은 중국의 산업 및 기업경쟁력이 크게 강화

것이다.

되고 있어서 세계시장에서 한국의 주력상품시장을
지속적으로 잠식할 뿐만 아니라 한국으로부터의

따라서 한국경제의 성장패턴에서 찾을 수 있는

주요 상품수입을 대체할 것이라는 데 있다. 10년

의미는 경제성장의 원천을 노동투입, 자본투입,

뒤 한국경제의 성장원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

총요소생산성(기술혁신, 규모의 경제효과, 기술적

육성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것도 바로

효율성 개선 등의 요인으로 구성)의 3부분으로 나

이런 우려를 반영하는 것이다.

눌 때 노동투입 부분에서는 고기능, 고기술 인력
의 증대를 통한 인적자본의 확대가 필요할 것이

보고서에서 살펴본 중국 주요산업에서의 기업환

고, 자본투입 부분에서는 기술이 내재된 자본재의

경과 세계 글로벌 기업의 진출현황, 그동안 전면에

비중을 늘림으로써 성장원천의 질적 고도화를 기

크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중국 일류기업의 경

하는 것이다. 그리고 총요소생산성 증대에 의한

영상태는 중국의 성장에 따른 기업의 성장과 경쟁

경제성장부분에서는 기술혁신이 성장의 중요한

력 강화가 한국산업과 한국기업의 미래에 있어서

축으로 작용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연구개

는 보다 위협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발투자의 질적 개선과 확대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결국 중국의 경제성장이 단기적인 기회요인임에도

있는 것이다.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경제성장에 따른 중국기업의 경쟁력강화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은 거시적 측면에서 경제성

따라서 이런 중국 일류기업의 면모와 잠재력을

장의 원천을 고급인력과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혁

볼 때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한국기업의 진

신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성장패

로에 대한 몇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턴의 변화는 결국 산업의 구조조정, 기업의 구조조
정과정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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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정책보다는 산업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로의 변신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지속적인 규제완화와 일관된 정책집행이 필요하다

일류기업들이 과거 다양한 사업분야의 성공을 통

고 할 수 있다.

해 오늘날의 성공한 기업으로 성장하였듯이 미래
를 대비한 새로운 사업분야가 준비되어야 하고, 이

둘째는 중국기업의 발전과 획기적인 경쟁력 강

를 위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화 추세는 한국기업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데 매
우 중요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중국기업의 약

③ 또다른 기업구조조정은 최종재의 경우 사치

진에 대한 한국기업의 구조조정은 다음 세 가지 방

품, 고급품, 고기능성 제품으로 생산품 구성이 변

법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화해야 한다. 아울러 숙련기술이 녹아있는 자본재,
부품, 소재분야로의 생산품 구성이 변모해야 한다.

① 기존 사업부문의 고부가가치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는 대부분 산업분야에서 산업 내 구조

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 디자인 개발과 같은 기업
의 노력이 필요하다.

조정(Intra-Industry Upgrading)의 가능성이 충
분하고 기존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셋째는 중국기업의 발전은 FTA를 포함한 한₩중

용이하다. 중국기업의 발전에 따라 한발 빠른 구조

간 경제협력에 있어서 많은 의미를 제공해 주고 있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점진적으로 산업

다.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현재 상태로 중국만큼

의 구조고도화를 달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부

경제협력을 통한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이 많은 국

산업분야 특히, 통신기기, 조선, 철강산업에서 한

가는 없다. 현재 중국과의 경쟁, 보완관계로 볼 때

국기업의 매우 성공적인 산업 내 구조고도화의 성

중국과의 무역자유화협정과 같은 경제협력은 양국

공이 관찰되고, 이런 사례들이 여러 산업에서 보편

간 무역확대에 따른 많은 이점을 가져다줄 것이 분

화될 경우 중국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한국기

명하다. 하지만 현재 중국기업의 발전과 성장추세

업의 지속성장은 가능할 것이며, 이를 통해 산업의

를 볼 때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경제협력

고부가가치화가 충분히 달성될 것으로 예측된다.

은 중장기적으로 한국이 가진 현재의 이점을 상실
케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중국기업의 성장에

② 한국기업의 구조조정은 산업간 구조조정

대응한 한국기업의 구조고도화는 한₩중간 경제협

(Inter-Industry Upgrading)에 의해서 보다 장

력의 이점을 보다 장기적으로 보장해 주게 될 것이

기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현재의 인적, 물적 자

다. 그런 만큼 한국기업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원을 보다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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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연구과제│

대중국 해외투자의 국내고용 및 투자에 대한 효과분석

박승록

한₩중 수교 후 대중국 해외투자로 인한 총고용손실은 약 13만 4,000명 수준으
로 국내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아울러 총투자 감축효과 역시 불과
500억원에 불과하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의 국내고용 또는 국내투자와의 관계에 대한 상반
된 주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려는 목적을 위해 시

해외투자가 본국의 고용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

도되었다. 또한 해외투자와 고용 및 투자에 대한

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다국적 기업, 심지어 경제

선행연구 결과의 검토, 해외투자와 고용과의 관계

학자들조차 확고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한

를 파악할 수 있는 이론모형 및 실증분석모형의

편으로는 해외투자로 인해 해외에서 생산되는 생

설정, 해외투자로 인한 해외생산 증대의 국내고용

산물이 본국의 수출을 대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및 국내투자에 대한 파급효과가 실증적으로 분석

그 상품을 수입하게 함으로써 수출되던 상품을 대

되었다.

체하게 되고 그에 따라 국내 일자리와 투자를 감소
시킬 것이란 견해가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해외투자와 무역은 대체재

2. 연구내용

라고 하기보다는 보완재일 수도 있기 때문에 고용
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용을 오히려 증가시

⑴ 주요 결론 요약

킬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있다.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 있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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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대중국 해외투자와 국내고용

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생산의 고용 및 투자 감

및 국내투자와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해외투자

축효과를 구체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살펴보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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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외투자의 초기에는 해외투자로 인해

업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진출

1993~1997년까지 매년 600여 명 내지 5,000여

기업의 고용감소와 투자감소를 만회시킬 수 있는

명 정도에 불과한 국내고용 손실을 초래했으나,

요인들이 상실됨으로써 해외투자로 인한 고용 및

1998년 이후부터는 매년 1만 명 이상의 고용손실

투자 감소효과가 보다 크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을 발생시키고 있다. 2002년에는 2만 6,000여 명,

으로 판단된다.

2003년에는 4만 4,600여 명의 고용손실이 발생하

이런 현상은 향후 대중국 투자가 보다 크게 진전

였다. 그래서 1993~2003년간 총고용손실은 약

될 경우 고용 및 투자 감소효과가 더욱 강하게 나

13만 4,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해외

타날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투자로 인한 국내투자 감소추세와 크기를 보면 초
기 1997년까지는 소폭 국내투자를 증대시키기도

넷째, 한국측의 대중국 해외투자 통계와 중국측

하였으나 1998년부터는 국내투자를 감소시키기

에서 작성한 한국의 중국내 외국인 투자액의 괴리

시작하여 2002년에는 125억원, 2003년에는 215

가 상당한데 중국측에서 집계한 투자액이 1.2~3.5

억원의 투자감소를 초래하고 있다. 국내투자 감소

배 정도 많음에 따라 중국측 자료를 이용한 국내고

효과는 미미하여 1993~2003년간 총투자 감축효

용 및 투자의 감소효과가 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

과는 500억원에 불과하다.

다. 가령 2003년 기준으로 한국의 중국에 대한 해
외투자는 약 16억 달러 정도이고, 중국측의 집계결

둘째, 한국의 대중국 해외투자가 국내투자를 감

과는 약 45억 달러로서 중국측 집계액이 무려 2.8

소시키는 효과를 보면, 해외투자 규모에 비해 국내

배 정도 많다. 따라서 한국 내에서의 고용감축 효

투자를 감축시키는 효과는 크지 않음을 알 수 있

과는 한국측 자료의 경우 약 1만 1,300명 수준인

다. 이는 중국진출 기업의 해외진출 동기가 임금

데 반해 중국측 자료를 사용할 경우 4만 4,600여

및 부대비용 절약 또는 현지시장 활용차원에서 이

명 정도가 된다.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중국측에

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해외투자가 단행되

서 집계한 자료가 현지 한국기업의 재투자를 반영

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이 곧 국내투자로 전환되지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대중국 해외투자로 인한

않기 때문이다.

국내고용 및 투자에 대한 효과분석에 있어서 오히
려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대중국 해외투자의 형태변화와 해외투자
의 고용 및 투자 감소추세를 보면, 감소추세의 강

다섯째, 한국의 대중국 해외투자의 중국경제성

도가 점차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장에 대한 기여도를 측정한 결과 2003년 기준으로

기업들의 해외투자 형태가 중국을 단순한 생산기

한국의 대중국 해외투자액의 자본스톡이 창출한

지로 이용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구매, 완제품과

중국에서의 부가가치는 중국 GDP 수준의 0.31%

부품 및 소재의 일관생산, 판매, 연구개발 등 현지

로서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이를 원화로 환산하여

완결형 투자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원

살펴보면 이는 한국 GDP의 0.95%에 불과하다.

부자재의 현지생산을 위한 동반진출 등을 시도하

대중국 해외투자가 증대하고 있으나 이는 한₩중

게 되고, 진출업종도 중소기업 위주의 노동집약적

양국의 경제규모에 비추어 볼 때 아주 미미한 수준

인 업종 중심에서 대규모 투자와 IT분야의 벤처기

으로 판단된다.

Ⅰ. 2005년 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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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기업 경영전략 및 정부정책에 대한 의미

둘째, 기업은 현지 완결형 진출, 고기술 산업의
해외진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현재

본 연구에서 규명한 이상의 내용 가운데 기업

일부 경쟁력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현지에서 구매,

경영 또는 정부차원의 정책적 의미를 가질 수 있

완제품과 부품 및 소재의 일관생산, 판매, 연구개

는 것은 아직까지 대중국 해외투자로 인한 제조

발 등을 해결하는 기업이 늘어가고 있다. 이는 중

업 공동화의 문제가 해외투자의 규모, 해외투자

국의 제품고급화, 고브랜드화, 중국에 진출한 글로

로 인한 생산규모의 미미함으로 인해 문제시되고

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

있지 않지만 해외투자로 인한 일자리 손실규모가

한 기업의 자연스런 적응과정이 될 것이다. 해외투

점차 커지고 있고, 기업의 대중국 진출 형태의 변

자국에 기술이 유출될 것을 염려하여 해외이전을

화에 따라 이런 추세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 않을 경우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경쟁국가나

는 점이다.

경쟁기업과의 경쟁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을 것이
다. 그리고 해외진출을 통해 매우 쉽게 유출될 기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가 제시할 수 있는 몇 가
지 기업의 경영전략 또는 정부정책에 대한 의미를

술수준이라면 해외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중국이
조만간 추급할 수 있는 기술에 불과할 것이다.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또한 오늘날에는 첨단제품, 정보통신제품 등 일
가. 기업 경영전략에 대한 의미

반적으로 고기술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사용되는
부품, 소재 등은 글로벌 소싱(Global Sourcing)하

대중국 해외진출로 인한 국내고용 감축효과는

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들 제품에서도 경쟁

기업의 관심사항이 아니다. 해외투자 자체가 현지

력 격차는 임금수준, 법인세 수준 등에 의해 결정

시장의 확보, 저임금 활용과 같은 기업경쟁력 강화

되는 등 범용제품의 경쟁력 결정요인과 크게 다르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외투자

지 않다. 한국과 같이 자본재, 소재, 부품을 해외에

는 국내외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한 기업의 자연스

의존하는 방식에 익숙한 조립가공 생산체제에 의

런 적응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존하는 산업의 비중이 높은 고기술 제품 분야도 해
외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 경쟁력 확보에 분명 불리

그런 측면에서 해외투자에 의한 경쟁력 강화과

하게 작용할 것이다.

정에서 지속적인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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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하다. 대중국 기업

셋째, 기업은 끊임없이 신기술, 신산업을 개발하

진출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

여 차세대 기업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었듯이 국내외에서 지속적인 기업경쟁력을 유지하

과거 한국기업의 성장사는 끊임없는 변신을 통한

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하다.

주력사업의 변화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보

중국에서 기업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값

다 신속한 주력사업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므로 지

싼 저임 노동력이라고 해도 지식을 바탕으로 한 기

속적인 신기술 개발을 통해 자신의 핵심역량을 발

술혁신 노력과 효율성 개선노력, 비용절감 노력이

휘할 수 있는 신사업을 개발해야 한다. 이것이 현

없이는 향후 경쟁력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다.

재 해외투자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보다 강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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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는 기업의 적응과정을 보다 용이하게 하여 기

첫째, 정부는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

업의 경쟁력을 계속 유지₩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의 고용비중 감소에

국내고용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

대한 바람직한 대안은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을 보

이다.

다 활성화하여 제조업에서 남아도는 잉여인력이
서비스 분야로 원활하게 흡수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넷째, 중국경제의 불안정성, 소위 차이나 리스크

이다. 만약 지속적인 고도화를 통해 제조업의 생산

(China Risk)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

성이 증가하면서 발생하게 될 제조업의 잉여인력

의 많은 해외투자 기업들 가운데 중국에 의존도가

과 대중국 해외투자로 인해 발생한 잉여인력이 신

심한 기업의 경우 중국경제의 불안정성이 가시화

산업이나 서비스 산업으로 원활하게 흡수되지 못

될 경우 국내 모기업에 대한 충격이 예상 외로 클

할 경우 구조적 실업문제가 대두되어 한국경제의

수 있다. 중국경제가 고도성장하고 있고 이런 추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 분명하다.

는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만 중국정부 당
국의 정책변화 등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둘째, 제조업 분야에서 신성장 산업을 발굴₩육성

있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잠복해 있기 때문에

하고 기존 산업의 업그레이드(Industry Upgrading)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를 추진해야 한다. 이는 바람직한 산업구조조정의
이행과정으로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에 기초한

나. 정부정책에 대한 의미

산업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국가경제에서 제조업의
중요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아울러 고용창출을 유

본 연구결과가 제시하는 정책적 의미를 찾는 데

도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 또한 지식기반 서비스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향후 대중국 해외투자로

산업의 육성을 통해 제조업 부문의 잉여인력을 흡

인한 고용손실이 보다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수함과 동시에 제조업 내에서 지속적으로 일자리

는 점이다. 제조업 공동화 측면에서 아직까지 우려

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될 것이다. 차세

할 수준이 아니더라도 국내경제의 잠재성장률 수

대 성장동력 산업의 육성, 부품₩소재산업의 육성,

준이 하락함에 따라 고용흡수력이 저하되고, 한국

현재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등 산업간(Intra-

경제를 견인하는 선도산업으로서 고용흡수력이 낮

Industry) 또는 산업내(Inter-Industry) 업그레

은 정보통신산업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고용흡수

이드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함으로써

력 또한 보다 저하될 것이 분명하다. 더욱이 대중

지속적인 성장 잠재력의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국 기업진출 과정에서 국내 조달되던 자본재, 부

것이다.

품, 소재 분야의 중국진출이 늘어나면서 대중국 기
업진출로 감소된 일자리를 대체해 줄 고용증대 효

셋째, 국내기업과 해외투자 기업간의 협력적 분

과가 점차 소멸하게 되면 고용감소로 인한 실업문

업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해외투자로

제는 정부의 큰 관심거리로 등장할 것이 분명하다.

인한 고용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보다 고기술 분야

따라서 대중국 해외투자의 증대로 인해 발생할 개

의 자본재, 부품, 소재 분야의 경쟁력을 높여 해외

연성이 있는 일자리 축소에 대한 정책대안으로서

진출 기업에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

다음의 몇 가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축함으로써 해외투자 기업의 국내원자재 구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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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고용창출 기회를 마

는 기술유출의 위험성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련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국내고용 감소를 방지하는 데에는 큰 역
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

넷째, 시장실패에 대비한 정책대응이 필요하다.
산업경쟁력 및 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조치로서 인적자본의 육성, 기업 친화적인 조세 및

3. 평가

규제정책, 금융시스템 개선, 산업집적을 통한 지역
경제의 발전, 혁신정책을 통한 기업유치 및 확장, 창

본 연구는 최근 한국의 가장 큰 해외투자시장이

업의 활성화 유도, 노사관계의 안정유도 등이 그것

되고 있는 중국에 대한 해외투자가 국내의 고용과

이다. 이중에서 특히 인적자본의 육성은 차세대 성

투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분석한 연구로서 대중

장산업의 육성, 부품₩소재산업의 육성, 산업의 업그

국 해외투자의 형태변화와 해외투자의 고용 및 투

레이드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자 감소추세를 볼 때 그 강도가 점차 강해지고 있
다는 사실로부터 기업 및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

다섯째, 외국인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

함을 지적하고 있다.

여 기업의 해외투자로 인한 해외이전으로 공백이
생기게 된 분야를 다른 해외 첨단기술 분야를 유치

한국기업들의 해외투자 형태가 중국을 단순한 생

함으로써 신속히 메워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산기지로 이용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구매, 완제

획기적인 공장입지 조건과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

품과 부품 및 소재의 일관생산, 판매, 연구개발 등

해야 할 것이다.

현지 완결형 투자체제로 전환하면서 원부자재의 현
지생산을 위한 동반진출 등을 시도하게 되고,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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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남북한 산업협력을 추진하여 중국 등 저

업종도 중소기업 위주의 노동집약적인 업종 중심에

임금 활용을 위한 해외투자 요인을 흡수하는 것이

서 대규모 투자와 IT분야의 벤처기업 투자가 많이

필요하다. 개성공단 등을 조기에 착공하여 경쟁력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진출 기업의 고용감소

있는 저렴한 분양가, 저렴한 인건비, 경쟁력 있는

와 투자감소를 만회시킬 수 있는 국내요인들이 상

기반시설을 공급한다면 특히 중소기업들의 대중국

실됨으로써 해외투자로 인한 고용 및 투자 감소효

이전 요인을 많이 흡수할 수 있을 것이며, 염려되

과가 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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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ing Consumers’ Online Complaints
│주│제│별│연구과제│

이영렬(중앙일보 경제연구소)

기업이 인터넷 불평 포럼의 불평에 대응할 때 문제의 책임이 고발자에 귀인된다
고 하더라도, 방어 위주의 전략은 그리 바람직하지 못하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
자사에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고 고발자를 공격하는 전략은 고발자의 재공격 뿐
아니라 관찰자들의 비난을 야기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불평에 대해 반박한다고
할 때도 이 메시지에 고발자 또는 소비자에 대한 관심 표명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이 연구는 기업들이 인터넷상에 게재된 불평 글
에 대해 어떻게 적절한 대응전략을 선택할 수 있는

인터넷은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불만을 가

지를 탐구하는 것이다. 특히 기업의 관리자가 불평

진 소비자들이 인터넷상에 게재된 불평 글을 읽는

글의 특성(상황 또는 맥락)에 따라 어떤 대응전략

다수의 힘을 바탕으로 기업에 압력을 행사하기 위

을 선택할 수 있는지 모색한다.

한‘광장’
이 되고 있다. 인터넷상의 소비자 불평은
다수의 소비자들에 의해 읽혀 기업의 명성을 위협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업은 인터넷상의 개입이

2. 연구내용

문제를 더 키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등 때문에 인
터넷상의 대응을 꺼리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무대

이 연구는 소비자 고발 글에 대한 답글이 많고,

응은 해당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주거나 다

이 글들이 많은 관찰자에 의해 읽히며, 기업의 인

른 인터넷 사용자들의 불필요한 공격을 야기하는

터넷상의 대응까지 관찰할 수 있는 조선닷컴의

등 기업의 명성에 타격을 주고 있다. 따라서 기업

‘소비자 고발 클럽’
에 대한 내용 분석을 예비조사

들은 인터넷상의 소비자 불평을 다루는데 딜레마

로 수행한다. 이 예비조사와 문헌 연구를 토대로

에 빠져 있다.

연구모형과 가설을 발전시키고 실험조사를 통해
이 가설들을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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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한 기존 연구

첫째, 방어전략은 실제 오프라인에서는 유용하

결과와 오프라인에서의 소비자 불평 관리, 위기

게 사용되며 기존 일부 연구에서도 효과적인 것으

관리, 사회심리학의 귀인 이론 등을 토대로 하고

로 검증됐으나 온라인 상황에서는 매우 비효과적

있다.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연구와의 실험 상
황(맥락)의 차이 외에도, 인터넷 포럼에서 사용자

1단계로 조선닷컴의‘소비자 고발 클럽’
에 2004

(회원) 간의 응집력이 더 강해 기업의 방어전략에

년 2월 한 달 동안 게재된 고발 글 593개를 고발

관찰자들이 더 부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기존 연구

글의 목적, 요구하는 보상의 유형, 평균 히트 수,

결과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고발 글에 대한 평균 답글 수, 기업의 온라인 대응
수를 분석했다. 전체 고발 글과 답글의 목적 가운

둘째, 무대응은 고발자 귀인과 기업 및 고발자

데는 경험 공유(45.9%)가 가장 많았으며, 고발 글

동시 귀인 상황에서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가운데는 보상 요구와 구매 보이콧이 주된 내용이

이는 기업이 고발자를 무시한 것으로 인식되고, 이

었다. 2단계에서는 2003년 5월부터 2004년 2월

에 따라 관찰자들은 무시된 고발자에 감정이입을

까지 게재된 기업의 인터넷상의 대응 사례들 가운

느껴 기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데 12개를 분석했다. 기업의 대응전략은 정당화 및
보상 약속이 가장 많았으며 사과, 시정 조치, 고발
자에 대한 공격이 나타났다.

셋째, 중립전략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 연구의 개념적 모델은 소비자 불평 문제에 대

넷째, 수용전략은 책임소재와 상관없이 가장 높

한 관찰자의 책임 귀인과 기업 평가, 기업의 대응

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기업에 책임이 있다고 지

전략을 큰 축으로 하고 있다. 관찰자의 책임 귀인

각될 때 수용전략이 효과적이라는 기존 연구결과

은 고발 글과 답글 사이의 합의, 고발 글의 생생함

들과 일치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발자에게

정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여기에서 합의와 생생

책임이 있다고 지각된 상황에서도 수용전략이 가

함은, 기업 관리자에게 가이드라인을 주기 위해,

장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이는 인터넷에서는 어떤

이 연구가 탐구하는 고발 글의 특성(상황 또는 맥

상황에서도 기업이 책임을 수용하는 것이 선호된

락)이다. 이 연구모델에 따라 가설을 설정하고 검

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수용전략은 법적,

증한다.

재무적 부담을 수반하는데, 오프라인 연구에서는
부분적 보상도 효과적이라고 나타났으나, 인터넷

실험 결과는 독립변수로 설정한 합의(고발자와

에서는 부분적 보상 약속이 고발자를 만족시키지

답글 작성자 사이) 및 고발 글의 생생함이 관찰자

못하고 추가적인 보상 요구를 야기하는 결과를 낳

의 책임 귀인을 이끄는 주요한 상황 변수임을 확인

아 관찰자들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

했다. 또 기업의 적절한 대응전략은 관찰자가 문제

인다.

의 책임소재를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진
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기업 대응전략과 관련한 논
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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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인터넷에서의 불평 행동과 책임 귀
인은 문화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

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피험자들은 미국

느 쪽에 귀인할지 판단할 수 있다. 셋째, 관찰자(일

피험자에 비해 책임 귀인에서‘합의’
에 관한 정보

반 공중)의 시각에서, 기업에 책임이 있다고 지각

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된다면 수용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책임의 수용은

인들이 미국인에 비해 상황에 더 의존하는 사회에

재무적, 법률적 부담을 안고 있어 기업들은 모호한

서 생활하기 때문으로 해석됐다.

대응(전략적 모호)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인터넷에
서 이는 고발자나 답글 작성자의 도전을 야기할 위
험이 클 것이다. 넷째, 문제의 책임이 고발자에 귀

3. 평가

인된다고 하더라도, 방어전략은 그리 바람직하지
못하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 자사에 책임이 없다

이 연구는 제한된 범위를 다뤘지만 이론적인 시

고 판단하고 고발자를 공격하는 전략은 고발자의

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관찰자에 초점을 둔

재공격 뿐 아니라 관찰자들의 비난을 야기할 위험

이 연구의 접근방식은 기존 소비자 불평 관리의 연

이 크다. 따라서 불평에 대해 반박한다고 할 때도

구와는 다른 시각을 제공하는 것이어서 인터넷 시

이 메시지에 고발자 또는 소비자에 대한 관심 표명

대의 소비자 불평 관리 연구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

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시했다. 둘째, 실험 결과는 켈리의 귀인 모델에서
합의 개념이 인터넷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실증했

실험 결과는 인터넷 불평 포럼에서 고발자와 답

다는 점에서 귀인이론 연구에도 새로운 요소를 추

글 작성자 간의 합의와 고발 글의 생생함이 관찰자

가했다. 셋째, 구전 커뮤니케이션의 한 형태인 인

의 책임 귀인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상황변수가 된

터넷상의 소비자 불평과 관련, 메시지의 생생함 정

다는 점을 발견했다. 또 기업의 대응전략은 관찰자

도가 책임 귀인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실증했다는

들이 지각한 책임 소재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는 점

점에서 구전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새로운 요소를

을 확인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들은 마케팅 관리

추가했다.

자에게 관찰자들이 어떻게 책임 귀인을 하며, 어떤
대응 전략이 상황 별로 적절한지에 대한 가이드라

이 연구 결과는 고발자와 답글 작성자, 기업이

인을 제공한다.

참여하는 인터넷 불평 포럼의 관리에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기업들은 인

실험 결과는 또 소비자의 불평에 대한 기업의 무

터넷 불평 포럼을 소비자 불평을 접수하는 하나의

대응이 다른 전략들보다 기업 명성에 부정적 영향

채널로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을 준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인터넷상에

는 점이다. 현재 기업들은 인터넷 불평 포럼에 게

서 기업의 대응은‘양날의 칼’
이 될 수 있다. 기업

재되는 이슈가 곧 사라지기를 바라면서 이를 애써

의 대응전략은 관찰자의 책임 소재 지각에 따라 적

외면하고 있는데, 이는 부정적인 기업 평가를 야기

절하게 선택되어야 하며, 특히 기업이 부당하게 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업은 인터넷 불평

판당한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도 고발 글 작성자

포럼의 불평에 대응할 때 이 고발자와 답글 작성자

에 대한 공격이나 제3자에 대한 책임 전가는 신중

간의 합의 정도, 불평 메시지의 생생함의 정도를

할 필요가 있다.

기준으로 삼아 일반 관찰자들이 문제의 책임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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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의 원인과 대책
-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중심으로 -

박성준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투자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여
건이 조성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고용조정의 경직성이 해소되고 임
금인상이 조정될 수 있는 노동정책 그리고 노사조정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
한 대학정책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교육으로 전환
해야 한다. 따라서 몇몇 연구 중심 대학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대학을 전문대로
전환하거나 산학협동을 활성화하고 졸업 후 실업만 야기 시키는 학과 등은 과감
히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이전에도 여전히 높은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고 또
한 전체실업률과 일정한 차이를 두고 그 궤를 같이

‘이태백’
이란 유행어가 나올 정도로 청년실업률

하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청년층은 아직 직장탐

은 매우 높다. 2004년 6월 현재 청년(15~29세)실

색(job-shopping), 또는 직무경험으로 여러 일자

업자 수는 38만 7천명으로 전체실업자 76만 3천

리를 경험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가

명의 50.8%이며, 실업률은 7.8%로 전체실업률

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취업과 실직이 매우 빈번하

3.2%의 2.4배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와

여 청년층의 상대적 고실업은 노동시장에서 인적

같은 청년층의 높은 수준의 실업률 그 자체는 큰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 구직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나

단계를 반영한다고도 볼 수 있다.

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OECD국가들의 공통된 특
징1 )이며 경제위기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기

그러나 문제는 현재의 청년실업이 직업탐색과정

도 어렵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위기

에서 발생하는 고실업이 아니라는 점이다. 적극적

1) 2003년 OECD 평균 전체실업률은 7.1%이며 청년(15~24세) 실업률은 13.3%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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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청년층 실업률 추이

※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실업자로 분류되지는 않지

석하기로 한다.

만 취업 준비를 하는‘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30
만 6천명)까지 포함하면 69만 3천명으로 100중

2. 연구내용

6.8명꼴로 증가한다는 점이다. 특히 학교를 마치
고(졸업 또는 중퇴) 직업을 잡는 과정(from school

⑴ 노동시장 측면

to work transition)에서 취업애로를 겪고 있는
청년층은 약 54만 7천명(100명 중 9.8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청년층 노동시장 진입자 가운데 고학력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고학력자의 하향취
업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흡수₩조정되어야 하는데

본 연구는 이와 같이 심각한 청년실업문제의 원
인을 규명하고 그 타개책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대졸학력 청년들의 눈높이가 여전히 높아 수급 불
일치로 인한 실업 심화에 일조하고 있다.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그동안 꾸준히 논
의되었던 청년실업의 원인을 노동시장 측면과 비

⑵ 제도적 요인

시장적 측면으로 나누어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한
다. 그리고 청년층 실업에서 보다 심각한 것은 신

청년층 특히 신규 졸업자의 취업을 억제하는 비

규 졸업자(구직자)의 실업문제이기 때문에 학교를

시장적 요인으로 노동조합의 높은 임금상승률과

졸업하면서 첫 일자리를 갖기까지의 이행과정

고용의 경직성을 들 수 있는데 높은 임금상승률은

(from school to work transition)을 중심으로 분

전반적인 신규 채용을 억제시키는 효과를 가질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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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경직적인 고용관행과 더불어 신규 구직자

3. 평가

보다는 경력직의 채용을 상대적으로 촉진하는 효
과를 갖는다.

청년실업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거나 일부 이익집단의 반발에 이끌려 다닐

⑶ 노동시장 인프라 부족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노동정책 및 교육
정책 특히 대학 정책의 일대 개혁이 있어야 한다.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은 취업을 용이하게

물론 투자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해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참여도

여건이 조성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가 극히 제한되어 있고 또한 일자리를 찾기 위한

고용조정의 경직성이 해소되고 임금인상이 조정될

노력 여부에 따라 그 만큼 일자리 제의를 많이 받

수 있는 노동정책 그리고 노사조정 정책이 선행되

아 취업이 용이하나 문제는 공식적인 방법보다는

어야 한다. 또한 대학 정책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가족 친지 등의 비공식적 방법이 오히려 취업이 잘

하는 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

되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까지 직업교육 및 훈련 그

다. 따라서 몇몇 연구중심 대학을 제외하고 대부분

리고 직업소개 등의 노동시장의 인프라가 취약한

의 대학을 전문대로 전환하거나 대학과 산업간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또한 대학 교육의 취약성을

연계 즉 산학협동을 활성화하고 졸업 후 실업만 야

들지 않을 수 없다. 대학 문을 나서자마자 실업으

기 시키는 학과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로 빠지게 하는 노동시장에서 활용가치가 없는 교

있다. 극단적으로는 교수실업자가 나올 수도 있다

육은 사라져야 한다. 모든 대학이 다 연구중심의

는 과감한 대학 교육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끝으

대학이 될 필요가 있는지 제고해야 한다. 오히려

로 신규 구직자의 직무 탐색 및 취업이 활발히 진

필요한 교육은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교육이 아닌

행될 수 있도록 직업교육 및 직업소개 사업이 수요

가 싶다. 어찌 보면 우리 정부의 노동정책 그리고

자 중심으로 그리고 one-stop 서비스가 가능하게

교육정책의 실패의 최대 피해자는 고학력 청년층

선진화 되어야 한다.

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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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비수도권 출신이 수도권 출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장안정성이 떨어질 뿐더러 임
금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관찰되지 않는 비수도권 출신의 생산성
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여정부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국토
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방대학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까? 많은 젊은 인재들이 인식하기에 수도권 대학을
나와야 노동시장에서 그나마 경쟁력이 있다는 기대

참여 정부의 핵심 과제중 하나는 국토의 균형발전

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수도권 대학

이다. 이를 위해 현 정부는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무

졸업생과 지방대학 졸업생간에 취업에 있어서 양적

리수까지 두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각 지역에

질적 차이가 있다는 인식이 짙게 깔려 있다. 그 배경

기업들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에는 능력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 단지 지방

국토균형발전의 핵심이라는 점이다. 기업의 유치를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위해서는 지역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가 육성
공급되어야 하고 이의 핵심 역할을 담당할 기관이

본 연구는 지방대학 출신자의 인식대로 단지 지방

지방대학이다. 그렇다면 지방대학의 역량을 강화하

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것인지를 규명하

면 정부의 구상대로 국토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는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수도권 대학 출신

가? 그러나 지방대학의 현실은 역량강화는 고사하

과 지방대 출신 간에 노동시장에서의 성과 차이가

고 생존 위기에 놓여 있다. 즉, 이미 지방대학들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좀더 구체적으로

공동화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 가지 원

졸업 후 첫 직장에 취업하는데 있어서 차이가 있는

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지방고교 졸업생과 지방

지, 취업 후 직장은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학 재학생의 수도권 유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임금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러면 이들이 수도권 대학으로 몰리는 이유는 무엇일

Ⅰ. 2005년 연구사업

103

2. 연구내용

<표 1> 첫 직장으로의 이행기간
수도권

⑴ 고용 안전성의 차이
가. 이행 기간의 차이

평균이
행기간

비수도권

전체

전체

2년제

4년제

전체

2년제

4년제

전체

2년제

4년제

8.14

9.29

7.50

7.19

6.90

7.39

7.57

7.79

7.44

졸업 후 첫 직장을 찾는데 걸리는 소요기간(이행

졸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이 대기업에서

기간)에 있어서 수도권 출신과 비수도권 출신 간에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 반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 이행기

대졸의 경우는 수도권 출신의 비중이 비수도권에

간이 약 8개월가량 걸리나 비수도권은 약 7개월로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1)

언뜻 보면 비수도권의 이행 기간이 오히려 더 짧은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초대졸의 경우는 고용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형태에서의 차이 때문에, 대졸의 경우는 기업규모

대졸자의 경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차이를

의 차이 때문에 임금에서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볼

찾기가 매우 어려우나 초대졸의 경우는 <표 1>에

수 있다.

서 보는 바와 같이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 약 3
개월가량 일찍 직장을 잡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첫 직장에서의 직종을 살펴보면 대체로
수도권 출신이 소위 화이트칼라의 비중이 높은 반

나. 첫 직장의 특성

면 비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블루칼라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 거의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임금을 살펴보면 초대졸이든지 대졸이든지 수도

첫 직장을 찾는 방법, 즉 구직방법에서의 차이가 있

권이 비수도권 출신보다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

는 지를 살펴보면 비록 본 연구에서는 <표 2>의 주

고 있다. 이는 고용형태의 차이 때문일 수도 있고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식적인 방법과 비공식적인

기업규모의 차이 때문일 수도 있다. 우선 고용형태

방법으로 크게 나누어 분석하였지만 초대졸 및 대

를 보면 대체로 수도권 출신이 비수도권에 비해 정

졸을 막론하고 전체적으로 수도권 출신이 비수도

규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비록 대졸의

권 출신에 비해 공식적인 방법에 의해 일자리를 찾

경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고용형태에서의 차

은 반면 비도수권은 비공식적인 방법에 의존하고

이가 발견되지 않지만 초대졸의 경우는 수도권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

비수도권에 비해 정규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수도권에서 공식적인 방법에 의해 일자리를 찾는

있다. 그리고 기업규모면을 살펴보면 수도권 출신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

이 비수도권 출신에 비해 대기업에서 차지하는 비

적으로 취업여건이 열악하여 공식적인 기회가 많

중이 높다. 재미있는 점은 고용형태와는 달리 초대

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1) 본 표는 정부의 취업통계자료에서 추출한 <표Ⅲ-2>와 비교할 때 비록 비중에서의 차이는 있지만 마찬가지의 결과
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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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첫 직장의 차이
수도권
전체
임금
정규직
고용형태
비정규직

중소기업
기업규모
대기업

화이트칼라
직종
블루칼라

주)

2년제

비수도권
4년제

전체

2년제

114.76 90.06 129.39 102.01 87.96
354

135

219

476

205

전체
4년제

전체

2년제

4년제

111.66 107.55 88.83 119.62
271

830

354

476

(86.13) (88.24) (84.88) (83.66) (83.67) (83.64) (84.69) (86.13) (83.66)
57

18

39

93

40

53

150

57

93

(13.87) (11.76) (15.12) (16.34) (16.33) (16.36) (15.31) (13.87) (16.34)
394

156

238

583

245

338

977

401

576

(82.60) (88.64) (79.07) (86.24) (85.37) (86.89) (84.74) (86.61) (83.48)
83

20

63

93

42

51

176

62

114

(17.40) (11.36) (20.93) (13.76) (14.63) (13.11) (15.26) (13.39) (16.52)
259

86

173

333

131

202

592

217

375

(91.20) (85.15) (94.54) (87.17) (80.37) (92.24) (88.89) (82.20) (93.28)
25

15

10

49

32

17

(8.80) (14.85) (5.46) (12.83) (19.63) (7.76)

74

47

27

(11.11) (17.80) (6.72)

* 대기업: 300인 이상
** 정부기관: 정부투자 기관, 정부 출연기관, 공사합동 기업, 법인단체, 정부기관(공무원, 군인 등)
*** 공식: 공공₩사설 직업 안내소, 신문, TV, 벽보,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해 구직
**** 비공식: 학교, 학원, 스승, 친구, 친지, 가족을 통해,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에 아는 사람을 통해, 업무상 알게 된 사람을 통해 구직

다. 첫 직장 유지율

이 하락하고 있지만 근속 연수에 관계없이 수도권
이 비수도권에 비해 직장 유지율이 높게 나타나고

첫 직장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출신 사이에 차

있다. 이를 세분하여 초대졸 출신과 대졸 출신을

별이 있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

분리하여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되는데

구는 첫 직장 유지율을 구하였는데 이를 통해 직장

대졸의 경우는 수도권 출신이 비수도권 출신에 비

에서 지방출신이라고 차별을 받는 지를 간접적으

해 직장 유지율이 높은 반면 초대졸의 경우는 그

로나마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단지 지방출신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비수도권 초대졸 출신

이라는 점 때문에 임금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든지

은 수도권 초대졸에 비해 첫 직장에 상대적으로 빨

승진의 기회가 적어진다든지 아니면 기업의 구조

리 취업이 되고 또한 근속기간도 길어진다고 볼 수

조정 시 먼저 퇴출당하게 된다든지 하게 되면 자연

있다. 대졸의 경우는 첫 직장에의 취업률에 있어서

히 첫 직장을 자의든 타의든 떠날 확률이 상대적으

비수도권 출신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로 커지기 때문이다. <표 3>은 첫 직장에 취업 후

지 모르나 첫 직장으로의 이행기간이 상대적으로

근속 연수별 직장 유지율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길고 또한 취업이 되었다 하더라도 근속기간이 상

에 비교한 것이다. 표에서 보다시피 수도권과 비수

대적으로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권 공히 근속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직장 유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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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첫 직장 유지율
수도권

비수도권

전체

전체

2년제

4년제

전체

2년제

4년제

전체

2년제

4년제

2년

59.8

54.2

69.8

57.1

56.2

57.8

58.2

55.5

62.7

4년

38.3

27.0

46.4

36.2

29.2

37.1

37.0

28.4

40.9

6년

25.7

10.7

34.5

23.7

16.1

28.7

24.5

14.0

31.0

8년

19.4

7.0

27.8

15.2

9.6

18.9

16.9

8.6

22.1

10년

12.9

3.1

18.9

11.7

7.3

14.7

12.1

5.7

16.4

라. 노동시장에서 고용안정성의 차이

⑵ 임금의 차이

첫 직장에서의 차별이 경제활동 기간 생애에 걸

이미 <표 2>에서 본 바와 같이 첫 직장의 임금에

쳐서도 지속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는 지방

있어서 수도권 출신과 비수도권 간에 차이가 있는

대출신이라는 사실이 생애에 걸쳐 차별을 고착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두 집단간의

시킴으로써 지방대 기피현상을 부채질시켜 지방대

생산성 특성의 차이에 기인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단

공동화를 야기시키기 때문이다. <표 4>는 수도권

지 비수도권 출신이라는 이유(비관찰 생산성)에 기

과 비수도권을 다시 초대졸과 대졸로 나눠 첫 직장

인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임금 차이의 원인을 규명

을 포함한 노동시장에서의 평균 직장 이동 횟수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 원인이 생산성 특성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보듯이 초대졸과 대졸을 불

에 기인하는 경우와 단지 비수도권 출신이라는 것

문하고 모두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약간 높게 나

에 기인하는 경우에 따라 비수도권 대학의 공동화

와 상대적으로 직장이동이 빈번함으로 한 직장에

를 대처하는 방법이 달리 나타나기 때문이다.

서의 고용이 불안정하다고 볼 수 있다.

<표 4> 평균 직장 이동 횟수
수도권

평균 직장
이동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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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전체

전체

2년제

4년제

전체

2년제

4년제

전체

2년제

4년제

2.25

2.36

2.19

2.41

2.43

2.40

2.35

2.41

2.31

<표 5> 임금격차의 분해
전체

2년제

4년제

로그임금

임금액

로그임금

임금액

로그임금

임금액

수도권대학 출신자 임금

1.7194

5.58

1.4823

4.40

1.8492

6.35

비수도권대학 출신자 임금

1.6090

5.00

1.4485

4.25

1.7361

5.68

임금격차

0.1104

0.58

0.0338

0.15

0.1131

0.67

생산성 특성에 따른 격차

0.0555(50.2)

0.0007(2.1)

0.0455(40.3)

비관찰 생산성 특성에 따른 격차

0.0549(49.8)

0.0331(97.9)

0.0675(59.7)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수도권

및 인척 등 비공개적 경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

과 비수도권의 임금차이에서 생산성 특성의 차이

타났다. 셋째 첫 직장의 특성을 보면 수도권 출신

가 차지하는 비중과 차별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이 비수도권 출신에 비해 임금이 높고 대기업의

50%인데 비해 초대졸의 경우는 차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정규직의 비율 또한 높고 직종에

비중이 대부분으로 나타고 있다. 또한 대졸의 경우

있어서도 전문 관리직, 사무직으로 대변되는 화이

도 초대졸의 경우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차별의 비

트칼라의 비중이 높다. 넷째, 첫 직장의 특성에서

중이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비교적 근무여건이 좋은 직장에 수도권 출신의 비

수도권 출신과 비수도권 출신간의 임금의 차이는

중이 높은 관계로 첫 직장 유지율에 있어서도 수

생산성 특성의 차이보다는 비수도권이라는 차별에

도권 출신이 비수도권 출신에 비해 높다. 비록 이

기인한 부분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러한 특성을 통제하더라도 비수도권 출신의 직장
유지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정 등으로 퇴출될 때에도 비수도

3. 평가

권 출신이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인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비수도권 출신은 전반적인 노동시장에

취업률은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높으나 첫 직

서 직장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장을 잡는데 있어서는 수도권 출신이 비수도권 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임금에서는 어떠한가를 살

신에 비해 특히 대졸의 경우 더 일찍 잡는 것으로

펴보면 수도권 출신과 비수도권 출신 사이에 임금

나타나고 있다. 둘째 첫 직장을 구하는 방식에 있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는 관찰된 생산성 특성에 기

어서 수도권 출신과 비수도권 출신 간에 차이가

인하기 보다는 관찰되지 않는 비수도권 출신의 상

나는데 수도권 출신은 공개채용을 비롯한 공식적

대적 생산성 하락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

경로를 통하는 반면 비수도권 출신은 학교 스승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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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의 환노출 특성에 관한 연구

안순권

본 논문은 환율변동과 기업의 주가간의 관계가 비선형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1992년부터 2004년 기간 중 우리나라 645개 비금융기업의 환노출을 선형 및
비선형 환노출 방식으로 추정하여 비교 분석한다. 기업의 경영활동 및 재무적 특
성 중 환노출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기업의 환노출 관리 전략 수
립의 방향을 제시한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해 환율지수를 사용하지 않고 개별 통화별 환율을
사용하거나 환율변화에 시차변수를 도입하는 등

환율변화가 기업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하는 환노출(exchange rate exposure) 추정은 그

다양한 방안이 도입되어 환노출을 추정했으나 유
의성이 별로 개선되지 못했다.

동안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 기업은 물론 우리나
라의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과 표본을 사용

환노출 연구가 기존의 추정방법에서 벗어나지

하여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대다수의 선행 연구에

못한 채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Bartram

서 환노출 계수가 유의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그

(2004)은 기존의 환노출 측정방법에 의문을 제기

리 높지 않았다.

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기업의 주가와 환율변동 간
의 선형 회귀방정식을 사용하여 선형 환노출을 추

이처럼 환노출이 낮게 나타난 것은 기업들이 국
제 분산투자와 파생금융상품을 통해 환위험을 헤

정한 기존의 방식이 환노출이 유의적인 기업의 비
중을 낮게 한 주요 이유 중 하나라는 것이다.

지하는 데다 환노출 효과를 상쇄시키는 표본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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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환율지수를 사용할 경

본 논문은 Bartram(2004)처럼 기업의 수출가

우 여러 나라 환율의 움직임이 서로 상쇄되어 환노

격 전략 및 옵션 등을 고려할 때 환율변동과 기업

출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는 점 등이 주요 요인으

의 주가간의 관계는 비선형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로 거론되어 왔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

보고 1992년부터 2004년 기간 중 우리나라 6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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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융기업의 환노출을 추정하고자 한다. 아울러

의 환노출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는 등의 문제점

분석 대상 기간을 3년 단위로 4개 기간으로 나누

을 감안해서 개별 국가 통화에 대한 원화 환율 중

어 환노출의 변화추이를 비교한다. 환율급등과 주

우리나라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가폭락이 동시에 진행된 1997년 11월부터 1999년

있는 원/달러 환율 및 원/엔 환율을 환노출 추정

12월까지의 외환위기 기간은 외환시장과 주식시장

방정식에 포함시켜 환노출을 측정했다.

간의 정상적인 파급경로가 가동하지 않은 점을 고
려, 환노출 추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추정된 선형 환노출 계수와 비선형 환노출 계수
는 모두 원/달러 환율과 원/엔 환율에 대해 1기

본 연구는 또한 환노출 형태를 선형과 비선형 모

(1992~1994년)부터 자본자유화가 진전된 2기

두를 가정, 기업의 환노출 실태를 비교 분석한다.

(1995~1997년 10월)와 자유변동환율제가 도입된

이 때 비선형 환노출을 측정하기 위한 환노출 추정

외환위기 이후인 3기(1999~2001년)까지 계속 상

회귀식은 Bartram(2004)의 방식을 사용한다. 그

승하다 4기(2002~2004년)에 하락하는 추세를 보

리고 외환위기 이후 자유변동환율제 하에서 과연

이고 있다. 그러나 환노출이 유의적인 기업의 비중

우리나라 기업의 환노출이 증가했는지 여부를 검

은 비선형 환노출의 경우가 훨씬 높다.

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경영활동과 재
무적 특성 중 환노출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을 분석

비선형 환노출을 중심으로 볼 때 환율의 상승효

함으로써 기업의 환노출 관리 전략 수립과 투자자

과는 통화별 및 기간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의 의사결정, 당국의 정책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원/달러 환율이 오를 경우 1기와 4기에는 혜택을
받은 기업이 더 많았으나 나머지 기간은 손실을 입
은 기업이 더 많았다. 원/엔 환율이 오를 경우는 전

2. 연구내용

기간에 걸쳐 손실을 입는 기업이 더 많았다. 환노
출이 유의적인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면 원/달러 환

유의적인 환노출 기업을 식별하는데 선형 환노

율이 오를 경우 1기를 제외한 전 기간에서 손실을

출과 비선형 환노출의 상대적 우위성을 파악하기

보는 기업이 더 많았다. 환노출이 유의적인 기업만

위해 선형 환노출 회귀식과 비선형 환노출 회귀식

을 대상으로 하면 원/엔 환율이 오를 경우 4기에만

에 각각 실질실효환율과 원/달러 및 원/엔 환율을

이익을 보는 기업이 더 많았고 다른 기간에는 손실

각각 독립변수로 하나씩 포함시켜 추정했다. 추정

을 보는 기업이 더 많았다. 환율상승의 긍정적인

한 결과 오목형 환노출 계수가 전 기간에 걸쳐 선

영향은 원/달러 환율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고

형 환노출 계수의 추정 결과보다 유의적인 환노출

부정적인 영향은 원/엔 환율에 대해 더 많이 나타

기업수가 더 많았다.

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선형 환노출과 함께 비선형 환노출의 형태

원/달러 환율과 원/엔 환율에 대해 1기부터 외환

를 오목형 환노출로 채택, 우리나라 기업의 환노출

위기 이후인 3기까지 계속 상승하다 4기에 하락하

특성을 분석했다. 우리나라 기업의 환노출 특성 분

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4기중 환율과 주가의

석을 위한 환노출 추정에는 실효환율이 개별기업

변동률이 감소한데다 파생금융상품 투자가 급증하

Ⅰ. 2005년 연구사업

109

는 등 기업의 환리스크 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점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상의 유의
점을 시사한다. 우선, 환율의 상승효과가 통화별
및 기간별로 엇갈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무리한

유의적인 환노출을 나타내는 기업의 비중이 1기

환율방어의 필요성이 적은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에서 3기까지 늘어났다가 4기에 줄어드는 추세는

있다. 그러나 환율변동이 기업의 수익에 미치는 영

환노출을 나타내는 산업별 수의 추이에서도 비슷하

향이 시기별로 국내외 경제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

게 나타나고 있다. 환노출이 유의적인 기업의 비중

으므로 여건에 맞는 유연하고 적절한 환율방어는

이 10%를 넘는 산업의 수는 외환위기 전후에 걸쳐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경쟁력강화와 경영실적개선

원/엔 환율에 대한 환노출을 나타내는 산업의 수가

에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원/달러 환율에 대한 환노출을 나타내는 산업의 수
보다 훨씬 많다. 이는 환율변동이 기업가치에 미치

둘째, 환율이 상승하면 기업의 가치에 미치는 부

는 효과가 엔화가 달러화보다 훨씬 광범위한 업종

정적인 영향이 달러화보다 엔화에 대해 훨씬 큰 것

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외환위기 이후

은 일본에 대한 수입이 수출보다 훨씬 많은데다 일

에는 섬유 의복, 의약, 음식료품, 의료, 정밀, 종이,

본산 시설재나 중간재 수입을 다른 국가로 다변화

목재 등 해외 원자재 수입이 많은 업종과 환위험 헤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만성

지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적은 업종이 환노출에 직

적인 대일무역적자 축소 및 일본산 핵심부품의 국

면하고 있는 점이 두드러지고 있다.

산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정책이 시급하다.

우리나라 기업의 환노출을 결정하는 데는 수출

셋째, 자유변동환율제로 전환한 외환위기 이후

비율, 외화부채비율 등 대외거래변수와 함께 기업

환노출이 증가세를 보이다 하락한 것은 장기적인

의 규모, 재벌기업 여부, 현금흐름비율, 토빈q 및

추세로 보기는 어렵다. 기업들의 환위험 회피를 위

장기부채비율 등의 헤지활동 대용변수들이 유의적

한 파생금융상품 투자의 증가가 환노출의 하락에

인 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기업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추정되나 통화당국의 수

은 수출비율이 클수록 환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며

출전선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환율방어와 증시의

환율이 오를수록 수출비율이 높은 기업은 이익을

과도한 침체 등의 요인이 작용한 탓이 크다. 자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화부채비율이 클수록 역

변동환율제 하에서는 환노출이 심화될 가능성이

시 환노출에 더 많이 노출되며 외화부채비율이 높

높다. 앞으로 외환시장이 시장원리에 따라 움직이

은 기업은 달러화 대출이나 엔화대출 모두 외환위

고 증시가 활성화될 경우 우리나라 기업의 환노출

기 이후 환노출로 손실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당국의 유연하고

기업의 규모가 환노출에 미치는 영향은 통화별로

적절한 외환시장 개입정책과 함께 기업들의 환위

엇갈리고 있다. 재벌계열사는 독립기업보다 환위

험 회피를 위한 관심과 투자가 요망된다.

험에 적게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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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업은 환위험에 더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환노출 결정에는

성장기회와 부채비율이 많은 기업이 환위험에 적

수출비율, 외화부채비율과 함께 기업의 규모, 수익

게 노출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성장성, 부채비율 등의 특성들이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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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기업들이 환리스크를 관리할 때 이러한

로 환노출이 급증했으나 최근 수년간에는 다소 하

특성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락하는 추세를 보인 것을 밝힌 것도 처음으로 얻은
결과이다.

3. 평가

그러나 비선형 환노출을 측정하는데 사용될 다양
한 비선형 함수형태를 기업별 특성에 맞게 기업별

본 연구는 선형 환노출 회귀식과 함께 비선형 환

로 적용하지 못하고 비선형 환노출을 추정하면서

노출 회귀식을 사용, 우리나라 기업의 통화별 환노

환노출의 시차를 고려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또

출 계수를 측정하고 환노출 결정요인 분석을 시도

환노출 결정 요인을 분석하면서 환헤지 활동과 관

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는 차별성을 갖는다. 또

련, 기업의 파생금융상품 거래 현황을 분석하면 더

외환위기 이후 자유변동환율제 실시 이후 예상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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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도입기업 지원방안의 문제점

박성준

결국 정부가 지원하게 될 경우 실제로 혜택을 보는 기업은 정부의 지원이 없어도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수 있는 대기업, 공기업 등이 될 것이며, 내부노동시장 발
달로 고용이 보장되어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고 근로여건이 좋은 기업체 근로자에
게 더욱 혜택을 주는 결과가 된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관 그리고 언론사 일부 약 15개 업체가 임금피크제
를 도입하고 있다.

고령화시대의 도래로 사업장 내 급속한 고령화
추세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연공급적 임

정부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고령자의 고용보

금체계는 근로자 고령화에 유연한 대응을 어렵게

장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만들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킴으로 인해

있거나 이를 적극 검토하는 기업을 위해「고령자

기업은 준고령 근로자의 조기 퇴직을 유도하게 하

고용연장을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 지원 방안」
을

는 한편 근로자에게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마련하여 고용보험기금에서 107억원을 돌려 ’
06년

노후생활 보장제도가 미흡한 실정 하에서 조기퇴

부터 실시하려고 한다.

직의 압력으로 종사상 지위와 함께 낮은 재취업 가
능성으로 근로빈곤계층으로 전락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연공급 임금체계의 장점을 살리면서 또한

2. 연구내용

준고령자의 고용도 보장할 수 있는 임금피크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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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에 노사가 상호 win-win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

정부가 마련한「고령자 고용연장을 위한 임금피

다. 실제 ’
03년 7월 신용보증기금이 처음으로 정년

크제 도입 지원 방안」
의 핵심은 300인 이상 기업

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그 이후 대한전선,

에 종사하는 준고령자에게 최소 57세 이상까지 고

대우조선해양 등 민간 대기업과 공기업 및 금융기

용을 보장하되 일정 연령부터 삭감되는 임금에 대

2005년 시장경제연구백서

해 6년 동안 최대한 5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둘째, 정부는 임금피크제가 성과주의 임금체계

다. 그리고 정부의 취지는 성과주의 임금체계가 정

가 정착될 때까지 과도기적 임금체계이므로 한시

착될 때까지 과도기적 임금체계이므로 2006년~

적으로만 운영한다고는 하나 300인 이상 대기업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만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과 공기업은 굳이 노조와 마찰을 빚으면서까지 임

그러나 정부의 취지는 좋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

금체계를 성과주의제로 전환하기보다 정부가 임금

을 안고 있다.

피크제에 대해 지원한다면 노조와의 마찰 없이 현
연공급제를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어 오히려 연공

첫째, 300인 이상 사업장의 50세 이상 근로자를

급제를 고착시킬 우려가 있다.

대상으로 함은 굳이 정부의 지원이 없더라도 기업
과 그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필요에 의해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즉 내부노동시장이 잘 발달되

3. 평가

고 비교적 고용이 안정된(정년제 도입) 기업에 종
사하는 근로자를 지원하겠다는 의미로만 해석되어

고령자 고용이 본 지원방안 도입의 주 목적이라

진다. 임금피크제 도입 방안의 근본취지가 고령자

면「고령자 고용연장을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 지

고용 안정을 위한 지원이라면 이는 준고령자의 비

원 방안」
을 만들기 보다는 기존의 고령자 고용제

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

도인「고령자신규고용장려금」및「정년퇴직자계속

자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들 중소기

고용장려금」
제도들을 재평가하여 이들 제도들의

업들의 경우 내부노동시장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조화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연공급제 및 정년제 등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기금이 고임금 및 고용안정

는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5인 이상

이 보장된 기업의 임금피크제 실시를 지원할 정도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내는 고용보험금으로 상대적

로 기금이 남아돈다면 오히려 고용보험료를 인하

으로 고용이 안정되어 있는 소위 좋은 사업장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good firm)에 종사하는 일부 근로자를 더욱 보호
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Ⅰ. 2005년 연구사업

113

경제질서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 기업결합심사의 후생기준과 효율성 증대효과의 판단
- 정부의 역할, 그 새로운 도전
- 한국의 담합구조와 경제위기
- 한국영화산업 구조변화와 영화산업정책
- 규제등록시스템의 효율화 방안
-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건조성방안
- 의료체계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 연구
- 수도권 규제에 대한 재인식

기업결합심사의 후생기준과 효율성 증대효과의 판단
│주│제│별│연구과제│

최충규

기업결합심사의 후생기준을 현재의 공익기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은지, 선진국
과 같이 소비자잉여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제3의 다른 기준을
채택하는 것이 좋은지 등에 관해 많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관련제도 운용현황과 판례를 분석한 후, 우리나라의 후생기준 및 효율
성 판단기준의 개선방향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1999-2호)에 따르면, 경쟁당국은 효율성 증대효
과의 판단기준으로 생산₩판매₩연구개발 등에서의

기업결합은 합병기업의 시장지배력을 증대시키

효율성 증대효과뿐만 아니라 고용증대, 지방경제

고 기업간 담합의 가능성을 증가시킴으로써 경쟁

발전, 전후방 연관산업의 발전, 국민경제생활의 안

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는 한편, 합병기업의 생산합

정, 환경오염 개선 등 국민경제 전체적인 효과도

리화, 규모 및 범위의 경제 실현, 기술진보, 구매경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성 실현, 경영효율화 등의 형태로 효율성을 증대
시키는 효과도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효율성 항변제도는 비용-

는 경쟁을 현저히 저해하는 기업결합을 원칙적으

편익분석의 관점에서 보다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

로 금지하되,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에 따른

나, 기업결합심사 및 효율성 증대효과 입증에 필요

폐해를 능가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한 정보의 양이 매우 많아지고, 자의적인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으며, 경쟁제한적 기업결

우리나라에서도 공정거래법 제7조에 의거하여

합임에도 불구하고 실현여부가 불확실한 효율성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

증대효과를 이유로 동 기업결합을 허용하는 등 이

으나,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

른바 제2종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크다.

제한에 따른 폐해보다 클 경우 예외로 인정해주고
있다. 기업결합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우리나라의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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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요건이 추상적이고 국민경제 전체적인 효과도

거의 허용하지 않으며, 소비자후생 이외의 특별 고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심각한 경쟁제한을 초

려사항이 없다.

래하는 기업결합이 예외 인정되는 문제점이 있다
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미국에서

반면, 총잉여기준 또는 공익기준을 채택하고 있

와 같이 경쟁제한성이 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효

는 캐나다, 프랑스, 독일, 호주 등에서는 법적 구속

율성 증대효과에 의한 예외인정을 허용하지 않고,

력이 있는 효율성 항변규정을 보유하고 있고, 효율

소비자에게 효율성의 혜택이 명백히 귀속, 이전될

성 증대효과를 경쟁제한효과와 비교형량하거나 공

경우 등에 한하여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이 예외로

익평가시 별도로 고려하고 있으며, 효율성 이득의

인정되도록 효율성 인정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소비자이전을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이들 국가에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정위

서는 관련시장에서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인접시장

의 방침은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의 효율성도 고려하고 있으며, 독점 및 준독점을

아니라 미국식의 엄격한 합병지침이 우리나라에도

초래하는 합병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다양

적합한 것인지,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한 공익사항을 특별사항으로 고려하고 있다.

운용되고 있는지, 효율성 항변(efficiency defense)
규정과 관련한 주요 쟁점은 무엇이고, 제도개선을

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 제7조에 의거 경쟁제한

추진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등

적인 기업결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기업결합

에 대한 사전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에 따른 폐
해보다 클 경우 예외로 인정해주고 있다. 또한 기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결합의 후생효과에 관

업결합심사기준에 의거 경쟁당국은 효율성 증대효

한 기존의 이론적, 실증적 연구결과를 검토하고,

과의 판단기준으로 생산₩판매₩연구개발 등에서의

해외 주요국의 관련규정 운용현황 및 판례를 분석

효율성 증대효과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적인

한 후, 우리나라의 후생기준 및 효율성 증대효과

효과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우리

판단기준의 개선방향을 점검하고 있다.

나라 공정거래법 및 기업결합심사기준은 (i) 기업
결합심사의 후생기준이 공익(public interest) 기
준이며, (ii) 고려대상 효율성이 기업수준의 효율성

2. 연구내용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적 효율성도 포함하고 있고,
(iii) 기업결합심사 시 경쟁제한효과와 효율성 증대

각국이 채택하고 있는 기업결합심사의 후생기준
과 효율성 항변제도는 매우 다양하다. 소비자잉여

효과를 비교형량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
음을 의미한다.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 일본, EU 등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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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구속력이 있는 명시적인 효율성 항변규정을

그러나 기업결합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갖고 있지 않고, 효율성을 경쟁평가의 일부로서 고

의결은 이 같은 공정거래법 및 기업결합심사기준

려하며, 효율성 이득의 소비자이전을 요구한다. 또

과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다. 즉, 공정위는 인천

한 이들 나라에서는 인접시장의 효율성을 좀처럼

제철/삼미특수강 사건과 삼익악기₩삼송공업/영창

고려하지 않고, 독점 또는 준독점에 이르는 합병을

악기 사건에서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을 촉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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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고, 기업결합에 따른 비용절감이 반드시 소비

어느 정도 벗어난 2003년 이후에는 경쟁과 효율성

자에게 이전되어야 하며, 영업이익이 발생하더라

을 고려한 정상적인 기업결합심사가 이루어져 왔

도 그 이익이 소비자후생 증진에 연결되지 않으면

음을 시사한다.

효율성 증대효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소비자후생을 기준으로 효율성 증대효과를 판단하

본 보고서는 지금까지 적용되었거나 논의된 적

였다. 기업결합심사기준은 공정위 스스로 기업결

이 있는 후생기준들, 즉 가격기준, 소비자잉여기

합심사의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고

준, 총잉여기준, 힐스다운기준, 가중잉여기준 및

시한 것임을 감안할 때 동 심사기준과 괴리된 공정

공익기준을 비교한 후, 우리나라에 적합한 기준이

위의 의결은 그 자체로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후생기준의 선택

없다.

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기업결합심사과정
에서 발생하는 두 가지 유형의 오류 중 어떤 것을

한편, 본 보고서에서는 1981년부터 2004년 말

최소화하는 데 정책적인 중점을 둘 것인가로 귀결

까지 공정위가 심결한 총 29건의 경쟁제한적 기업

된다. 소비자잉여기준과 같이 엄격한 후생기준을

결합사건 중 수평결합에 해당하고 결합당사회사와

채택하면 비효율적인 합병을 허용하는 제2종 오류

경쟁기업의 주가정보를 얻을 수 있는 13개의 기업

는 줄일 수 있지만 효율적인 합병을 금지하는 제1

결합사건을 대상으로 이벤트 연구를 시행하였다.

종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커지고, 반대로 총잉여기

분석결과, 13개의 수평결합 사건 중 시장의 평가와

준이나 공익기준과 같이 비교적 느슨한 후생기준

공정위의 판단이 일치한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 3

을 채택하면 제1종 오류(잘못된 금지)는 줄일 수 있

건, 시장의 평가에 비추어볼 때 허용하는 것이 타

지만 대신 제2종 오류(잘못된 허용)를 범할 가능성

당하나 공정위가 사실상 금지했거나 시정조치를

이 커진다. 소비자잉여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

명하여 제1종 오류를 범한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 2

일본, 영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결국 불확실한‘효

건, 반대로 시장의 평가에 비추어 금지하는 것이

율성’
보다는‘경쟁’자체를 확실히 보호하는 정책

타당하나 경미한 시정조치만을 내려 제2종 오류를

을 선택한 셈이고, 캐나다, 호주 등은‘경쟁’
을다

범한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 3건, 그리고 판단이 곤

소 희생하더라도‘효율성’
을 더 촉진시킬 수 있는

란한 사건이 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을 선택한 셈이다.

이 분석에서 특기할만한 점은 제1종 및 제2종 오

아직 중진국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하루빨리 선

류로 분류된 사건이 모두 외환위기 직후의 구조조

진국을 따라잡을 필요가 있는 우리나라로서는‘경

정과정에서 발생하였고 이들 사건에 대한 공정위

쟁보호’그 자체보다는‘효율성’
을 더 중시하는 방

의 심결이 2000년 이전에 이루어진 반면,‘판단일

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판단된다. 우

치’사건으로 분류된 3개 사건의 심결은 모두

리나라는 시장규모가 비교적 협소하고 국내수준의

2003년 이후 최근에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는

경쟁보호만으로는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담보

외환위기 직후에는 기업결합 사건에 대한 심결이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의 공익기준은

경쟁과 효율성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해 영향 받았

객관적인 측정과 입증이 어렵고 자의적인 정치적

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며, 또한 외환위기에서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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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경쟁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기업

각을 변동시키고 있는 반면에, 공정거래법의 효율

결합심사의 후생기준을 현재의 호주형 공익기준에

성 분석은 구체적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

서 (i) 측정과 입증이 비교적 용이하고 후생경제학

라서 본 연구는 필요할 뿐 아니라 시의적절하다.

의 이론적 기반을 갖춘 캐나다형 총잉여기준으로

본 연구는 이론 검토에 이어 해외의 기업결합 규정

변경하고, (ii) 장기적으로, 예를 들면 1인당 실질국

과 사례를 조사하고 있으며, 국내 사례에 대한 조

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이 되는 시기에, 선진국 추

사와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등 연구내용 및 결론이

세에 맞춰 소비자잉여기준으로의 변경을 검토하는

일관성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업결합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특정 후생기준

과 관련한 연구결과가 아직 심도 있게 제시되고 있

의 채택과 관계없이 수출증대, 수입대체, 국제경쟁

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공정위의 심결 사례를

력 향상 등을 효율성 증대효과의 범주에 포함시켜

모형에 입각하여 구분하고 비판하고 있으며, 효율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단, 우리나라는 일단 형

성 판단기준의 개선방향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

성된 경쟁제한적인 시장구조를 사후적으로 교정할

는 해외사례의 분석을 위한 법령 및 심결사례와 국

수 있는 경쟁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제도

내외의 이론 및 실증 논문 등을 충실하게 검토하였

적인 허점이 있으므로 총잉여기준을 채택하여 효

다. 또한 우리나라 심결 사례에 대해서는 충실한

율성을 중시하되, 이에 따른 제2종 오류를 사후적

경제논리에 기초한 Event study를 사용하고 있으

으로 교정할 수 있는 제도보완이 필요하다.

며, 연구결과를 제시한 후에는 연구방법론의 장단
점과 연구결과의 해석방법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본 보고서는 합병특유성, 입증가능성
등 효율성 증대효과의 인정요건과 유형별 효율성

본 연구에서 기업결합에 관한 기준의 방향을 제

증대효과의 판단기준에 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고

시한 것은 향후 정책을 개정할 때에 좋은 참고가

있다.

될 것이다. 또한 기업결합을 고려하고 있는 업체들
에게도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다만, 본 논문
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형인 Duso et al.(2002)의

3. 평가

내용을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할 필요가 있
다. 또한 기업결합에 있어서 중요한 논문이고 본문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결합에 있어서의 허용기

에서도 언급된 Farrell and Shapiro(1990)에 대

준을 검토하고, 효율성제고 효과를 어디까지 인정

해서도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

할 것인지에 대한 분석에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이 바람직하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기업간 결합은 각 산업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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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역할, 그 새로운 도전
│주│제│별│연구과제│

조성봉

합리주의보다는 경험주의가, 그리고 성문법체계보다는 관습법체계가 제도의 발전
을 가져오며 보다 나은 경제적 성과를 보인다. 좋은 제도는 자발적 창의성을 불
러들인다. 이러한 합의를 외연하여 본 연구에서는 시장의 자율적인 장치보다 강
조되고 있는 정부의 역할을 재조정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어서 정부의 규모가 다시 커지고 민영화가 지속되
지 않고 있으나 전 세계적인 큰 흐름을 막기에는

정부는 20세기에 들어서서 그 역할에 있어 극적

역부족으로 보인다.

인 변화를 경험한다. 사회주의의 탄생과 두 번의
세계대전으로 비롯된 국가간 패권주의시대인 20

정부의 역할은 정형화되어 있어서 모든 나라가

세기 전반부에는 정부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었다.

동일한 것 같이 생각되지만 환경과 문화적, 제도적

그러나 1980년대 이후로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행

전통의 다름으로 인해 국가마다 그 역할에 있어 큰

되고 1990년대에 냉전시대가 마감되어 사회주의

차이를 보인다. 정부역할의 차이는 오늘날 우리가

가 한 세대의 실험으로 종식되면서 정부의 역할은

보고 있는 각국 경제의 경쟁력과 경제발전 정도의

축소되기 시작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민영화가 대

차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에 따라 국가와 정부의

규모로 진행되었고 시장의 자원배분 역할이 보다

역할에 대한 관심은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다. 전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 정부 역시 경제개

통적인 정치학과 사회학적 접근뿐 아니라 경제학

발시기에는 매우 강력한 역할을 가지고 있었으나

과 경영학에서도 국가간 정부의 역할의 차이에 대

1990년대 이후 규제개혁을 통하여 서서히 견제받

한 관심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국가간

기 시작하였으며, 외환위기를 계기로 부분적인 정

비교연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가 다양한 기법으로

부개혁이 단행되었고 공기업 민영화도 본격화 되

확보됨에 따라 재무이론에서는 국가간 법체계 및

는 등 그 역할에 변화가 왔다. 비록 참여정부에 들

제도에 대한 비교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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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IMD, WEF 및 국제투명성협회

할 수 있다고 논의된다. 그러나 실증론적 관점에서

(Transparency International) 그리고 Fraser

정부는 이해집단에게 규제를 공급하는 공급원으로

Institute 등에서 국가의 경쟁력, 투명성, 경제적

파악되어 그 부작용이 강조되고 있다. 경제발전론

자유 등에 대한 랭킹을 제시하는 등 최근 여러 기

에서도 정부는 경제발전을 선도하는 주체로 제시

관에서 정기적으로 국가간 경쟁력을 비교하고 이

되었으나 최근에는 정부의 역할과 더불어 시장의

를 상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화되어

힘에 따른 자원배분과 함께 제도적 성숙이 강조되

가고 있는 시대에서 정부역할과 국가경쟁력에 대

고 있다.

한 국제적 비교는 투자자와 기업가들의 초미의 관
심이 되어가고 있다.

하이에크는 영국적 경험주의와 관습법적 전통이
대륙적인 합리주의와 성문법적 체계보다도 우수하

본 연구는 법 경제학적 관점에서 나라마다 다르

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합리주의적 체계에

게 나타나는 정부의 유형을 검토해 본다. 특히 법

서는 정부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되면서 민간의 자

체계의 차이는 연구에 있어 유용한 분류기준을 제

율성과 창의성이 제약된다는 것이다. 또한 민간의

공한다. 정부의 역할에 근본적인 차이를 가져오는

필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사적 재산권 및 계약에

합리주의적 전통과 경험주의적 전통을 구분하여

대한 권한 보호가 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본

보고 다시 법체계에 따른 정부역할의 차이를 문헌

연구의 국가간 비교분석에서 나타난 시사점은 합

조사를 통하여 검토한다. 또한 이를 통해 얻어진

리주의보다는 경험주의가, 그리고 성문법체계보다

통찰력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변화하는 정부의 역

는 관습법체계가 재산권의 확립, 경제적 자유도,

할과 이에 따른 경제관의 변천을 조망한다.

법해석의 유연성, 사법권의 독립, 금융의 발달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도의 발전을 가져오며 보다
개선된 경제적 성과를 보인다는 것이다.

2.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에서 얻어진 통찰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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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에서는 학파마다 정부의 역할을 다르게

바탕으로 우리 경제를 보는 시각을 관리경제, 개혁

제시하고 있다. 고전학파 경제학은 시장에 의한 자

경제, 자유경제로 구분하여 정부역할의 변화와 이

원배분의 효율성을 강조하여 정부의 역할은 최소

에 따른 경제관의 변화를 설명한다. 관리경제는 정

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사회주의 경제학에서

부의 역할과 기업가역할을 협력적인 관계에서 설

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핵심적 역

정하여 놓고 경제정책을 정부의 일관된 관리 하에

할을 담당하기를 주장한다. 케인즈 경제학에서는

두고 운용하자는 사고방식이다. 개혁경제는 정부

정부가 재정 및 금융정책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시

의 적극적인 개혁과 세계화의 흐름에서 나타나는

장에 개입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통화론자, 합리적

개방과 경쟁의 원리를 통하여 경제를 운용하자는

기대가설 및 시간불일치 모형을 주장하는 경제학

사고방식이다. 자유경제는 세계화와 국제경쟁을

파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을 더욱 강조한다. 규범론

기업가역할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적 관점에서 정부의 역할은 공공재, 외부성, 독과

경제의 자율성과 활력을 높이자는 경제운용의 사

점 및 비대칭정보와 같이 시장실패의 경우를 보완

고방식이다. 관리경제는 외국자본이 국내 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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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하려는 입장이며 국적 있

는 창의성과 효율성이 생산성과 경쟁력을 지속적

는 경제정책을 선호한다. 반면에 개혁경제는 국내

으로 향상시킴으로써 가능하다.

대기업과 그 총수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경계하며
정부의 강력한 제도개선과 외국투자자의 압력으로
이러한 문제를 치유하려는 성향을 보인다. 자유경

3. 평가

제는 정부의 지나친 개입에 따라 국내 대기업이 역
차별을 받아 개방된 국제경쟁에서 자유롭지 못하

정부의 역할은 나라마다 다르고 정부의 역할에

게 되는 것을 경계하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환경에

따라 경제적 성과도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의미

서 기업가역할이 최대한 발휘되어야 한다는 입장

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는 경제개발기의 관

검토해 보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본

리경제에서 금융위기 이후에 개혁경제로 변화하였

연구는 특히 최근의 문헌에 대하여 비교적 광범위

다. 이제 세계화의 진전과 전 세계적인 정부역할의

한 조사를 통해 정부의 역할에 대한 법경제학적 통

축소 현상 및 우리 경제체질의 변화로 말미암아 우

찰력을 얻고자 노력한 점이 특징이다. 또한 문헌조

리 경제는 점차 자유경제로 변화할 가능성을 보여

사를 통해 나타난 중요한 관점을 통하여 우리나라

주고 있다. 그러나 자유경제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 변화와 이에 따른 경제관의 변화에 대

시장의 자율적인 장치보다 강조되고 있는 정부의

하여 흥미로운 분석을 제시하였다. 특히 본 보고서

역할을 재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에서 나타난 관리경제, 개혁경제, 자유경제라는 분
류는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하여 여러 진단과 처방을

현 참여정부는 국민국가의 정부로써 국가공동체

내리고 있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시각을 효과적으

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로 정리할 수 있는 관점이라고 평가되며 앞으로 우

정부가 궁극적으로 지향하여야 하는 목표는 자발

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유용한 이정표 역할

적 창의성의 확대이다. 경제발전은 자유의 신장과

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연한 제도의 성숙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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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담합구조와 경제위기

이주선

이 연구는 한국의 담합구조 내용과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원인
이 어떻게 경제위기를 초래하였는가에 대한 고찰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위
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각 부문에서 개혁을 시행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개혁이
추구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경제위기가 시작된 김
대중 정부 임기 초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들을 앞에서 제
시한 대안들에 입각하여 평가하고 그러한 정책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함으로
써 장차 각종 법과 제도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 귀중한 참고자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없는 내생변수들을 마치 외생변수인 것처럼 취급
함으로써 오히려 특정한 정책의 추진이 발생시킨

1997년 말 이후 발생한 경제위기에 관한 구조론

위기나 이에 따른 난국을 수습하기 보다는 또 다른

적 시각의 기존 연구들은 관치가 경제난국의 원인

부작용을 초래하거나 사태를 악화시키는 정책을

이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청산이 경제난국 타

제안하는 등 문제점을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개의 길이라고 설명한 것이나, 위험평가 능력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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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히 부족한 취약한 금융부문과 이윤가능성

이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들과 달리 경제위기

(profitability)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과도한 채무

의 원인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보다 광범위

를 진 기업부문으로 인한 구조적 취약성이 한국경

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포괄적인 외생변수들에 대

제가 대외적 충격에 취약하게 한 요인이므로 금융

한 점검을 통해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현재까지

정책, 금융 및 기업 부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

이어져 오고 있는 경제난국에 대한 처방을 제시하

한 것이 큰 줄기를 이루고 있다. 이 연구들은 우리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는 우리나라 경

나라 정부의 시장 또는 경제에 대한 대체 내지 유

제체제를 결정하는데 직간접적인 영향을 광범위하

사 대체를 의미하는 관치에 초점을 맞추거나 아니

게 끼치고 있는 담합적 정치경제구조를 분석하여

면 경제에서 금융과 기업부문의 취약성을 위기의

지금까지 시행하였거나 향후 시행하고자 하는 정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영역으로 상정하고 있다. 그

부의 다양한 정책들이 이러한 원인을 제거하는데

렇다 보니 실제로는 외생변수나 정책변수가 될 수

유효한가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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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내용

수 있다.

1997년 외환위기로 시작된 경제위기는 기존의

이렇게 발발한 경제위기의 극복과 세계시장에서

담합적 정치경제구조가 내부적인 균열과 외부적인

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진정한 시장경쟁을 가

저항의 증가로 붕괴가 시작되었는데 그 붕괴과정

능하게 하는 경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그런

이 신속하게 완료되고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어 정

데 진정한 시장경쟁이 가능하려면 경제에 대한 기

착하지 못함으로써 경제체제의 작동에 일시적으로

존의 정부개입을 대대적으로 축소함은 물론 시장

결함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외환위기 이전 경

경쟁의 작동을 위한 새로운 게임규칙을 포함한 제

제의 순환과정은 경제적 대가의 제공과 이권의 수

도의 확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새로운 제도의 확립

수를 핵으로 하는 경제의 역순환 과정이 보편적이

은 담합구조의 핵심적 특성들에 대한 대안의 실천

었다. 이러한 경제의 역순환 과정은 담합구조 하에

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그 간략한 내용은 아

서 이해관계자들의 원활한 순환을 확보하는 효율

래의 <표 1>과 같다.

적인 장치가 되었고 따라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
해서 경제성장의 촉진에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보

<표 1>에 논의한 대안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 대외환경은 폐쇄된

다음과 같다. 우선 정치시장에서는 붕당적 정당의

국내시장을 전제로 한 경쟁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

타파를 위해서 유권자의 의사에 합치되는 정강과

로 통합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으로 확대되었고

정책을 전제한 정책정당들이 경쟁을 하는 것이 필

우리나라의 이 확대된 세계시장 편입은 불가피한

요하다. 이러한 정상적 경쟁이 정치시장에서 이뤄

상태였다. 이러한 대외환경 변화는 더 이상 우리가

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의 일부 과두적

가진 담합적 정치경제구조를 전제로 한 지대추구

권력 장악자들이 선출직 공직 입후보자에 대한 공

경쟁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천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당원들이 선출직

대내적으로 정치와 정부는 과거 물리적이고 권위

공직 입후보자들을 결정하는 상향식 공천제도가

주의적인 방식에 의한 이해관계 조정능력을 상실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정상적인 상향식

한 채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조정능력이나 제도를

공천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정당을 구성하는 당

결여하고 있었고 재계와 노동계를 포함한 이익집

원들이 직접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면서 이러한 과

단들은 힘의 정립 상태에 있어서 현상을 타파하는

정에 참여하는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대내외환경은 결

한 정치시장에서 유권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국 기존의 게임규칙이라 할 수 있는 담합구조를 타

위한 다양한 정책경쟁이 활성화되면 이에 따라 자

파한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연스럽게 지역주의에 입각한 선거구도도 소멸될

하였다. 이에 따라 세계시장 편입을 위한 선결과제

것이다. 또한 이미 민주적 절차에 의한 선출직 공

인 제도적 장치들은 미비한 가운데 담합구조 내부

직에 대한 자유로운 선거가 실현되고 지방자치가

구성원의 이해관계와 합치하는 선별적 대외개방을

시행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실질적 지방자치의 정

행함으로써 외환위기가 발생하였고 이 외환위기가

착을 위해서 경찰, 교육, 소방을 포함한 중앙정부

이러한 외부적 충격에 취약한 담합적 경제구조의

의 권한과 조세권에 대한 실질적인 이양을 통해서

특징들과 맞물려서 경제위기로 확대된 것이라 볼

자치권을 대폭 확대하고 중앙정부는 이러한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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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철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분권

경제활동의 자유제한에 대해서는 아주 명백하고

화된 연방주의(decentralized federalism)에 가까

구체적인 사유를 규정함으로써 시장경쟁의 근저를

운 자치를 실현하는 것이 시장경쟁에 부합하는 행

확고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입법부, 행정부,

정조직의 형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적이고도

사법부의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행정부 권력우위

적법한 입법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합헌적 법률에

의 해소를 위해서 정부 3부의 인사와 예산 독립성

입각한 합리적 게임규칙 마련과 공정한 집행, 집행

을 대폭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서

과정에서의 공직자들의 재량권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부가 행정서비스 공급자로서 효율성을 제고하기

명시적인 제한이 이뤄져서 법과 제도에 입각한 지

위한 다양한 개혁을 시행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배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재산권 제한과

보인다. 민영화와 규제개혁, 재정 및 예산 개혁, 정

<표 1> 담합구조의 특성과 대안
특성

담합구조

정치

대안

과두적, 붕당적 정당: 하향식 공천

유권자 지향적 정책정당: 상향식 공천

지역주의에 입각한 선거구도

정강 및 정책경쟁에 입각한 선거구도

수직통합적중앙집중적 행정조직

분권적 지방자치에 기반을 둔 행정조직

군사독재 또는 권위주의적 통치

법치와 민주적 절차에 입각한 권력행사

행정부 우월적 권한집중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정부3부의 권력균점

독점적 사업자단체를 통한 산업별 기업의 계열화

사업자단체의 복수화와 기업활동의 자유화

경제의 역순환구조: 정경유착, 뇌물과 특혜, 부정부패

경제의 순순환구조: 시장경쟁, 투명한 경쟁규칙의
제정 및 적용

경제

지대 추구적 재벌구조

시장경쟁에 입각한 재벌구조

산업, 경제력집중억제, 중소기업보호육성,

경쟁정책, 대외개방정책

대외개방억제 정책
경제성장과 이해관계 조정의 동시 추구

경제성장 제일주의와 약자희생

산업기능을 상실한 금융부문과 정치적 고려에

금융기업의 고유기능 복원과 건전성 감독 강화

입각한 재원배분
사회
문화

학연과 학벌: 과외와 촌지, 평준화

교육기관과 교육과정 다양화, 평준화 재검토, 경쟁 활성화

획일성: 반공 이데올로기

다양성: 이데올로기의 영향력 축소

정보독점: 문화와 언론의 통제

정보공유: 문화의 다양성과 언론자유의 확대

부조직 축소 및 개편, 공무원 인원축소 등은 공공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부문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유효한 수단들이다.

시행해야 하는 것은 사업자단체들에 법률을 통해
서 부여했던 독점적 지위를 회수하고 의무가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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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적 경제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산업별

회비납부 의무를 폐지함은 물론 영업활동과 관련

사업자단체를 중심으로 편제된 기업들의 계열화를

된 협회의 유사행정규제들을 폐지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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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이러한 사업자단체와 관련한 완전한 규제개

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시장경쟁의 활성화에

혁이 담합적 경제구조를 해체하는데 중요한 역할

저촉이 되는 다양한 규제들의 개혁에 초점을 맞추

을 할 것이다. 또한 사업자단체를 기반으로 한 담

는 것도 공정거래정책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이다.

합구조의 해소는 집단과 집단간 지대추구 경쟁을

중소기업보호육성정책은 단체수의계약제도와 고

대신하는 개별기업 단위의 기업별 시장경쟁을 활

유업종지정제도를 포함한 업역에 대한 규제와 중

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소기업간 경쟁조차 제한하는 대부분의 규제들을

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경쟁규칙의 제정과

폐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

적용에 입각한 시장거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다

전을 위해서 바람직할 것이다. 대외개방억제정책

시 말해서 가격과 품질 그리고 다양한 판매촉진책

은 대외개방확대정책으로 전환해야 하며 관세 및

들에 입각한 경쟁으로 시장에서 기업의 우열이 선

비관세 장벽 뿐만 아니라 경쟁정책, 환경, 반부패,

별되는 순순환과정이 정상화되는 것이 지대추구

지적재산권 보호 등과 관련된 국제규범의 표준화

행위를 경제에서 제거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이를

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무역자유화와 원활화를

위해서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개입이 최소한으로 축

위한 다양한 제도개혁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되어야 함은 물론 시장에서 정부의 역할은 합리

또한 외환위기 이전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경

적으로 마련된 경쟁규칙을 공정하게 적용하는 데

제적 약자들의 희생에 입각한 경제성장 제일주의

국한되어야 한다. 담합적 경제구조의 중심축이라

적 목표가 민주적이고도 적법한 절차에 입각한 이

할 수 있는 지대추구에 입각한 재벌구조에 대해서

해관계의 조정을 바탕으로 한 경제성장 목표로 전

도 인위적인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을 포함한 난마

환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해관계의 조정을

처럼 얽힌 잡다한 규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경쟁자

위한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협상과 조정의 방법들

와 잠재적 경쟁자가 존재하는 시장이 그 우열과 성

이 공식화되어야 하며 제도적 장치들의 마련도 시

패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규모나

급하다. 왜냐하면 갈등조정의 비용은 결국 거래비

행태를 규제를 통해서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대외

용에 속하는 것이며 이를 최소화하는 것은 시장거

개방과 경쟁촉진을 통해서 시장에서 재벌의 규모

래의 활성화와 이에 기반한 경제발전에 중요하기

나 행태가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소와 함께 실물부분

정책의 추구는 재벌구조가 가진 장점을 그대로 살

의 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금융부문의 시

리면서 잘하는 재벌과 못하는 재벌을 선별하여 못

장기능 회복과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 금융기업

하는 재벌이 도태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경제적

의 이윤창출 동기에 입각한 시장에서의 경쟁과 이

순순환구조에 입각한 시장의 정상적인 작동과 재

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건전성 감독제도 도입과 운

벌구조개혁을 위해서 지금까지 지속되었던 보호와

용이 이뤄지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육성, 규제와 간섭을 기조로 한 다양한 산업정책들
이 폐기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산업정책을

담합적 사회문화구조의 타파와 해결을 위해서는

시도하는 것도 금지되어야 한다. 공정거래정책은

교육기관과 교육 서비스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것

지금까지의 경제력집중억제정책을 폐기하는 대신

과 면허와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직의 수를 확대하

독점화와 독점의 기도를 목적한 공동행위, M&A

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교육기관이나 교육서비스

와 거래관행(business promotions)에 대한 제재

에 대한 진입규제의 해소와 면허와 자격증을 획득

Ⅰ. 2005년 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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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인원의 대폭적인 확대와 이들 간 경쟁

요하다. 이를 위해서 사회적으로 편을 가르는 주체

확대를 통해서 가능하다. 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사상과 같은 극단적인 좌파적 이데올로기나 멸공

자유가 확대되고 교육 서비스의 다양성 확대되면

과 같은 극우적 이데올로기들을 축으로 하는 사회

지금과 같은 획일적인 공교육 위주의 교육기관에

적 갈등을 해소할 실용적인 학문적 논의와 정책의

서 발생하는 지나친 경쟁은 완화될 것이며 대신 각

실행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다양성의 강화를 위해

개인의 능력에 맞는 교육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

서 정보의 생성과 유통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고

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작동하기 시

언론의 자유가 고양되고 문화적 다양성도 제고되

작하면 초중등교육의 근간이 되어 온 평준화 정책

어야 한다.

을 폐기하고 학생선발권과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동시에 보장하는 경쟁체제로의 전환하는 것이 필
요할 것이다. 대학에 대해서도 학사운영과 교수인

3. 평가

력, 시설, 정원 등에 대해서도 자율권을 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는 여타 기업에

이 연구는 한국의 담합구조 내용과 그 원인을 정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다만 탈법행위에 대해서만

치경제사회문화부문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

이를 제재하고 학교운영에 대한 개입을 중단하는

러한 원인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통해서 경제위기

것이 필요하다. 학연과 학벌은 이럴 경우 집단적

를 초래하였는가에 대한 고찰을 하고 난 후 이러한

영향력 행사의 수단이 되지 못할 것이며 전문성과

경제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현재 구조적으로

능력이 어느 학교에서 배출한 인력이 출중한가를

각 부문에서 개혁을 시행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개

전제로 인재를 선발하는 학교제도 본연의 선별기

혁이 추구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

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것이다. 개인 대

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특히 경제위기가

개인의 경쟁으로의 전환은 학벌이나 학연에 입각

시작된 김대중 정부 임기 초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

한 집단화된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들을 앞에서 제시한 대안

능력과 전문성이 어느 학교출신이 출중한가를 전

들에 입각해서 평가할 때 어떤 정책이 유효하였고

제로 사회의 학교에 대한 선호가 이뤄질 것이기 때

어떤 정책이 문제가 있었는가를 적시하고 이를 개

문이다. 지난 50여 년간 획일성의 가장 큰 주체였

선하기 위해서 현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던 반공이데올로기에 입각한 일방적인 선악구도의

에 대해서도 논의함으로써 장차 각종 법과 제도를

설정과 이에 근거한 토론과 비판의 봉쇄를 지양하

개혁하는데 있어서 귀중한 참고자료 역할을 하게

여 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토론과 비판을 활성

될 것이다.

화하고 이데올로기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것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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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산업 구조변화와 영화산업정책
│주│제│별│연구과제│

- 수직적 결합을 중심으로 -

좌승희(서울대)₩이태규

본 보고서에서는 영화의 제작₩배급₩상영단계의 수직적 결합을 영화산업의 성장에
있어서 핵심적 단계로 파악하고 있다. 최근 한국영화산업의 성장은 수직적 결합
을 이룬 대형영화사의 등장과 이들 영화사들이 영화의 공급 및 수요 활성화에 크
게 기여한데 그 근본적 요인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석을 통하여 그 성공요인을 산업구조적 측면에서
제시하고 영화산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밝히

지난 10여 년간 한국영화산업은 급속한 성장을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였으며 최근 몇 년간 한국영화는 50%를 넘는 시
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2004년에는 시장점

본 연구에 있어 핵심적 키워드(key word) 중의

유율이 60%에 육박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

하나는‘수직적 결합’
이다. 영화산업에 있어 수직

고 있다. 이와 같은 한국영화산업의 성장요인에 대

적 결합은 영화의 제작₩배급₩상영에 이르는 단계

해 여러 가지 견해가 제시되어 왔지만 영화산업의

의 결합을 의미한다. 통상 어떤 산업이 발전하는

구조적 측면에서의 고찰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

과정에서 집적과 집중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데

았다. 과거 1960년대 후반에도 최근 한국영화의

그 과정 및 형태는 산업마다 다르다. 영화산업에서

성공과 같이 1억 명이 넘은 총 관객 수, 50%대에

는 수직적 결합이 자원의 집적과 집중이 이루어지

이르는 시장점유율 등 수치적인 측면에서는 비슷

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라고 본 보고

한 양상을 보인 적이 있다. 하지만 그 당시와 지금

서는 주장한다. 영화산업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미

은 영화산업의 구조적 측면에서는 질적으로 다른

국을 포함하여 영화가 산업적 차원에서 성장한 대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 구조적 차이가 한국영화

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수직적 결합을 통한 대형영

산업의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화사의 등장을 겪었으며 이를 계기로 영화산업이

것을 본 연구를 통해서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에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발전되어 왔다는 것을 알

서는 한국영화산업의 발전과 구조변화에 대한 분

수 있으며 따라서 수직적 결합이 영화산업의 성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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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단계라는 것은 분명해 보인

지표가 잘못 선정됨으로 인해 경쟁력 있는 승자의

다. 본 보고서는 영화산업의 구조변화를 수직적 결

선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결국 질적으로 우수

합의 심화라는 측면에서 고찰하며 수직적 결합이

한 영화를 만든 제작사가 보상받는 질적 차별화가

한국영화산업의 성장에서 가지는 의미를 분석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영화산업정책
인 스크린쿼터도 영화산업의 구조변화와 연관지여
그 유효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또한 박정희 시대의 영화산업정책이 성과를 가져
오지 못했던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이들 정책들
이 영화산업의 구조전환을 유발시키지 못했기 때문
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작자본의 영세성이 항상

2. 연구내용

지적되어 왔는데 이는 영화흥행수입이 제작부문으
로 환류되어 제작자본이 축적₩확대되는 과정이 반

본 연구에서는 영화의 제작₩배급₩상영단계의 수

복되어지는 산업구조를 가질 때 해결될 수 있는 문

직적 결합을 영화산업 성장의 핵심적 고리로 파악

제점이었다. 영화산업의 특성상 영화제작에 있어서

하고 있으며 영화산업의 특성 상 수직적 결합이 산

의 독점적 위치는 영화자본 축적을 위한 핵심적 요

업성장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단계라는 것을 강

소가 아니었으며 제작된 영화가 배급 및 상영의 과

조한다. 영화사는 수직적 결합을 통해서 영화의 공

정을 거치는 동안 창출된 수익이 제작부문으로 재

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흥행위

투입되는 확대재생산의 과정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험을 회피할 수도 있으며 높은 제작비가 투입된 영

수직계열화는 이와 같은 선순환 구조를 가능하게

화를 지속적으로 제작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의

해주는 기업전략인데 영화제작업에 대한 진입장벽

경우 영화산업이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수직계열화

은 오히려 수직적 결합의 유발을 원천적으로 막아

한 대형영화사를 중심으로 산업이 재편되는 양상

영화산업의 발전을 저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을 보여 왔다. 최근 한국영화산업 성장도 수직계열
화한 대형영화사를 중심으로 질 높은 영화가 지속

우리나라에서 영화산업의 수직결합은 1980년대

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산업구조가 만들어진 것에

후반부터 시작된 대기업 자본의 영화산업 진출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 기원이 있다. 기존의 영세자본 위주의 영화산업
에 대기업 자본이 투입되어 산업구조의 변환을 주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각종 국산영화 지원정책

도하였으며 이는 수직계열화한 대형영화사의 등장

들이 없었던 것도 아니며 특히 박정희 정부에서는

으로 귀결되었다. 한편 1980년대 중반에 이루어진

대형영화사 육성을 위해 제작사를 진입장벽으로

미국 영화사의 직배 허용 등의 시장개방조치는 단

보호해주었으며 외화수입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하

기적으로는 한국영화산업에 큰 타격을 주었지만

는 등의 각종 특혜가 베풀어졌다. 하지만 외화수입

추후 일어난 영화산업구조 변환의 밑거름이 되었

권이라는 특혜가 질적 차별화에 기초하지 못하고

다. 또한 시장개방에 앞서 영화제작업의 허가제가

영화제작 실적 등의 양적 지표에 연계됨으로 인해

폐지되고 영화제작업과 수입업이 분리됨으로 인해

국산영화제작은 외화수입권 확보를 위한 도구로

기존의 충무로 영화자본의 입지가 크게 약화되었

전락하는 부작용을 낳았다.‘승자선택(picking

고 새로운 자본이 영화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공간

winners)’
을 통해 경쟁력 있는 소수에게 자원을

이 확보되는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집중하고자 하는 정책의도에도 불구하고 차별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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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영화산업은 수직적 결합을 이룬 대형영

화사들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며 지속적으로 상승

시장의 확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영화수

하는 제작비를 고려할 때 대형영화사를 중심으로

출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영화의 윈

한 영화공급구조는 보다 심화될 것이다. 현재 논란

도우효과를 창출하는 후속시장은 갈수록 침체되고

이 되고 있는 스크린쿼터에 대한 정책적 판단도 수

있는 상황이다. 온₩오프라인을 통한 영화의 불법

직적 결합의 심화로 대표되는 영화산업의 구조변화

적 유통이 후속시장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와 연관지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제작되는 국산

수 있으므로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술적

영화의 절반이상이 극장체인을 가진 대형 영화사들

₩행정적 개선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에 의해 투자₩배급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며 이들
대형영화사 외의 국내 중형배급사들의 배급능력까

최근 들어 영화의 수익률 저조 등으로 영화산업

지 고려한다면 일정수준 이상의 질을 갖춘 국산영

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 영화산업의 특성

화가 외화에 밀려 상영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는 경

상 흥행의 평균 수익률이 높을 수는 없지만 우리나

우는 이제는 극히 드물 것이다. 이와 같이 국내 대

라의 경우 영화에 대한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산

형영화사들이 상당수의 한국영화에 투자 및 제작을

업의 하부구조가 미비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하고 있고 자체 배급망과 극장체인을 통해 상영을

수 있다. 영화의 경우 흥행리스크를 제외하고서도

하고 있는 구조 하에서는 미국 배급사들이 과거와

제작중단으로 인해 투자자가 손실이 입는 경우가

같은 독점적 시장지배력을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드문 일이 아니므로 제작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시장원리에 맞지 않으면서 규제로서의 유효성이 떨

완성보증보험제도 같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어진 현재의 스크린쿼터 제도는 최소한 축소되는

또한 현금흐름 및 수익 배분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방향으로 개선되어져야 할 것이다. 스크린쿼터가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하여 투자활성화 분위기를

축소 또는 폐지된다 하더라도 현재의 직배체제에서

조성해야 할 것이다.

는 헐리우드 대작들은 당연히 미국 배급사들이 배
급할 것이며 국내 배급사들은 배급력를 가지기 위
해서라도 흥행성 높은 국산영화의 투자₩제작에 주

3. 평가

력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는 스크린
쿼터의 유효성은 상당히 떨어지게 되어 그 편익은

본 보고서에서는 영화산업 하부구조 개선을 위

상당히 감소하는 반면 세계적인 자유무역의 확산으

한 구체적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고 있

로 인한 스크린쿼터의 비용은 더욱 커질 것이다.

는데 이는 향후 연구에서는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특히 지적재산권은 창의력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우리나라 영화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은

하는 영화산업의 특성상 반드시 보호되어져야 할

스크린쿼터와 같은 시장에 대한 직접적 통제보다

기본적 권리이며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

는 영화시장규모의 확대와 영화산업 투자활성화를

인 재산권이다. 따라서 현재의 지적재산권 보호 장

위한 산업 하부구조(infrastructure) 정비에 중점

치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의 법₩제도적 개선방안에

을 두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인구구조와 다양한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극장

매체의 발달로 인해 국내 영화시장의 확대에는 그

과 제작₩배급사 간의 부율 조정 문제가 영화산업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

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분석과

다도 시장의 확대가 필요하다. 시장확대는 수출을

향후 전망을 통해 영화산업의 수익배분구조에 대

통한 해외시장의 확대와 비디오, DVD 등의 후속

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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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연구과제│

규제등록시스템의 효율화 방안

신종익(초빙연구위원)₩임상준(초빙연구위원)₩박구연(국무조정실)

1998년 규제개혁의 출범과 함께 실시된 규제등록시스템은 행정규제의 총량을
파악하고 규제개혁의 사후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규제단위의 일관
성이 없고 규제등록내용이 부실하며 1차원적 단순분류방식을 취하고 있어 피규제
자 등 이용자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 연구는
정부의 규제사무를 분류₩관리₩공개한다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현행 규제등록
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새로운 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 필요성을 검토함에 그
목적을 두었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하는 정보비용을 최소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규제개혁을 위한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전제는

규제의 개혁과 관리를 위해서는 먼저 현존하는

얼마나 많은 규제가 어느 분야에 어떤 형태로 존재하

규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하고, 여러 단계의 규

고 있는가에 대한 기초정보의 파악에 있을 것이다.

제가 함께 존재하는 환경에서는 특정규제의 역할

이는 비단 규제의 품질제고(quality improvement)

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규제관리(regulatory management) 단계에서

규제정보체계는 이렇게 규제의 존재여부, 목적, 역

뿐만 아니라 규제개혁의 초기단계인 규제완화

할, 규제대상, 규제단계, 규제의 수준, 규제수단 등

(deregulation)단계에서부터 필요한 전제조건이

규제와 관련된 정보가 규제기관과 피규제대상은

라 하겠다.

물론, 규제의 심사자 등 모든 관련자에게 의미 있
고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구축

이러한 규제정보는 특정한 규제가 현실적인 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당성을 가지고 수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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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규제기관이 규제를 시행함에 필요한 정보를 제

현재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체계상 규제정보시스

공하는 것은 물론 피규제대상인 일반국민이나 기

템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규제의 등록이다. 1998년

업이 자신이 어떤 규제에 의하여 제약받고 있는지

규제개혁의 출범과 함께 실시된 규제등록은 행정

를 용이하게 파악하여 규제의 적용단계에서 발생

규제의 총량을 파악하고 규제개혁의 사후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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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OECD는 이러한 규제

등록규제를 샘플링하여 직접 적용하는 방식으로

등록 및 공표제도에 대하여 등록된 규제만이 효력

진행되었다. 연구결과는 현행 규제등록₩공표시스

이 있다는 포지티브 보장효과를 갖는다고 긍정적

템이 규제의 투명성 제고와 총량관리에 유용한 제

인 평가를 내린 바 있으나, 현행 규제등록₩공표제

도이기는 하지만 규제개혁의 진척이나 규제관리에

도가 효과적인 규제정보시스템으로 기능하고 있다

필요한 정보의 축적이나 활용에 있어서는 많은 문

고 보기는 어렵다.

제점을 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의 등록은 단순히 정부가 갖고 있는 규제를

규제등록제도가 정부의 규제사무를 분류하고 공

순서에 따라 나열하거나 부처별 또는 유형별로 분

개한다는 목적을 넘어 규제개혁의 사후관리에도

류해 놓은 것 이상을 의미한다. 현존하는 규제는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장기적으로 규제정보시스템

무엇이며, 총량은 얼마나 되고, 규제의 내용과 질

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규제의

적 수준은 어떠하며, 피규제대상은 누구이며, 규제

발생과 확산경로₩규제의 속성과 분포₩관련규제 상

의 경로는 어떠하고, 규제의 제도적 수단은 무엇인

호간의 연결 등을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규제지도

가 등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겨져 있어야 하고 또

화(mapping)를 통해 보다 종합적인 규제정보를

한 그 정보가 활용 가능한 방법으로 DB화 되어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장기적 개선은 많은 시간과 비용
을 필요할 것이므로, 보다 단기적으로는 현행 시스

그러나 현행 규제등록체계는 규제사무를 1차원

템의 운용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다

적으로 단순 열거하는 식의 기초적 분류 방법을 취

음 4가지 원칙에 따라 규제등록시스템의 효율화방

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 제공은 정부 규제의 증감

안을 제시하였다.

을 파악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고 어떤 사업에
어떤 규제가 있는지 그 경로나 내용을 명확히 파악

첫째, 현행 행정규제의 등록단위를 일관성 있게

할 수 없어 이용자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문제

재조정하였다. 현행 행정행위를 기준으로 규제단

점이 있다.

위를 분류하던 것을 규제주체₩규제객체₩규제내용
₩규제형식이 같은 규제를 모두 하나의 규제로 등

이 연구는 현행 규제등록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록하도록 등록단위를 재조정하였다.

분석하여 보다 효과적인 규제등록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새로운 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 필요성을
검토함에 목적이 있다.

둘째, 시스템이 좀 더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분류 방식을 보다 다양화하였다. 이
에 따라 인허가, 면허, 금지, 기준설정 등 현행 유
형별 분류에 더하여 경제적규제/사회적규제/행정

2. 연구 내용

적규제 등 성격별 분류방안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
였다. 성격별 분류방안에 따라 정부담당자들의 실

이 연구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규제등
록지침 등의 자료조사를 거쳐 규제등록시스템상의

제 적용할 수 있도록 주요부처 주요법령의 규제를
직접 샘플링 분류하였다.

Ⅰ. 2005년 연구사업

131

셋째, 규제등록시스템이 보다 알찬 규제정보를

3. 평가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등록서 등을 개선하고 등록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완하였다. 최소한 규제사무

이 연구는 한정된 연구기간과 인력의 제약 때문

명만으로도 규제내용을 유추할 수 있을 만큼 사무

에 현행 등록규제 7,800여건 모두를 분석하지 못

명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검색(tool)을 통해 관련

해 현재의 등록규제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

규제의 목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검색기능 강화를

가 있다. 그러나 상호 연관관계에 있는 주요 부처

위한 키워드(Key-word) 방식의 규제내용 요약부

₩법령들에 대하여 유의미한 샘플링을 통한 분석을

분을 추가하였다.

수행하였으므로 연구결과의 등록사무 전체에 대한
적용가능성은 충분할 것으로 본다.

넷째로 규제등록시스템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시
스템을 효율화하였다. 지금처럼 규제개혁위원회

이 연구의 결과는 국무조정실과 규제개혁위원회

1~2명으로는 규제등록의 완전성 여부를 관리하지

에 정책건의 형태로 제공되었다. 규제등록시스템

못하기 때문에 부처간 또 부처내에서도 규제등록

의 개선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담당자들의 노력

의 일관성이 없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규제

이 필요한 힘든 작업이지만 이 연구가 제시한 방안

개혁위원회 사무국이 규제등록의 최종적인 책임을

은 피규제자 등 시스템 이용자의 규제정보 활용도를

갖고 규제등록의 과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운영체

상당부분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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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건조성방안
│주│제│별│연구과제│

이주호(국회의원)₩강인수(수원대)₩신종익(초빙연구위원)

교육개혁은 문민정부 이래 역대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 사학 자율성 확대, 세계화에 부응하는 인재 육성, 대학 자율성과 경쟁력 강
화 등이 대표적인 과제였다. 하지만, 교육재정 확충을 제외하면 교육개혁 방안들
은 여전히 논의만 무성할 뿐이다. 다른 분야와 달리 교육개혁은 왜 부진한지를
분석하고, 실질적인 개혁방안을 제시한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같은 재정지원과 관련된 개혁과제들은 시행되고
있으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들은 거의 진

교육에 관한 여러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다.‘공

전이 없다. 고교평준화, 사학운영의 자율성, 대학

교육이 무너졌다’
,‘교육이 희망이기 보다 부담과

입시제도,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 학교평가 등에

고통이다’
,‘사교육비가 엄청나고, 교육낭비가 심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만 무성할 뿐이다.

하다’
,‘교육경쟁력이 낮아, 미래가 불안하다’등
이 대표적이다.

2003년의 교육행정정보시시템(NEIS) 도입과정
에서 보듯이 교육제도 개혁과 관련된 많은 사안들

이 같은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역대 정부는

은 갈등을 야기하고 있으며, 정치권, 시민단체, 교

대통령직속의 위원회를 두고 교육개혁을 추진하여

직원단체, 학부모들 사이의 대립이 심해지고 있다.

왔다. 개혁의 주된 내용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 학

이에 따라 정부나 정치권에서 마련한 교원평가, 국

교의 자율성 제고, 대학경쟁력 강화, 대학입시제도

립대학의 법인화, 대학의 학생선발이나 재정의 자

개선, 교육여건 개선 등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것

율성, 사립학교법 개정, 자립형 사립학교 확대, 외

들이었으며, 이 같은 교육개혁 방향은 정권이 바뀌

국인학교의 설립과 운영 등 대부분의 법안이나 정

어도 대체로 이어져 오고 있다.

책은 성안이 어렵고 성안되더라도 입법화하는 과
정에서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와 유아교육 공교육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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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교육제도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나라 장래

을 미친다. 그간 추진해 온 교육제도 개혁은 평준

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날로 늘어날 정도로 우리 교

화의 유지 혹은 폐지, 사학의 자율성 제고 혹은 정

육은 인성교육에 대한 기대와 세계화시대에 부응

부의 통제 유지등과 같이 한쪽은 버리고 다른 쪽을

하지 못하는 면이 많다. 외국에서 평가하는 우리의

취하는 방식이었다. 이 같은 방식은 반대세력이 형

교육부문 국제경쟁력도 나라 전체의 경쟁력에 비

성될 경우 도입하기 어렵다. 교육관련 정보공시 등

해서 매우 낮다. 더욱이 일본, 영국, 미국 등에서는

의 투명성 제고방안과 같이 이해당사자들이 반대

형평성 위주의 교육을 수월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기 어렵고, 도입할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성과가

제도를 개혁하였는데, 우리는 여전히 논쟁단계에

나타날 개혁방안은 등한시 되었다.

머물고 있다.
현행 제도의 틀 안에서 성과를 거둔 사례들도 새
개혁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방법도 같이 중요하

제도 도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다. 아무리 좋은 개혁이라도 실행하지 못하면 별

‘부산발 교육혁명’
으로 평가받는 부산광역시 교육

의미가 없다. 교육개혁을 추진한지 10년이 지났는

청의 중고등학교의 공교육 내실화와 학교의 자율

데도 계속 논의만 할 수는 없다.

성 제고 사례, 홍익대학교 디자인학과의 국제산학
협력 지원대학으로 선정, 한동대학 등 일부 대학의
특성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성공사례는

2. 연구내용

‘제도는 운영하기 나름’
이라는 것을 웅변하며, 새
제도를 도입하려는 기존의 교육개혁 방식을‘정책

이 연구는 교육개혁이 지체되는 원인을 분석하

만능주의’
로 비판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다.

고, 교육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제
시하였다.

둘째, 교육개혁의 새 방안으로 먼저 투명성
(transparency) 제고방안을 제시하였다. 어느 분

먼저, 교육개혁이 지체되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

야이건 제도개혁의 기초는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가 있다. 교육은‘백년대계(百年大計)’
인데, 5년마

다. 투명성의 요체는 이해관계자들이 요구하는 정

다 정권교체로 인한 정책의 일관성 결여, 반대여론

보의 제공, 인터넷을 통한 자료의 상시 공시, 자료

이 형성되는 경우 정당의 결정 유보 등 정치적 원

의 객관성 및 내용 충실화, 정보공시 주기의 단축

인이 크다. 교육 이념이나 철학의 다양성도 개혁에

등이다.‘97년 말의 외환위기 이후 이 같은 정보공

많은 영향을 준다. 교육에 관한 이념은 수월성과

시만으로 기업, 금융, 행정, 정치 등 사회 각 분야

평등성, 다양성과 통일성, 민간자율과 국가간섭,

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대부분 해결되었고,

분권과 중앙집권, 대중주의와 전문가주의 등과 같

지금도 계속 개혁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 크게 상이한데, 정당, 시민단체, 개인들이 어떤
이념을 갖느냐에 따라 교육개혁의 내용은 크게 달
라지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 분야는 투명성은 미뤄두고, 새로
운 제도의 도입에 역점을 두는 식으로 개혁을 추
진하여 왔다. 학교나 교육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

교육개혁의 내용이나 방법도 개혁에 많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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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으므로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주장만

되풀이 하게 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수단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그런데도, 수월성 제

어렵다. 교직원 등 교육주체들이 학교교육을 더

고를 명분으로 자립형 사립학교 확대, 외국인학교

잘 해야 할 유인이 없다. 이 같은 개혁방안은 이해

설립, 사립학교의 학생선발권 확대 등의 방법으로

관계자들의 반발을 초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

고교평준화의 문제를 해소하려고 하였다. 그 결과

고, 정치권이 결단을 내리지 않는 경우에는 개혁

평준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실질적

이 지체되고 오히려 새로운 갈등만 야기하는 경우

인 진척을 보지 못했다. 평준화에도 긍정적인 측면

가 많았다.

이 있고, 평준화가 유지되기를 희망하는 국민들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기 때문이다.

학교의 교육내용이나 성과에 대한 정보가 외부
에 공시된다면 교육에 관한 많은 문제가 자율적으

평준화 문제의 해법은 유지냐 폐지냐의 선택의

로 해결될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더 나은 학

문제가 아니라, 평준화의 틀을 허물었을 때 발생할

교를 선택하려고 할 것이고, 이 같은 선택권의 확

수 있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여건을 미리 조성

대는 일선 학교에 더 나은 교육을 하라는 유무형의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간 계

압력을 가할 것이고, 학교는 더 좋은 학교라는 것

층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해야 하며,‘교육격차 해

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교육의 질을 개선하려고 할

소를 위한 법률’
(가칭)을 제정하여 재정적 제도적

것이다.

뒷받침을 해 주어야 한다. 아울러, 자립형 고등학
교를 공립학교로 확대하여 공립학교의 경쟁력을

구미 국가들은 학교 및 교육에 관한 정보가 이미
외부에 공개되고 있다. 공개되는 내용도 학업성취

높여야 한다. 자립형 사립학교 제도의 보완, 지방
교육자치의 내실화 등도 병행되어야 한다.

도, 진학 및 취업률, 학교재정, 학교운영, 학교폭력
등 다양하다. 우리도 교육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하
기 위해서는 교육정보 공시에 관한 내용을 교육관

3. 평가

련 법에 담아야 하며,‘학교정보 공개에 관한 법
률’
(가칭)을 제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연구는 교육개혁이 지체되는 원인을 분석하
고 교육개혁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

셋째, 교육개혁의 또 다른 방안은 필요한 제도개

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어느 분야이건 개혁의

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미리 조성하는 것이다. 고

방향과 내용이 옳다고 해서 개혁이 진전되는 것은

교평준화 문제와 관련하여 보면, 평준화의 해제나

아니다. 무엇보다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을 최소화

전면적인 개편 이전에 먼저 지역간 계층간의 학력

하고, 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시스템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다. 학력격차 해소는 구호만

구축하는 것이 개혁의 첩경이다. 지금과 같이 성과

으로는 안 되고, 재정지원과 교육당국의 책임성이

가 검증되지 않은 새 제도 도입에 치중할 경우 제

요구된다.

도 만능주의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현재, 중등교육에서 계층간 교육받을 수 있는 여

교육개혁을 위한 방안으로서 투명성 제고와 개

건은 엄연히 다르고, 그 격차를 매울 수 있는 정책

혁할 수 있는 여건조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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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을 높임으로서 기업, 정치, 행정 등 각 분야

이 연구에서 제시한 이들 방안들은 종전의 것들

에 개혁이 빠르게 진전되고 그 효과가 지속된 점을

과 다를 뿐만 아니라 성과도 기대되기 때문에 정치

감안할 때 학교와 교육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는 학

권에서는 이들 방안에 대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부모의 알 권리 보장, 선택권 확대 등을 통하여 학

교육 투명성과 관련해서는‘교육관련 정보의 공개

교에서 자율적인 개혁이 이뤄질 수 있는 토대를 마

에 관한 법률’
(안)이, 평준화의 보완방안으로서는

련할 것으로 보인다. 고교 평준화 문제도 평준화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
(안)이 이미 국회에

틀을 보완할 수 있는 여건을 미리 조성한다면 지금

제출되었다. 이 같은 법률이 제정될 경우 향후 교

까지 제시된 평준화의 개선방안도 보다 쉽게 도입

육개혁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빠르고 지속적으로

될 것이다.

추진될 것이며, 우리의 교육경쟁력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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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체계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 연구
│주│제│별│연구과제│

이주선₩권순만(서울대)

이 연구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을 도출하고자 이
뤄졌다. 도출된 주요 규제개혁 방안은 영리의료법인 진입제한 완화, 목표 의료비 제
도₩포괄수가제₩저축계정 도입, 의약품 재분류, 일반명 의약품 처방 보편화, 약가결정
참고가격 기준 변경, 기준가격 보상제도 도입, 약품목록 도입, 광고규제 완화, 통합
의료체계의 활성화, 요양기관당연지정제도의 완화, 공공부문의 정보제공 강화, 의료
기관 평가기준 개선, 보험급여의 확대와 보험료의 인상, 고비용-중증질환 중심의 급
여구조 재편, 보험료 징수를 위한 소득파악 강화, 민간의료보험의 역할 설정과
cream-skimming 해결을 위한 민간의료보험시장 규제보완,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를 위한 가입자, 고용자 등 지불자 참여확대 등이 있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야의 취약한 경쟁력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
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다. 최근 품질이 좋은 의료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1970년대 말 의료보험

서비스의 이용을 위해서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의

을 처음 도입한 이후 12년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에

료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도 크게 증가하는 등

전 국민 의료보장 제공이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의료서비스 시장에 큰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언

거두었다. 의료보험의 도입은 의료서비스 소비자

론의 보도도 종종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재까지

의 구매력을 증가시켜 의료공급체계의 빠른 성장

진행되어 온 논의들은 대개 구체적인 분석과 입증

을 가져왔다. 1989년 전 국민에 대한 건강보험 확

자료보다는 일부 지엽적인 사례에 근거한 경우가

대라는 큰 변화가 이뤄진 이후, 우리나라 의료체계

많고, 의료체계의 경쟁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는 최근 의료보험조합의 통합과 일원화뿐만 아니

리고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이

라 의약분업, 진료비지불제도 등에서 큰 변화를 겪

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체계적

어 왔다. 단 시간 내에 전 국민 대상 의료보험을 시

인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행한 우리나라의 경험은 최근 많은 개발도상국들
에게 중요한 사례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비효율적 의료서비스 제공
으로 비용억제 기전이 취약하고, 의료공급자들이

그러나 국내에서는 최근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산

소비자 만족을 지향하는 데 소홀하며, 기존 의료공

업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고 의료 분

급자 이해관계 중심의 정책 시행으로 진입장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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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고 경쟁이 부족한 상태였다. 건강보험 또한 취약

에 비해 그 의료서비스 제공 수준이 적정수준보다

한 보장성으로 인한 가입자 보호 미흡, 비효율적

낮으므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를 확장해 나갈 수

의료비 지출구조로 인한 재정 운영 불안정성 등의

있느냐가 향후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문제점에 직면해 왔다. 특히 의료공급체계는 건강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와

보험의 지출구조를 결정하여 재정안정화에 가장

이를 보상하는 건강보험제도에서 의료서비스 산업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효율적인 의료공급체계는

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건강보험체계의 안정성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라 할

고 생각되는 항목들에 대해서 시장경제적 관점에

수 있다. 더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

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소비자의 권리 의식 향상과 의료 욕구 증가가 향후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있고 이와 같은 의료서비스

이를 위해서 파악한 현행 의료공급체계의 중요

환경 변화는 의료서비스 산업의 효율성에 대한 사

한 문제점은 영리의료법인의 불허, 의료서비스에

회적 기대를 크게 할 것이 틀림없다. 이런 상태에

대한 광고금지, 공공부문의 정보생성과 제공 미흡,

서 이 연구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경쟁력 강화를

의료기관 평가제도의 정보와 인센티브 관점에서의

위한 규제개혁 방안을 도출하고자 이뤄졌다.

결함, 행위별 수가제도와 이를 개선한 자원기준 행
위별 수가제의 한계, 의약품 분류₩의약분업에 따
른 상품명 의약품 처방증가₩보험약가제도 상 신약

2. 연구내용

가격 결정방식의 불합리성과 실거래가 보상제도의
결함을 포함하는 의약품 규제의 불합리성, 의료기

의료서비스의 특성은 정보의 비대칭성과 이로

관간 네트워크의 부재로 인한 의료공급체계의 비

인한 소비자 무지, 의료혜택을 동등하게 보장받아

효율성과 비용 상승 그리고 요양기관당연 지정제

야 한다는 공익성 차원의 인식, 그리고 공공부문의

도 등 이었다.

개입과 이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이다. 이를 제공하
는 의료서비스 산업의 특성은 소비자 무지에 기인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연구는 영

한 품질경쟁 인센티브의 존재, 시장실패와 공공성

리의료법인에 대한 진입제한 완화, 의료서비스 관

을 명분으로 한 강력한 진입규제와 이로 인한 시장

련 광고규제 완화, 공공부문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에서의 의사들의 독점적 우위의 유지, 치료비용의

정보제공 강화, 소비자 평가가 어려운 객관적인 의

후불제 가격규제, 그리고 의료기관이 공공성을 명

료서비스 품질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한 의료기관

분으로 한 비영리법인이라는 점이다.

평가기준 확립, 단기적으로 목표 의료비 제도 도
입, 궁극적으로 포괄수가제와 이를 보완하는 경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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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와 그 산업적 특성의

질환치료를 위한 저축계정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전제하에서 의료체계의 경쟁력은 생산적 효율성을

또한 의약품 규제는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의

제고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 현재 우리나라

재분류 시행, 의사 처방시 일반명 의약품 처방 보

의 의료서비스 산업은 효율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

편화, 일반명 의약품의 약가 인하책 강구, 신약도

하는 생산가능성프론티어에 근접하여 그 효율성이

입시 약가결정 참고가격 기준 변경, 실거래가격 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아직도 선진국

상제도를 대신한 기준가격 보상제도 도입,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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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남용 등 부작용 축소를 위한 공공부문의 의

3. 평가

약품 관련 정보제공 강화, 비용효과적인 의약품만
급여품목에 포함하는 약품목록 도입을 정책대안으

이 연구가 제안한 개혁을 위해서는 대대적인 변

로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외래, 입원, 재활, 요

화가 요구된다. 그리고 변화는 많은 어려움을 수반

양에 이르는 통합적 의료체계의 활성화와 각급 병

하고 또 합리적 모형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정

의원 간 전략적 제휴 원활화를 위한 의료기관 네트

치적 과정을 거쳐야 한다. 모든 제도에는 역사성

워크의 설계와 요양기관당연 지정제도의 점진적인

혹은 소위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이 존재

완화를 권고하고 있다.

하기 때문에 제도를 변화시키거나 외국의 제도를
이식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존재한다. 특히 최근의

건강보험제도의 당면 문제점은 지나치게 과소한

의료개혁 그리고 포괄수가제 도입 연기 과정에서

보험급여와 급여구조의 경증질환 치중에 기인한

보듯이 보건의료 부문에 있어서는 이해당사자들의

건강보험의 위험분산 기능 부실 그리고 이로 인한

영향력이 정책의 변화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매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형평성 문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앞서 제시한 정책대

비급여 서비스의 비중 과다, 민간의료보험의 역할

안들을 시행하는데 있어서도 이러한 정치적 과정

분담 미흡 그리고 건강보험의 재정부족과 이에 대

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한 대책의 미비였다.
이 연구에서 제안된 영리법인 허용, 민간의료보
이러한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

험 역할 정립,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 개선 등은

해서 이 연구는 보험급여의 확대와 보험료 인상 동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변화시킬 파급효과가

시 시행, 고비용-중증질환 중심의 급여구조 재편,

대단히 큰 대안들이다. 포괄적인 개혁은 대단히 매

자영업자 등 불명료한 세원의 소득파악 강화, 비용

력적으로 보이지만 많은 이해당사자들의 저항과

효과적인 의료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하되 그렇

정부 정책 수행의 한계 등으로 인해서 점진적 변화

지 못하거나 상대적으로 선택적인 성격의 의료서비

에 비해 대개는 오히려 사회적 순편익이 적을 수

스는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소비자 의료이용 행태

있다. 그러므로 단계적인 정책시행 등을 통해서 개

변경 유인책 마련, 민간의료보험의 건강보험 보완

혁시행 과정의 혼란과 비용을 축소하는 것도 필수

역할 설정과 cream-skimming 해결을 위한 민간

적이다.

의료보험시장 규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가입자, 고용자 등 지불자 참여확대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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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에 대한 재인식
- 규제논리의 비판적 고찰과 정책대안의 모색 -

김경환(서강대)₩임상준(초빙연구위원)

1960년대 이래 40여 년간을 지속되어 온 수도권 규제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
역균형발전이라는 경직된 정책목표에 가려 규제로 인한 구체적 득실과 정책의 공
과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균형발전이라는 정
치적 이상론과 자칫 추상적 논리에 휘둘리기 쉬운 현행 수도권 집중억제정책을
시장경제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향후 세계시장에서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
도권 정책의 장단기 전환방향을 제시하였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가 상당히 공고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수도
권에 사는 사람들은 과밀로 인한 삶의 질 저하를

최근 들어 수도권 규제완화를 둘러싼 중앙정부

막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비수도권

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

지방 사람들은 지방대로 수도권 때문에 지방이 발

는 양상이다. 정부는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온전히

전하지 못한다며 수도권 규제로 인한 상대적 이득

이루어 내려면 행정도시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

을 챙기고자 했다.

이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야 수도권 규제완화
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이른바‘선 지방발전, 후 수

수도권 규제로 대표되는「정책적 규제」
는 특정 정

도권 규제 완화’
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데 반해, 경

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된 정당한

기도 등 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와 기업들은 수도

규제라는 뉘앙스를 풍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적

권 규제가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당장 5조원

규제들은 그 거창한 목표에 가려 정책의 정당성, 효

의 대기업 투자가 수도권 규제로 묶여 있는 만큼

과, 부작용 등에 대한 엄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

과감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 역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이상적 정책목표를 위해 수도권 규제가 필요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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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억제 규제가 1960년대 이래 40여

주장만 되풀이되었을 뿐, 이들 목표가 과연 타당하

년간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수도권의 과밀해소,

고 실현가능한 것인지, 그 목표를 위해 선택한 입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에 대한 국민적 합의

규제₩개발규제₩조세₩부담금 등의 정책수단이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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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인지, 규제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부작용을

문제가 있으며 설령 그 추정치를 받아들이더라도

상쇄하는지 등의 질문은 무시되어 왔다.

인위적인 인구나 시설의 분산을 통해 해결할 수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의 사회적 이득은 사회적

특히 시장경제 원리의 측면에서 보면, 수도권 규

비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았고, 수도권

제는 그 정책목표의 설정이나 정책수단의 선택, 수

집적의 경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제조업에 한

단간 정합성, 목표달성 가능성 등에서 매우 낮은

정되어 있으며 연구대상 부문과 접근 방식에 따라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수도권 규제가 경

결과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세계도시에

제적인 고려보다는 정치적 논리와 시대상황의 변

서 볼 수 있듯이 제조업은 더 이상 서울의 중심 산

화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으며 유지되어 왔기 때

업이 아니며 서울의 주력 산업인 서비스업의 경쟁

문이기도 하다.

력은 비수도권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지식기반 제조업과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현행

이를 뒷받침할 기업 서비스의 생산성이 수도권에

수도권 규제의 쟁점들을 시장경제적 관점에서 비

서 더 높다는 사실은 수도권 규제가 우리나라 경제

판적으로 접근하여 정책목표의 타당성과 정책효

의 생산 잠재력을 저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과, 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등을 토
대로 정책전환의 근거와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수도권 문제를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수도권 내
부의 과밀완화와 기업환경 및 삶의 질 개선 등 도
시기능 제고를 위한 정책과 비수도권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은 별개의 것이다. 전자는 수도권 내부의

2. 연구내용

문제로서 환경오염이나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행
위 자체를 적절한 규제와 경제적 유인/반대 유인을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시정하고 수요가 있는 곳에 택지를 공급하여

통하여 수도권 규제가 목표하는 바를 제대로 달성

주거수준을 제고하는 것이 인구나 시설의 분산보

하는 지의 여부를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제시하고 정

다 훨씬 효과적인 해결 방법이다.

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반면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적 번영이
연구결과는 수도권 규제의 목표가 특히 개방화되

zero-sum game이 아니라는 사실과 우리보다 오

는 세계경제 여건 하에서 실현가능성이 낮으며 인

랜 역사를 지닌 유럽 여러 나라들의 지역정책 경험

구 분산이라는 궁극적인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으로부터 얻어진 교훈을 받아들인다면, 지역균형

효과가 없었을 뿐 아니라 기업의 생산 및 투자에 관

발전이라는 정책목표는 지역의 자생적 발전을 촉

한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

진하고 우리 국민이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일정

을 향상시키는데 제약으로 작용하였음을 보여준다.

한 기준의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혜택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재설정되어야 한다. 즉 수도권의 성장을

수도권 규제완화가 불가하다는 논거로 제시되는

제한하지 않고는 지방의 발전을 이룩할 수 없다는

이른바 과밀의 사회적 비용은 개념과 추정방법에

시각에서 벗어나 권한과 재원의 실질적인 분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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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적절한 지원을 통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굳이 이러한 추세를

전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논하지 않더라도 지방 중소도시의 발전을 위해 경
쟁력 있는 대도시의 성장을 억제하는 정책으로는

그러나 수도권 규제는 본질적으로 정책적 규제
이며 정책적 규제는 문제의 본질이 경제적 요인에

강자만이 생존하는 치열한 국제경쟁의 장에서 살
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책은 정치적 고려를 벗
어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규제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세계적인 대도

가 지속되고 강화되는 배경에는 여론의 지지가 있

시들과 경쟁할만한 여건을 갖춘 곳은 수도권 밖에

다. 수도권 집중과 비수도권 지역경제의 침체가 자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보다 빠른 시일 안에 보다

동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주장이 비수도권 주민

근본적인 수도권 정책의 방향전환이 필요함을 역

들과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설하였다. 이와 함께 40여 년간을 고집스럽게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여론을 바탕으로 정부는 국가

도권을 규제해 온 결과가 동경, 북경, 상해 등 이웃

경쟁력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며 서울과 수도권이

나라 대도시들에게 반사이익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여전히 중요하다고 주장하

사실도 지적하였다.

면서도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풀지 않고 경제자유
구역 정책 등을 통해 수도권을 동북아 비즈니스 중

수도권을 경쟁력 있게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수

심으로 육성한다거나 행정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

도권 규제완화를 용인할 수 있는 국민여론을 조성

관 지방이전 등을 통해 비수도권 경제성장이 가시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정책적 규제의 속성상 수도

화된 후에 수도권 규제완화를 검토한다는 식의 지

권 규제는 정부와 국민의 과감한 인식 전환이 이루

극히 대내적인 접근방식을 택하고 있다.

어지지 않으면 개혁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규제개
혁을 위한 선결조건이 수도권 정책에 대한 인식을

본 연구는 대외적인 경쟁여건을 감안할 때 보다

바꾸는 정치적 결단인 셈이다. 그런 이유로 본 연

빠른 시일 안에 보다 근본적인 수도권정책의 방향

구는 미시적 개선안 보다는 수도권 정책에 대한 발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수도

상의 전환에 연구의 중점을 두었고 이러한 시도가

권 규제의 정치적 특성과 이미 행정중심복합도시

‘수도권 대 비수도권’
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의 전

건설, 공공기관 이전 등 각종 분산정책이 확정된

환에 한 줌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현실적 제약을 일부 인정하여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업종의 확대, 공장총량제의 부분적 완화 등 단
기적이고 가시적인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다행히 2005년 11월 4일에 정부는 대기업의 8
개 첨단산업 업종에 대하여 수도권의 공장 신₩증
설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간의 절대 불가 입
장에서 한발 물러나 첨단업종이라도 공장신설을

3. 평가

허용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이를
200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1년 후

세계화로 인해 국경의 의미가 없어지면서 향후
의 국가경쟁력은 대도시의 경쟁력에 의해 좌우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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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원래의 경직된 규제상태로 되돌아간다는
점은 무척 아쉬운 부분이다.

투자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방안

- 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 연금, 이렇게 바꾸자
- 토지는 공유되어야 하는가?
- 바람직한 환경세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법인세제의 변화와 기업투자
- Basel II 도입의 거시경제적 영향 및 대응방안
- 금산법 개정안의 문제점
- 부동산관련 보유세 부담수준 분석

│주│제│별│연구과제│

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이태규₩이병기₩한광석₩이건호(KDI 국제대학원)

본 보고서는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고 21세기의 신산업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자금공급이 과거와 같은 정책금융에 의존하지 않고 민간부문에서
의 시장원리에 따라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되었다. 산업부문의 설비투자 위축이 지속되고 과
거에 비해 잠재성장률이 현저히 낮아진 현실에서

국내 금융시스템은 60~70년대 경제개발계획의

21세기 경제발전을 이끌어 나갈 미래동력산업의

추진 과정에서 민간보유자금의 결집을 통해 주요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신산업정책의 필요성이 어느

기간산업에의 자금공급을 담당함으로써 경제개발

때보다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하지만 신

단계에서 산업정책의 추진 동력으로서 중추적인

산업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자본의 공급은 경제개

역할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80년대 이후 자본시장

발 단계와 같은 정책금융 및 정부주도의 일사불란

의 발달에 따라 산업부문의 자본조달이 상대적으

한 민간자금 공급체제에 의존하기는 어려운 것이

로 용이해지면서 금융시스템의 작동원리가 산업정

현실이므로 시장원리에 따라 자발적으로 산업부문

책에서 시장원리로 전환되기 시작하였고 외환위기

에의 민간자금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

이후 급속한 구조조정과정에서 다수의 금융기관이

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본 보고서를 통해서 이에 관

퇴출됨으로써 상업적 원리에 따른 자금공급이 가

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계부문에 집중되어 산업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되는 현상을 가져왔다. 이와 더불어 성숙 단계
에 진입한 경제구조는 실물부문의 잠재수익률 저

2. 연구내용

하를 가져오면서 산업부문의 투자를 급속히 위축
시킴으로써 산업정책 추진의 동력이 급속히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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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원보다는

장기적으로 벤처캐피탈이 기술력 있고 시장성 있

로 영세한 중소기업일수록 이러한 정책적 지원이

는 기업을 효과적으로 발굴하여 투자할 수 있도록

없이 자체 신용만으로는 자금조달이 불가능해지는

금융환경을 개선하고 벤처기업의 성공을 가져오도

상황의 고착화를 초래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 정부

록 하는 데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구체

의 금융지원은 신용보증이나 정책자금 융자방식을

적 정책방안으로는 벤처캐피탈들의 회수실적이나

지양하고 금융기관과 함께 중소기업 대출에 참여

투자한 기업들에 대한 투자실적 자료의 공개가 필

하는 대출참여(loan participation)방식과 대출담

요하며 창업투자회사와 투자조합의 수익률 공개를

보유가증권(Loan-backed Securities: LBS) 발행

유도하여야 하며 벤처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

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해 연기금의 투자확대를 유도할 필요성도 있다. 또
한 투자조합 결성기간을 7~10년 정도로 확대하

대규모의 자금이 소요되는 R&D 투자에 대해서

고, 벤처캐피탈이 투자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

도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연

를 가하면서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투자의무

구개발투자에 적용되는 세제혜택을 프로젝트 파이

비율이나 투자제한 대상 등 벤처캐피탈의 투자행

낸싱에 의한 R&D투자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등의

위에 대한 제약을 완화하여야 한다. 한편 엔젤투자

제도적 지원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금융규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미공개기업의 신규주식

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경우

취득시 세금우대를 확대하고 주식매각손실에 대한

는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규제, 대규모 여신 및 대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조세

기업여신에 대한 규제에서 제외하는 한편, 적용되

지원이 필요하며 영국 NBAN의 Associate제도를

는 기준금리의 합리성을 제고해야 하며 기준금리

참조하여 투자관련 전문회사들과 벤처기업을 매칭

에 시공기간 및 운영기간뿐만 아니라 사업의 경제

시켜 벤처기업에 대한 정보제공을 활성화하기 위

성 및 위험성이 반영된 금리스프레드가 가산되어

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코스닥시장은 우량 벤

야 한다.

처기업은 적극 유치하되 불량기업은 신속히 퇴출
시킬 수 있도록 기업공시 및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

산업부문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공급이 이루어지

시강화 등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벤처기업

기 위해서는 투자은행업의 발전이 필요하지만 현

의 기술평가를 담당할 다수의 전담기구 간 경쟁을

재 국내금융기관의 투자은행업무는 초보적인 단계

통해 양질의 기술평가 결과를 산출하고 그 결과를

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제도개선을 통한 투자은

엔젤투자자 및 벤처캐피탈에 정보로 제공하는 시

행업 역량제고가 시급하다. 투자은행업무가 금융

스템이 필요하다.

기관별로 분리되어 있는 현재 제도를 일원화하여
투자은행이 투자은행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함으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경우 간접금융에 편중되어

로써 시너지효과를 얻도록 하는 한편 기업과 투자

있고 담보제공이나 신용보증 등을 통한 정부의 금

자의 특성에 맞는 금융상품을 설계할 수 있도록 포

융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자금공급시스템의

괄주의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투자은행의 원활한

양적 및 질적인 면에서 그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

자금조달을 위해서 콜시장을 은행지준시장으로 개

특히 신용보증과 정책자금 융자를 근간으로 하고

편하는 등 단기금융시장을 재정비해야 하며, 특히

있는 현재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시스템은 장기적으

RP시장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Ⅰ. 2005년 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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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을 통한 산업부문에의 자금공급 효율성
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하부구조를 강화하기 위

는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이들에게 국
제업무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한 노력이 필요한데 특히 신용평가기관 및 자산운
용사 역량강화와 유가증권의 다양화가 자본시장의

외환위기 이후 국내금융시장에서 외국자본의 점

효율적인 기능 수행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회사채

유도가 급속히 상승하였으나 현재까지 순기능 발

시장과 관련하여서는 회사채 만기다양화가 큰 진

현은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은행과

전이 없는 것은 단기회사채의 차환발행에 대한 별

기업간의 관계금융 약화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다른 제약이 없기 때문에 장기채시장의 활성화를

대두되고 있는바, 기업부문에 대해 관계금융을 통

위해서는 감채기금(sinking fund)의 적립을 회사

한 장기자금 공급을 담당할 수 있는 새로운 간접금

채발행의 필수요건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융기관을 신설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투기등급 채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신용평가사의

위해서는 산업자본의 기업금융 전담기관 설립을

역량강화 이외에 기업경영권시장에서의 적대적

허용하되 대주주 자격심사 및 동태적 감독₩검사

M&A를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LBO(차입인

강화 혹은 과점주주 연합체 형식의 지배구조 등을

수, leveraged buy out)를 허용하는 한편 신용파

통해 내부통제기능 강화,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생상품의 취급에 대한 규제나 자산운용사에 대한

특정 산업자본이 독점적 경영권을 자의적으로 행

상품구성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사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최근 국내기업의 해외자금조달 실적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도

3. 평가

필요하다. 먼저 국가간 증권결제시스템 연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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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신속한 상장 및 업무제휴가 가능하도록 증

본 보고서는 신산업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자본

권예탁원과의 업무협조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의 공급은 과거 경제개발 초기 단계와 같은 정책금

국내 회계기준과 증시 선진국의 기준 간의 격차를

융 및 정부주도에서 벗어나 시장원리에 따른 자발

조속히 해소하고 국내기업의 해외증시 회계기준

적 민간자금 공급이 중심이 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충족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져야 할 것이다. 국내

있으며, 따라서 향후 정부의 산업금융 관련 정책

증권사의 해외인수업무 능력을 제고시키는 한편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평가된

나스닥 등 해외증시의 상장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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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이렇게 바꾸자
│주│제│별│연구과제│

- 노후 30년 부양비 50%에 지속가능한 자조형 연금체계 -

배준호(한신대)₩김상호(관동대)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는 가운데 노후 연금문제는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
다. 본 연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금제도의 실상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연금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세부담 증가로 되돌아오고 그 부담이 후세대에 집
중되면서 우리 경제의 앞날을 기초연금이 발목잡

지금의 국민연금은 개혁을 미룰 경우 한 해에

는 꼴이 된다는 사실이다. 이 같은 얘기가 토론이

40조원씩 불어나는 연금채무를 줄일 수 없으며,

나 보도를 통해 심도있게 논의되고 전달되지 않은

이처럼 매년 막대한 규모로 늘어나는 채무의 대부

채 보험료율 인하와 연금액 유지가 전면에 강조되

분은 가진 자들의 노후 연금몫이라는 점에서 연금

면서 국민의 기초연금 지지도 60% 이상이라는 조

개혁을 미루는 것은 우리 노인사회의 부익부 빈익

사결과 만이 보도되고 있다.

빈을 가속화시키는 행위다.
일부에서는 국민연금에 기초연금을 도입하면 보

2. 연구내용

험료율을 지금보다 2%p 낮춘 7%로 유지하면서도
연금액을 지금의 60%대로 유지할 수 있으므로

이 보고서는 국민연금의 연금액(소득대체율)을

‘덜내고 똑같이 받는’연금개혁이 가능하다고 주

40%로 줄이는 대신 정부의 보험료 지원대상을 확

장한다. 이 안에 대한 여론지지도는 60%를 넘고

대하여 40%의 만액연금 수급자를 대폭 늘리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국민

(장차) 퇴직연금 가입을 강제화하여 퇴직자 다수가

들이 장기적으로 지금보다 세금의 50%를 더 내야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 퇴직전소득의 60%를

한다는 점이다. 보험료를 덜 내는 대가는 막대한

수령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한다. 지금보다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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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만액 수급자와 퇴직연금 수급자를 크게 늘리

첫째, 국민연금의 기본구조를 현행의 저부담-고

자는 것이다. 현행은 명목상 국민연금(60%)과 퇴

급여 구조에서 중부담-중급여 구조로 바꾸고, 퇴

직연금(20%)을 합쳐 퇴직전소득의 80%를 수령할

직(연)금을 충실화하여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수 있지만 이는 가상의 수치로 그러한 수급자는 거

합친 금액이 수급개시 시점의 평균적 근로자 소득

의 없고 65% 정도를 수급하는 이들도 많지 않다.

의 60%±α
가 되도록 하여 주요국 평균수준을 확

따라서 이름뿐인 현행 국민연금(60%)보다 수급자

보한다.

가 많은 개정 국민연금(40%)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재원으로 기존의 보험료 외에 조세를 추가
하여 인정가입기간(크레딧), 최저보증연금, 저소득

아울러 보고서는 국민연금에 비해 연금액이

층 보험료 지원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여 수급권자

3~4배(지금은 7~8배)에 달하는 공무원연금을 함

를 늘림으로써 사각지대를 축소한다. 장기적으로

께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일

조세재원은 연금 급여지출의 25% 수준에 달할 것

반근로자에 비해 급여수준이 높은데 퇴직 후 3~4

으로 전망되지만 이는 기초연금을 도입하자는 한

배 많은 연금까지 받아 공무원과 일반근로자의 소

나라당 안의 60%에 비하면 절반 이하 수준이다.

득불평등이 노후에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
는 퇴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연금의 상당부분이

셋째, 향후의 출산율과 고령화, 경제성장률 등이

일반근로자가 납부하는 조세로 충당될 것이라는

예상치를 벗어날 경우, 연금산식 상의 소득대체율

점이다. 공무원보다 급여도 낮고 연금액도 낮은 일

이 40%±α
로 조정될 수 있도록 산식을 변경, 자동

반 근로자가 자신보다 급여가 높은 공무원의 노후

조정기능을 부여한다.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

까지 부분적으로 책임지는 셈이다. 필자들은 공무

하기 위해 연금산식에 출산율, 고령화 추이를 고려

원의 급여가 일반근로자보다 낮은 시절에 만들어

하는‘인구변화조정률’
(=수급자수 증가율과 가입

진 현행 공무원연금이 급여수준이 역전된 지금

자수감소율 합계의 일정비율) 변수를 반영하고, 필

(1.42배, 2003년, 건강보험공단자료)까지 유지되

요시 성장률(혹은 보수월액증가율)도 고려할 수 있

고 있는 것은 법 개폐에 관해 큰 힘을 지닌 공무원

도록 배려한다.

의“제논에 물대기”행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
라고 지적한다.

넷째, 30년 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이 37%±α
로
정부₩여당 안(38%)과 차이가 없고 현행(45%)과도

이상에서 지적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낮은

8%포인트 차이다. 이는 7년(평균)의 인정가입기간

지속가능성, 수급자간 연금액 불평등의 문제를 근

(크레딧)이 고려되어 30년 가입시 37년 가입으로

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자들은 다음과 같은 개

인정되기 때문이다. 33년 가입시에는 40년 만기가

혁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기존 가입자의 권리침

입자 소득대체율을 적용받는다. 인정가입기간은

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혁안을 2010년 이후 20

군복무, 출산, 양육, 노인부양 경력을 가진 가입자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을 제안하고

에게 허용된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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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인정가입기간제, 최저보증연금, 저소득

를 위해 현행의 중부담-초고급여 구조에서 중부

층 보험료 지원 등으로 사각지대를 크게 줄여 가입

담-중급여 구조로 바꾸고, 퇴직(연)금을 충실화하

대상자의 20% 이하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

여 공무원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친 금액이 수급개

다. 이는 현행제도 하에서 예상되는 40% 이하보다

시시점의 평균적근로자 소득의 75%±α정도

절반 수준이다. 또 최저보증연금제 시행으로 연금

(2030년)가 되도록 하여 국민연금보다 25% 높은

수급자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다 높은 급여를 받

수준을 보장, 주요국 중상위수준을 확보한다.

도록 함으로써 근로와 제도가입을 유인할 수 있다.
둘째, 2011년 이후 신규임용 공무원은 국민연금
여섯째,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퇴직(연)금, 개인

을 적용한다. 신규임용 공무원은 퇴직연금(공무원

연금 등으로 노후소득의 60% 정도를 충당할 수 있

판, 소득대체율 30%)을 포함한 소득대체율이 70%

도록 함으로써 가입자의 노후대비 자조노력을 촉

±α
가 되도록 하여 국민연금보다 15% 높은 급여를

구할 수 있다. 즉 보고서 방식의‘자조형연금
‘은

보장한다.

현 제도 및 기초연금제가 성장잠재력을 감퇴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것과 대비되며 후세대의 소득과
후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향후의 출산율과 고령화, 경제성장률 등이
예상치를 벗어날 경우, 연금산식 상의 소득대체율
이 55%±α로 조정될 수 있도록 산식을 변경, 자동

일곱째, 여기서 제시한 개혁방식은 항구적 개혁

조정기능을 부여한다. 이는 국민연금에 적용하는

을 지향하므로 미봉책인 정부₩여당안, 준항구적이

방식과 마찬가지다. 연금액 연동(혹은 슬라이드)도

라고 할 수 있는 기초연금제안에 비해 빈번한 법개

2011년 이후 20년에 걸쳐 지금의 물가 및 보수 연

정이 필요 없다.

동에서 물가 연동으로 조정한다.

여덟째, 보고서는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하고 있

넷째, 30년 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이 50%±α
로

다. 보험료율은 2010년에 9.6%로 올린 후 5년마

국민연금 가입자의 37%±α
보다 13%p가 높다. 30

다 0.6%포인트 인상, 2030년부터 12%를 적용하

년 가입시, 7년(평균)의 인정가입기간(크레딧)이

고, 급여수준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은 2007년까지

추가되어 37년 가입으로 인정된다. 33년 가입시에

55%, 이후 2012년까지 50%, 이후 2017년까지

는 40년 만기가입자 소득대체율을 적용받는다.

45%, 2018년 이후 40%±α
를 적용한다. 인구변화
조정률은 2018년 이후 기존 수급자의 급여액 연동
에도 반영한다.

다섯째, 공무원연금을 포함하여 퇴직(연)금, 개
인연금 등으로 노후소득의 70% 정도가 충당될 수
있도록 하향조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노후대비 자조

다음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내용과 기대효과
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노력을 촉구한다. 이로써 공무원연금은 후세대 및
현세대 근로자 의존형 연금의 성격이 대폭 약화되
고 자조형연금의 성격이 강화된다.

첫째, 공무원연금의 기본구조를 2011년 이후 20
년에 걸쳐 국민연금에 준하는 형태로 전환한다. 이

여섯째, 이 개혁은 공무원연금의 지속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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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할 수 있는 항구적 개혁으로 빈번한 법개정이

3. 평가

필요 없다. 또한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하고 있다.
신규수급자 소득대체율 하향조정은 2011년 이후

본 보고서는‘노후 30년 부양율 50%’시대에 지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하며 기존 수급자의

속가능한 연금체계 구축을 목표로 국민연금과 공

급여액 연동시 적용하는 인구변화조정률은 2018

무원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종합 재검토, 적

년 이후부터 적용한다.

은 비용으로 중₩저소득층 가입자의 노후소득보장
이 가능한 연금체계 구축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시

마지막으로 보고서가 추구하는 개혁은 국민연금

된 개혁방향은 정부₩여당이나 야당의 그것과 꽤

과 공무원연금이 근로기에 발생한 보수격차(2003

다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필요 이상으로

년 기준, 42%만큼 공무원이 높음)를 은퇴기에 해

지원되고 있고 앞으로 지원될 재정규모를 대폭 줄

소시키기보다 구조적 연금격차(2003년 기준,

이고 대신 줄인 재정을 국민연금 지원에 돌려 장차

300% 이상 공무원연금이 높음)를 통해 이를 더욱

예상되는 사각지대 규모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것

확대시키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개혁이 미

이다. 또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낮추는 슬림화 작

뤄지면서 우리 은퇴자 사회의 소득불평등이 급속

업을 우선 추진한 다음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에

히 확대되고 있다.

통합하는 일원화 작업에 나서고, 퇴직연금 가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여 사적연금을 강화하자는 주
장을 피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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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공유되어야 하는가?
│주│제│별│연구과제│

-『진보와 빈곤』
에 나타난 헨리 조지의 토지사상 평가 -

곽태원(서강대)

19세기 후반에 미국에서 활동했던 헨리 조지의 핵심적인 정책처방은 토지지대의
100%를 조세로 거두어 들이자는 것이다. 이것은 사유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해서
공유화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으로 제시된 정책처방
이다. 최근 우리 사회 일각에서 이러한 생각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정책화
를 주장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는 헨리 조지의 여러 주장들을 평이
하면서도 객관적인 논리를 가지고 분석₩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토지정책에 관
한 논의가 좀더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나 증거가 될 수 있는 통계자료 등의 선택 등에 있
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의

헨리 조지라는 100여 년 전의 한 인물이 가지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본 연구는 헨리 조지라는

있었던 생각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토지 및 토지관

인물 자체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

련 조세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다. 그의 여러 가지 생각들 중에서 지금 우리 사회

그의 핵심적인 정책처방은 토지지대의 100%를 조

일부 구성원들에게 상당히 강력한 영향을 주고 있

세로 거두어들이자는 것이다. 이것은 사유토지를

는 토지공유제도에 주로 관심이 있다. 따라서 그의

무상으로 몰수해서 공유화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

대표작으로 이러한 사상을 집중적으로 주장하고

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으로 제시된 정책처

있는 그의 저서『진보와 빈곤』
의 내용을 중심으로

방이다. 이러한 헨리 조지의 생각이 많은 사람들

연구를 전개한다.

사이에서 거의 초보적인 평가도 없이‘정의로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헨리 조지가 주장하는 토지사상이나

2. 연구내용

토지제도가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인식에서 동기를 얻은 것이게 때문에 비판적인 입

평가의 방법에 있어서는 원론적인 경제이론에

장에 설 것이다. 그러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

서 도출되는 논리와 건전한 상식이 주된 도구가

지 못한 비판은 설득력이 없기에 논리적인 추론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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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 조지는 토지는 공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나 그 추종자들의 주장은 논리적인 근거를 갖고 있

다. 그러기 위한 방법으로 토지로부터의 지대를

지 못하다. 헨리 조지 추종자들이 주장하는 토지가

100% 조세로 징수하는 토지단일세를 시행하여야

치세는 임대가치 평가의 어려움 때문에 최소한의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되면 모든 토지는 국가에

공정성 기준을 유지하면서 시행하는 것이 어렵다

의하여 무상으로 몰수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

고 판단되며 지대의 100%를 조세로 흡수하는 체제

타난다. 그러나 헨리 조지는 공유화 과정에서 현재

하에서 시장원리가 작동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

의 지주들에 대한 보상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무

기 어렵다. 만일 시장원리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토

상몰수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토지가 공유화되

지자원의 배분이 이루어지는 어떤 공유체제가 존

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정의로운 것이기 때문이

재한다면 그 체제하에서 헨리 조지 추종자들은 또

기도 하지만 토지의 사유제도가 여러 가지 사회적

다시 투기나 독점의 문제를 걱정하게 될 것이다.

악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섯째, 헨리 조지가 예언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 실증적 증거들이 그의 주

이러한 헨리 조지의 주장이 내포하고 있는 몇 가
지 중요한 문제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장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토
지사유제도하에서는 토지의 투기와 독점 때문에
지주들에 의한 노동착취가 계속되고 노동자들은

첫째, 헨리 조지가 주장하는 토지의 공유제도는

노예상태가 될 것이며 경제적 진보 속에서 빈곤은

그가 주장하는 공유의 논리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더 심해질 것이라는 헨리 조지의 예언은 실현되지

점이다. 실제로 그의 주장은 특정한 국가체제 안에

않았다.

서 토지의 사유제도를 허물어 버리고 국가가 통제
하는 공유제도로 전환하자는 정치적인 체제전환일
뿐이다.

3. 평가

둘째, 토지는 그 이용의 특성 때문에 공유가 적
절하지 않은 자원이다. 추상적으로는 공동의 유산

헨리 조지의 사상이 우리나라의 토지정책과 조

이라는 말이 매우 어필하지만 실제로 토지는 자유

세정책에 영향을 확대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헨리

재도 아니고 공공재도 아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조지와 그 후학들의 추론과 주장을 철저히 검증하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불가능하다.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헨리 조지의 저서인『진보

셋째, 헨리 조지가 주장하는 공유화 과정에서 무

와 빈곤』
을 철저한 경제학적 논리에 입각해서 평

상몰수는 저의의 관점에서 수용될 수 없다. 설사

가하고 있는데, 헨리 조지에 대한 제대로 된 비판

토지의 공유가 원칙적으로 정의로운 것이라고 하

서가 없는 우리나라의 하계 현실에 비추어볼 때

더라도 현시점에서 그것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현

동 연구분야의 논의를 한 단계 높여줄 것으로 기

재의 토지 소유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

대된다.

은 정의롭지 못한 처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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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어떠한 공유제도하에서 토지자원의 효율

헨리 조지의 토지사상이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적이고 공편한 배분이 달성될 수 있다는 헨리 조지

의 이론적 기반이 되고 있으며, 특히 보유과세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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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논리가 헨리 조지의 이론을 왜곡하고 있다는 사

나타난 그의 토지사상을 다양한 각도에서 평가하

실이 제대로 인식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엄밀한

여 그 논리적 오류 및 실현상의 문제점들을 체계적

검증이 필요한 시점에 매우 시의적절한 연구라 평

으로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이 분야 연구에 크게 기

가된다. 본 연구는 헨리 조지의『진보와 빈곤』
에

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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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환경세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최적환경세율과 이중배당가설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김상겸

천성산터널, 새만금사업, 원전방폐장건설 등 환경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
다. 이는 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변
화에 따라 환경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환
경정책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환경세의 정책적 기능에 대
해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통해 바람직한 환경세제 도입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았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본 연구는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에 대한 논의의

본 연구에서는 최근 환경세와 관련된 이슈 가운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환경관

데 가장 논쟁이 뜨거운 두 가지 주제에 대해 살펴

련 조세이슈들 가운데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이중

보았다. 환경세의 이중배당가설은 90년대 중반 이

배당가설과 차선적 상황에서의 최적환경세율의 대

래 아직도 성립가능성을 두고 찬반론이 팽팽한 이

소논의를 중심으로 각 주세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론이다. 또한 시장왜곡적인 조세가 이미 시장 안에

이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의 도출을 연구의 목표로

존재하는 차선적 상황에서의 최적환경세율의 대소

한다. 본 연구는 2003년 본원에서 수행되었던‘우

논의 역시 뜨거운 논쟁이 진행 중이다. 본 연구는

리나라 환경세제의 개편방안’연구의 후속 연구적

이상의 두 가지 주제에 대해 이론적인 검토와 분석

성격을 갖는다. 선행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환경

을 통해 정책적 함의 도출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세 현황, 도입과 관련된 쟁점, 그리고 이중배당가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개념에 대한 선

설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위주로 진행되었다. 본

행연구 검토, 검증모형의 설정, 수학적 분석, 그리

연구에서는 차선적 상황에서의 최적환경세율의 대

고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하였다.

소논의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이 결론이 이중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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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분석결과가

먼저 본 연구에서는 이중배당가설과 최적환경세

환경세 도입에 어떠한 정책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

율의 대소논의와 관련된 국내외 다양한 선행연구

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들을 살펴보고 이를 정리해 보았다. 이중배당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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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해서는 초기 이중배당가설론자들의 주장과

동조적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차선적 상황에서의

일반균형분석연구들의 비판 등을 중심으로 논쟁의

최적환경세율은 최선적 상황에서의 최적환경세율,

핵심이 무엇인지, 개별 연구들의 주장과 그 특성이

즉 피구세보다 작다고 주장하였다. 동조적인 효용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정리했으며 이러한 논쟁이

함수 가정 하에서는 환경세부과재화의 지출탄력성

정책적으로 어떠한 함의를 갖는지에 대해서도 살

은 환경세가 부과되지 않는 재화의 지출탄력성과

펴보았다. 아울러 최적환경세율의 대소논의에 대

같아진다. 이 경우 차선적 상황에서의 최적환경세

해서는 논의의 본질은 무엇인지, 이러한 논쟁이 어

율은 최선적 상황에서의 최적환경세율보다 작아진

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에 대해 관련 연구들을 중

다. 하지만 특정형태의 비동조성이 효용함수에 부

심으로 정리해 보았다.

과되는 경우, 환경세부과재화의 지출탄력성은 1보
다 작아지게 되는데, 이때 차선적 상황에서의 최적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두 개념 사이의 관계를 규

환경세율은 최선적 상황에서의 최적환경세율보다

명하기 위한 이론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과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

정은 크게 두 단계의 분석을 통해 수행되었다. 먼

면 두 개념의 발생조건, 즉 이중배당가설이 성립하

저 선행연구를 토대로 쟁점부분에 대한 검증이 가

기 위한 조건과 차선적 상황에서의 최적환경세율

능하도록 모형을 설정하고, 각 주세에 대한 수리적

이 최선적 상황에서의 최적환경세율보다 커지기

분석(Mathematical Analysis)을 시도하였다. 또

위한 조건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한 수리적 분석결과의 검증을 위해 정태적 일반균

연구에서 발견한 중요한 점은 지출탄력성과 관계

형분석 시뮬레이션(Static CGE Simulation)도 수

된 부분이다. 지출탄력성이 1보다 작다는 조건은

행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중배당이 존재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인 것으
로 분석되었고, 동시에 동 조건은 차선적 상황에서

미분식 분석을 통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중배
당가설의 성립여부는 분석에 적용된 가정, 보다 구

의 최적환경세율이 피구세보다 크기 위한 필요조
건인 것으로 나타났다(충분조건은 아님).

체적으로는 환경세가 부과되는 재화의 지출탄력성
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분석결과 가운데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두

배당가설의 성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

개념 사이의 이상과 같은 관계는 환경세부과재화가

였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동조적인 효용함수를

그렇지 않은 재화간의 상대적 지출탄력성 크기에

가정하였는데, 이 경우 환경세부과재화의 지출탄

민감할 수 있다는 점이다. 환경세부과재화의 지출

력성은 환경세가 부과되지 않는 재화의 지출탄력

탄력성이 그렇지 않은 재화의 지출탄력성보다 작은

성과 같아진다. 하지만 효용함수에 특정한 현태의

경우에는 이중배당가설이 성립되는 동시에 차선적

비동조성을 부여하는 경우 환경세부과재화의 지출

상황에서의 최적환경세율이 최선적 상황에서의 최

탄력성은 1보다 작아질 수 있는데, 이 같은 경우

적환경세율(피구세)보다 커지는 것이다. 하지만 반

세수중립적인 환경세 정책은 조세체계의 효율성을

대의 경우, 환경세가 부과되지 않는 재화의 지출탄

제고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이중배

력성이 환경세부과재화의 지출탄력성보다 작아지

당가설이 성립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는 경우, 이중배당가설은 성립하지 않으며 최적환
경세율 역시 피구세보다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최적환경세율의 대소논의에 대한 분석결과
는 다음과 같다.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효용함수가

이중배당가설과 최적환경세율의 대소논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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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석결과가 환경세제 도입에 어떠한 정책적 함

부과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재화들은 매우 다양

의를 담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하다. 하지만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소비과정 중에

환경세 도입의 가장 큰 목적은 환경적 오염을 저감

환경적 오염이나 위해를 발생시킨다는 점이다. 이

시켜 궁극적으로는 보다 나은 환경 질을 얻고자 함

는 바꾸어 말하면, 환경오염이라는 부작용에도 불

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평가할 때, 환경세

구하고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즉 필수재적인 성격

의 도입목적이 반드시 조세효율성의 개선에 있는

을 갖고 있다는 뜻으로 설명될 수 있다. 결국 환경

것은 아니라 하겠지만 만약 정책을 도입함에 있어

세 부과대상으로 고려되는 재화들은 대부분 지출탄

서 조세효율성의 개선까지 염두에 두는 경우 과세

력성이 낮은 것이다. 관련문헌에 따르면 휘발유는

대상 재화에 대해 선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물론이고 담배나 주류 등 환경적 외부성을 발생시

즉 과세대상 재화들이‘동일한 조건’
을 갖고 있다

키는 다양한 재화들의 지출탄력성은 대부분 1보다

면, 가급적 지출탄력성이 낮은 재화에 과세함으로

작은 것으로 보고 된 바 있기 때문이다.

써 환경오염의 저감은 물론 조세효율성 개선도 함
께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환경세의 과세대상
으로 고려되는 재화들은 대부분 그 소비과정에서

3. 평가

예외 없이 오염을 발생시킬 것이지만, 오염의 양태
나 발생도 자체는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조

본 연구는 환경세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 가운데

건이라는 표현은 적당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하

가장 논란이 뜨거운 두가지 주제, 이중배당가설의

지만 본 연구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잠재적인

성립가능성 여부와 일반균형분석 하에서의 최적환

과세대상 후보 재화들이 지출탄력성이라는 점 외에

경세율의 대소논의를 중심으로 이론적, 수리적 분

유사한 정책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지출탄력성

석을 수행한 연구이다. 아울러 본 연구의 분석결과

을 고려하여 과세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조세효율성

가 우리나라 환경세제 개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의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한 가지 해

는지를 고민해 보았다.

석성의 주의를 요하는 점은 본 연구의 주장이 지출
탄력성의 중요성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전 세계적으로 세제개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환경세의 부과목적이 단순

있는 가운데, 환경세제의 개편 보다 구체적으로 친

히 조세효율성의 개선에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며,

환경적 세제개편 논의는 중요한 이슈라 할 수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효과는 부수적인 것으로

특히 기후변화협약의 발효로 환경세나 탄소세 도입

간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세 부과의 기

에 대한 중요도를 감안하면 환경세의 구현에 대한

본적 목적인 오염저감이라는 효과를 정책도입의 주

연구는 지금이라도 차근차근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

목적으로 하되, 만약 정책을 도입함에 있어 조세효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학문적인 의의

율성 저감이라는 추가적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외에도 향후 우리나라 세제개편과 관련된 중요한 정

과세대상 재화의 지출탄력성을 함께 고려함이 바람

책적 시사점을 담고 있다고 평가된다.

직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환
경세 정책은 여러모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오염발생재화, 즉 잠재
적 환경세 부과대상 재화들은 지출탄력성이 일반재
화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환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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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제의 변화와 기업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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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법인세제의 변화를 고려한 이른바 조세조정Q를 계산하고 이를
이용하여 한국 상장제조기업의 q투자함수를 추정하였다. 조세조정Q를 두 부분으
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q부분보다 조세부분의 추정계수가 비교적 큰 값으로 추
정되어 조세정책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석결과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제의 조정이 유효한 정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는가를 먼저 분석한 후에 조세조정Q를 토빈q항과
조세효과항으로 분해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그동안 축적된 분석기법 등을 우리나
라 데이터에 적용하여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유효
성을 평가해 보려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먼

2. 연구내용

저 연도별 조세정책의 변화를 측정하여 이것을 반
영한 기업투자모형을 통계적으로 추정함으로써 정

우선 실증적인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

책효과를 실증해 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

다. 첫째로 조세조정Q는 1985~2004년간 상당한

법인세제의 변화를 고려한 이른바 조세조정Q를

변화가 있음을 보여준다. 전체기간에 Q는 1.67을

계산하고 이를 이용하여 한국 상장제조기업의 q투

나타내고 있다. 조세조정Q는 조세미조정q-1에 비

자함수를 추정하였다. 여기서 얻은 실증적 추정결

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조세감

과를 토대로 현재의 법인세제 상의 유인제도의 실

면, 법인세율 등 조세유인이 Q의 수준증가에 많은

효성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책대안

영향을 준 것을 나타낸다. 조세조정Q는 1994년에

들을 논의하였다. 1985~2004년간의 상장제조기

정점을 보이다가 그 이후 급속한 감소 추세를 나타

업 자료를 이용하여 조세조정Q가 기업투자에 어

내었다. 우리나라 금융위기는 1997년 이후 시작되

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실증 분석하였다. 조세조정

었지만 그 이전부터 시장에서의 기업가치의 저하

Q와 현금흐름 변수가 기업투자에 어떤 영향을 주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으로 경제의 실물적인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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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미 1994년 이래로 계속 악화되고 있었다는

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기업의 현금흐름 항

것을 보여준다. 1999년 이후 토빈 Q의 급속한 하

은 통계적으로 비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

락 추세는 기업부채의 감소에 따른 부채의 시장가

면에 독립기업은 뚜렷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치의 하락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 양의 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재벌기업은 자금제약을 받고 있지 않으나 독

둘째로 조세조정Q를 기업투자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포함하여 GMM추정법으로 추정한 결과,

립기업의 경우 자금제약이 있어서 투자에 제약이
따른다는 것을 나타낸다.

Q의 추정계수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세조정Q를 사용한 추정치는 대

다섯째로 전체표본에 대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체적으로 0.18정도로 나타나고 있고 통계적인 유

조세항의 추정계수는 단지 조세조정Q만을 사용하

의성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조세조정Q를 포

여 분석했을 경우보다 추정계수가 상당히 큰 것으

함하는 투자함수를 추정한 경과에서도 현금흐름

로 나타났다. 조세조정Q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분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석한 결과 q부분보다 조세부분의 추정계수가 비교

현금흐름 변수(CF_K)의 추정계수는 통계적으로

적 큰 값으로 추정되어 조세정책이 투자에 미치는

유의한 0.0236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영향의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효과를 나

투자결정을 할 때에 여전히 많은 현금흐름의 제약

타내는 항의 경우 절대값으로 볼 때 0.63을 나타

을 받고 있는 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내었다. 중소규모기업과 대규모기업으로 구분하여
조세효과를 분석한 결과 중소규모기업의 조세효과

셋째로 대규모기업과 중소규모기업의 경우 모두

항은 절대값으로 보면 0.65, 대규모기업의 경우는

조세조정Q는 투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

0.45로 나타났다. 또한 조세효과를 재벌기업과 독

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대규모기업에 비해

립기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재벌기업의

서 중소규모기업이 조세조정Q가 더 큰 값을 갖고

경우 조세효과항은 절대값으로 볼 때 0.57인 반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금흐름의 추정계수는

에 독립기업의 조세효과항은 0.77로 나타나고 있

통계적으로 유의한 계수로 나타나고 있다. 대규모

다. 조세효과항은 재벌기업에 비해 독립기업의 경

기업에 비해 중소규모기업이 약간 큰 추정계수를

우가 매우 큰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독립기업의

나타내어 기업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자금제약이

조세효과가 재벌기업의 그것보다 더 큰 것으로 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크기의 차이는 크지

석되고 있다. 이것은 조세감면이나 법인세율의 인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 등의 효과가 재벌기업보다는 독립기업에 더 민
감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넷째로 재벌기업과 독립기업으로 구분하여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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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Q, 현금흐름 및 투자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

이 같은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을 시도한다. 재벌기업의 조세조정Q는 0.0075로

정책적인 함축성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법인세율

나타나고 있으나 독립기업의 경우 조제조정Q는

및 조세경감정책을 포함한 법인세제의 변화가 기

0.0179로 나타났다. 독립기업의 조세조정Q가 재

업의 투자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벌기업의 조세조정Q보다 통계적으로 매우 큰 값

타나고 있다. 우선 기업투자는 조세정책에 의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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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히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

3. 평가

주고 있다. 이 같은 분석결과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제의 조정이 유효한 정책일 수 있음을

기존의 법인세제와 기업투자에 관한 연구는 거

보여준다. 법인세율을 낮추는 정책이나 투자에 들

시자료를 이용하여 법인세와 GDP간의 관계를 분

어가는 비용을 경감하는 조세정책은 기업투자를

석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 상태이며 실제 우리

활성화 하는 유효한 정책임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나라 기업자료를 이용한 미시적인 분석은 거의 이

다.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법인세제 정책은 기업투

루어지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형편이다. 그동안

자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한 각종 세제상의 유인제도

특히 대규모기업이나 재벌기업에 비해 중소규모의

(tax incentives)가 제공되어 왔지만, 이러한 혜택

기업이나 독립기업의 경우에 조세경감이나 법인세

들이 현실적으로 기업투자로 이어졌는지 또한 어

율 인하정책에 의해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음을 보

느 정도 투자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미시적인

여주었다. 중소규모기업의 투자활성화나 독립기업

자료를 이용한 실증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

의 투자확대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

번 연구는 법인세제의 변화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해서는 법인세율의 인하나 감가상각의 촉진 등 법

영향에 대한 미시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한 실증분

인세제의 변경이 유효한 정책임을 보여주는 것이

석이 거의 없는 분야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

다. 기업의 세부담 완화는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에

고, 법인세제의 변화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의

효과적이며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데 상당한 효

정도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매우

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기업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크다고 할 수 있다.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동시에 각종 투자비용
을 줄여주는 정책 등 조세체계의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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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l II 도입의 거시경제적 영향 및 대응방안

오세경(건국대)₩이건호(KDI 국제대학원)₩한광석₩허찬국

2004년 확정된 Basel II는 협약 가입 선진국을 중심으로 200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우리나라도 조속한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Basel II의 도입으로 인한
자본요구량의 변화는 은행의 기업대출금리와 기업대출의 규에 영향을 미치게 된
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를 추정하고 KERI 분기계량모형을 이용하여 기업대출
의 규모의 변화가 거시경제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기술적인 측면에서 개별국가 감독당국의 재량권이
상당부분 부여되어 있다. 현재까지 국내 감독당국

2004년 6월 최종 확정된 Basel II는 협약 가입

의 입장은 Basel II의 발효시점 초기에 국내에도

선진국을 중심으로 200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시행하고, 방법론 측면에서도 국내은행들의

국내에서도 감독당국이 전담을 구성하여 조속한

내부등급법 채택을 위한 감독노력을 경주하는 것

시행을 준비하고 은행들도 대부분 Basel II에 대비

으로 보인다.

한 신용리스크 측정시스템의 구축을 완료하고 운
영리스크 측정시스템 구축 작업의 마무리 단계에

그러나 제도 도입 및 시행의 거시경제적 영향에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내 금융권의 대비는

대한 엄밀한 검토가 없이 이러한 방향을 설정하는

Basel II가 제시하고 있는 리스크 측정 방법론의

것은 막대한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다. 현재 국

기술적인 측면에 일차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을

내은행들은 Basel II, 특히 내부등급법 시행에 대

뿐, 새로운 기준에 의한 자본규제가 실제로 국내경

비한 시스템 구축에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지

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진지한 연구가 부족한 것으

만, 실제로 이 방법론을 채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로 보인다.

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선행될 필
요가 있다.

Basel II는 자본요구량 산출기준의 세밀함과 엄
격함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측정 방법론의 선택과

160

2005년 시장경제연구백서

본 연구는 Basel II의 핵심이 금융기관의 리스크

측정을 위한 기술적 능력 제고에 있음은 부인할 수

게 변할지를 예측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Basel II

없는 사실이지만, 새로운 규제안이 국내 금융시장

가 신용등급에 따라 차별적인 위험가중치를 부여

의 자금공급 패턴을 변화시킴으로써 경제성장에

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등급별 자본요구량의 차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국가적 관점의 관

는 신용등급에 따라 차별화되는 은행의 여신공급

심에서 출발한다. Basel II의 시행으로 인한 은행

행태를 유발할 것이고, 이에 따라 거시경제에 미치

의 자기자본부담의 변화는 그 자체로서 종결되는

는 영향 또한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현상이 아니고 은행의 여신행태에 영향을 미치게

처럼 신용등급별로 자본요구량이 얼마나 변할지를

됨으로써 그 효과가 실물부문에 전이되어 나타날

예측하기 위해서는 기업여신에 대한 내부등급별

것이라는 것이다. 새로운 규제안이 실질적으로 금

익스포져 및 부도확률과 같은 은행의 내부자료가

융시장 및 경제 전반에 걸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에 이미 금융감

인가에 대한 연구가 아직까지 미흡한 상태라는 점

독원이 주도하여 Basel II의 도입으로 인한 국내은

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행의 최소자본요구량 변화를 추정한 바 있으나, 불
행히도 그 결과나 원천 자료를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 연구내용
본 연구진은 국내의 대표적인 대형시중은행으로
Basel II 도입에 따라 국내은행의 최소자본요구

부터 대기업여신과 중소기업여신에 대한 내부등급

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은행은 여신금리의 인상

별 익스포져 자료와 부도확률 자료를 얻을 수 있어

이나 저신용기업군에 대한 여신축소와 같은 형태

서 이를 토대로 Basel II 도입으로 인한 은행의 여

로 기업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을 축소시킬 것으로

신행태 변화 및 이에 따른 거시경제적 영향에 대한

예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들은 은행 이외의 대

기본적인 분석을 행할 수 있었다. 우선 해당 은행

체자금조달수단(특히 회사채)을 모색하여야 할 것

의 신용등급별 기업여신 익스포져 및 부도확률을

이지만 최근 수년간 자본시장의 기업금융 공급상

국내은행 전체의 여신에 대입하여 Basel II 도입으

황에 비추어 볼 때 일부 우량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로 인한 국내은행의 최소자본요구량변화를 계산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힘들 것이기 때문에

였으며, 기업여신에 대해 신용등급별로 자본요구

이러한 전망은 상당한 우려를 제기한다. 특히

량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살펴봄으로써 Basel II

Basel II의 ABS에 대한 비우호적 취급기준에 비

에 따라 은행의 여신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변할 것

추어 현재 회사채 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

인지를 전망하고자 하였다.

고 있는 ABS시장의 위축 또한 크게 우려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규제의 도입으로 인한 자본요구량의 변
화는 은행의 여신업무와 관련된 규제비용의 변화

따라서 Basel II 도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를 초래하게 되며, 이러한 변화는 은행의 여신행태

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은행의 전체 자본요구량 변

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 시점에서 일반적인

화를 전망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용등급

예상은 Basel II의 도입은 은행의 자본요구량을 증

별로 기업여신에 대한 은행의 자본요구량이 어떻

대시킴으로써 기업대출에 보다 소극적인 행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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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할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새로운 규제의 도

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계량적 결론을 그대로 받아

입이 기업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축시키게 되

들이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지나친 낙관

는 경우 궁극적으로 투자위축 및 이로 인한 성장률

론이 될 수도 있다.

하락을 불가피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본 연
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이러한 여신행태의 변

첫째, Basel II는 단순히 신용리스크의 산출방식

화를 살펴본다. 첫째는 은행이 이러한 규제비용의

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며, 새로이 운영리스크

변화를 가격으로 전이시키는 경우이다. 즉 은행들

에 대한 자기자본의 보유를 요구한다. 따라서 운영

이 Basel II의 도입으로 인한 규제비용의 변화를

리스크의 추가는 Basel II 시행에 따른 신용리스크

대출금리에 전가함으로써 이전과 동일한 위험조정

자기자본부담의 완화를 상당부분 상쇄할 가능성이

수익률을 유지하려 한다는 전제하에 Basel II의 기

있다.

업대출금리에 대한 영향을 추정한다. 둘째는 은행

둘째, 본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Basel II의

이 새로운 규제의 도입으로 인한 규제비용의 변화

시행은 대기업 대출의 위축을 불가피하게 할 것이

를 여신포트폴리오의 재편을 통해 자체적으로 흡

며, 새 규제안의 긍정적인 효과는 소매금융으로 분

수하는 경우이다. 즉 은행이 여신금리를 변화시키

류되어 위험가중치 계산에서 유리한 취급을 받게

는 대신 규제비용이 증가하는 여신을 축소하고 규

되는 중소기업대출 및 가계대출의 증대에 전적으

제비용이 감소하는 여신을 확대함으로써 규제비용

로 기인한다. 그러나 현재 국내 금융권의 상황은

의 실질적인 부담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한다는

사실상 중소기업대출 및 가계대출이 포화상태에

전제하에 기업대출의 규모 변화를 추정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이 부문의 대출이 본 연구에서

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기업대출의 규모가 변화

예상하는 바와 같이 비약적으로 증대할 것이라고

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량적 모형을

는 기대하기 어렵다.

사용하여 거시경제에 대한 영향을 추가적으로 분
석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 사용된 국내기업의 신용등급별
부도확률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산출되었을 가능
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Basel II의 신용리스크 산
출방식은 이러한 낮은 부도율은 은행의 경제적 자

3. 평가

기자본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의 규제자본만
을 요구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은행들이 예상외 손

본 연구의 결과는 당초 연구에 착수할 시점의 예
상과는 크게 다르게 나타났다. 즉, 신용리스크만을

실에 적절히 대비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비교하였을 때 Basel II의 도입이 은행의 자기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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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량을 증대시키는 경우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

이렇게 볼 때 금융정책을 주관하는 정부 당국은

해 소매금융의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 국한

새로운 규제안의 도입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되며, 이 경우에도 기업부문의 투자위축에도 불구

Basel II의 도입이 국내 금융권 및 실물경제에 미

하고 가계대출의 확대로 인하여 거시경제에는 오

칠 영향이 너무나도 불확실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

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되었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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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법 개정안의 문제점
│주│제│별│연구과제│

이태규₩김현종

본 보고서는 금산법 24조에서 규정한 소유한도 초과분에 대한 강제처분을 주 내
용으로 하는 금산법 개정안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로 위헌의 소지가 상당하므로 재고되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본 보고
서는 금산법과 같은 직접적 규제보다는 기업 내₩외부 견제시스템과 시장규율을
통해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감시₩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본 보고서는 금산법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소유

본 보고서는 금산법 제24조 자체도 중복₩과잉규

한도 초과분에 대한 강제매각은 진정소급입법에

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즉 금₩산 결합으로 발

해당되어 재산권 침해에 따른 위헌이며 대법원 판

생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안정성 저해, 불

례에 따르면 금산법 제24조의 법적 성격은 단속규

공정 경쟁 등의 부작용은 기존의 금융관련법 및 공

정이기 때문에 규정위반을 이유로 주식의 효력을

정거래법에서도 규율하고 있으므로 금산법을 통한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본 보고서

추가적 규제는 중복₩과잉규제라는 것이다. 한편

는 금산법 제24조의 단속규정으로서의 신뢰가 상

금산법 제24조는 규율대상 금융기관으로 거의 모

당기간에 걸쳐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호

든 금융관련 회사를 포함하고 있어 금융업종의 성

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한도초

격에 따라 규제의 성격을 달리하는 금융규제의 기

과 주식에 대한 강제매각은 금융회사 및 주주의 피

본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개별 금융기

해를 최소화하면서 계열지배를 막기 위한 적정한

관의 특성을 고려한 금융관련법 상의 자산운용규

방법이 아니며 의결권 제한으로도 정책적 목적을

제 등이 금산법에 의해 무력화되는 현상을 초래되

달성할 수 있으므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고 있다.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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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 금산법 개정으로 인한 부작용으로는 우

본 보고서는 금산법과 같은 직접규제를 통해 인

선, 순환출자 구조가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이 존재

위적으로 지배구조를 변형시키기보다는 기업 내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대기업집단 지배구조는 정

₩외부 견제시스템과 시장규율을 통해 기업의 지배

부의 정책 및 지배구조 규제의 변화에 순응하면서

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변화₩발전되어 온 경로의존적(path dependent)

다. 본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에도 증권집단소송제

산물이다. 상호출자 전면금지, 지주회사 설립 금

도, 주식매수청구권, 공시제도, 사외이사 및 감사

지, 출자총액제한제도, 부채비율 200% 규제 등으

위원회 등의 현존하는 제도가 기업 지배구조에 대

로 이어지는 정책변화에 따라 기업의 지배구조도

한 견제장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이

이에 순응하면서 변화되어 왔으며 현재의 순환출

들 제도의 효율적 작동을 담보하는 역할에 초점을

자구조도 이러한 정책변화의 산물이라는 것이 본

맞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계열사를 통한 부당

보고서의 판단이다. 따라서 금산법 개정을 통하여

한 지원 등 부당 내부거래가 우려되는 것은 금융시

주식강제매각이 이루어질 경우 대기업 집단은 이

장에 대한 경쟁압력이 낮은 것이 원인이므로 금융

같은 변화에 적응하면서 동시에 경영권 확보를 위

시장에 대한 진입규제, 가격규제, 여신규제 등의

하여 다른 형태의 지배구조로 변화될 것이며 기업

규제완화를 통하여 경쟁촉진을 유도해야 한다고

간 출자관계가 오히려 더욱 복잡한 형태로 변형될

보고서는 제안하고 있다.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편 자본시장의 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증권,

3. 평가

투신 등의 금융계열사를 합병하여 종합투자금융회
사로의 변화가 필요하나, 금산법에 의해 각각의 금

본 보고서는 금산법 개정안을 둘러싼 최근의 논

융계열사가 보유할 수 있는 계열회사 지분이 기업

의들을 금융산업의 효율성과 건전성 측면에서 보

합병으로 급감하게 되어 지배구조의 약화로 이어

는 한편 기업지배구조 차원에서 경영권 보호 등의

질 가능성이 있어 이와 같은 국내기업은 금산법의

문제를 시의성을 가지고 다루었다. 또한 향후 금산

적용을 받는 반면, 외국계 기업은 이러한 규제에

법과 같은 직접적이고 인위적인 규제보다는 현존

직면하지 않아 금산법은 국내기업이 적대적 M&A

하는 관련 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

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는데 있어서 역차별적인

조성에 정책적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금융시장의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외국사모펀드의 국내

체질 역시 경쟁력을 통해 향상되도록 유도해야 한

대기업에 대한 경영권 위협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된

지배력 약화는 경영환경을 매우 불확실하게 만들

다.

어 기업입장에서는 보수적 경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본 보고서는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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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보유세 부담수준 분석
│주│제│별│연구과제│

최명근(강남대)₩김상겸

본 보고서에서는 2006년부터 개정될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수준을 재산보유액
별, 평가시기별로 분석해 보았다. 세부담수준은 재산보유액이 증가하고, 평가시
기가 지연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우에 따라 세부담수준이 과중해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핵심 정책으로 마련된

현재의 우리나라 부동산보유 관련 보유세는 지

종합부동산세제 개편방안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

방세인 재산세(주택분+토지분)와 국세로 고액보

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세부담 합리화를

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주택분+토지분)

목적으로 새로 도입된 조세이지만, 아직 본격적으

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각 세목에 추가적으로 부

로 부과되기도 전에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과되는 부가과세들까지 합하면 총 6개의 세목으

정책의 신뢰도 저하의 문제는 물론 국민들의 세부

로 본세에 부가과세되는 세액을 모두 합하면 세부

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담이 현격히 커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이러한 사회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세부담수준에

지방분 재산세에는 본세인 재산세 외에도 지방교

대한 구체적이고도 친절한 분석은 실제로 부재하

육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이 부가과세되고

였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2006년 개정될 예정

있으며, 이는 주택과 토지에 공히 부과되고 있다.

인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따라 세부담수준을 분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종합부동산세 역시 본

석해 보았다.

세인 종합부동산세 외에도 농어촌특별세가 부가
과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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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세목들을 종합한 세부담 수준을 분석한

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재산보유가액이 증가할수

결과, 전반적으로 부동산 보유세부담이 급격히 증

록, 평가시점이 늦추어질수록 더욱 증폭되는 추세

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효부담률(세금부

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부

담액/보유자산가치) 수준은 재산보유가액과 재산

동산가격이 현재 시점으로 고정되었음을 전제로

의 구성(주택, 토지) 그리고 평가시점에 따라 상이

한 것이므로 향후 부동산가격 인상이 발생하는 경

하게 나타나지만, 전반적으로는 높은 수준이라 평

우 더욱 심화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할 수 있으며, 특히 재산보유액이 높아지는 경우
실효부담률은 정부가 밝힌 목표수준인 실효부담률
1% 수준을 훨씬 상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평가

예컨대 부동산 보유가액 총합이 30억인 가구의 경
우 실효세 부담률은 2007년부터 1%를 넘어서며

적정 보유세부담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재산보유액이 커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실효부

할 것이지만, 흔히 거론되는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담률은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

실효부담률을 우리나라와 단순비교하는 것은 무의

한 분석은 부동산가격이 현재시점에서 고정되었다

미하다 할 수 있다. 실제로 보유세는 지방정부가

는 가정을 적용하고 있는 분석이므로, 부동산가격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각종 행정서비스의 대가라

이 인상되는 경우 실효부담률은 더욱 높아질 수 있

는 개념으로 이해됨이 바람직한데, 이에 대한 인식

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재산보유액별 분포자료가

은 부재한 채 막연히 실효세율부담이 낮다고만 주

없는 상황에서 정확한 평균실효부담 수준을 추정

장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또한 기대수익대비

하기는 어려웠으며, 따라서 정부가 밝힌 평균실효

부담수준에 대해서는 해외의 판례를 참고함이 바

부담률 1%에 대한 확인은 불가능하였다.

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순부유세(net wealth tax)
에 대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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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고서에서는 부동산 보유에서 발생할 수

부동산은 그 특유의 공공성이 인정되므로 정부가

있는 기대소득(임대소득 또는 귀속임대소득, 또는

세금의 명목으로 발생수익을 취할 수는 있으나, 그

자본이윤)과 여기에서 발생하는 세금부담도 분석

렇다고 하더라도 세금이 발생수익의 절반이상을

해 보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보유가액 총

차지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판시한바

합이 30억인 가구의 경우 보유관련 세금이 기대소

있다. 이를 반액과세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득의 반 이상(2008년)을 차지할 것으로 분석되어

판례를 참고하여 세부담수준에 대한 보다 진지한

세부담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나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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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된 거시경제환경 조성

- KERI 2005 한국경제 분기 거시모형
- 한국 제조업의 집적과 지역화 1909~2003
-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주│제│별│연구과제│

KERI 2005 한국경제 분기 거시모형

허찬국₩김창배₩이연호(충북대)

KERI 2005 모형은 1990년대, 특히 1997년 외환위기 발생 이후에 나타난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변화와 경제주체들의 행태변화를 반영하도록 개발되었으며 분
기별 경제예측과 다양한 정책효과를 분석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아 새로 보완하고 추정하는 것은 일종의 선형추세
단절(linear trend break) 형태의 구조변화를 가

1997~98년의 외환위기와 충격으로 우리경제의
모습은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크게 달라졌다. 대표

정하고 단절(break) 발생에 따른 모형의 설명력
유지를 위한 노력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적인 것이 성장률의 저하 추세이며 수출의 중요도
증대, 내수 부진 등도 외환위기 이후 가시화된 변

기존 모형은 여러 차례에 걸친 수정작업의 결과

화들이다. 경기순환의 특징도 달라졌다. 이런 변화

로 모형설정이 세분화되고 개별 방정식과 전체 모

들은 외환위기의 충격이 영구적 성격이라고 보아

형의 설명력이 개선되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지역

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아무튼 이런 상황의

별₩품목별 수출입의 구조변화와 중국경제의 부상,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면 거시모형자체의

자유변동환율제도로의 이행, 통화정책 운용방식의

효용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변경 등 최근의 구조변화 모습은 반영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거시모형은 변화된 여건과 구조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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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0년대, 특히 1997년 외환위기 발

반영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진 작업이다. 그 동안 한

생 이후에 나타난 우리경제의 대내외 여건변화와

국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왔다고 여겨지는 분

경제주체들의 행태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KERI

기점인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간의 데이터가

1997년 모형을 수정₩보완하였다. 거시모형을 주기

7~8년간에 걸쳐 생성됨에 따라 이를 활용하여 새

적으로, 혹은 특정 거시경제적 충격 시점을 기준삼

로운 경제 구조를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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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거시모형을 재추정하는 것

터 2004년 4/4분기까지 5년에 걸쳐 실시한 결과

은 의미가 크다.

본 모형은 주요 내생변수에 대한 실적치를 비교적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 정책변수와 해외변수들을 2000년

2. 연구내용

1/4분기부터 2004년 4/4분기까지 5년 동안 계속
실제 값보다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경우에 GDP,

본 모형의 구조는 36개의 행태방정식과 13개의

물가, 경상수지 등 주요 경제변수들이 시차별로 어

정의식으로 구성된 연립방정식 시스템으로 되어

떻게 반응하는지 정책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있으며 내생변수 49개와 외생변수 27개 및 더미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정책 시뮬레이션은 법인세율

변수들이 시스템에 들어있다. 전체 시스템은 최종

1%p인하, 경상지출 1조원 증가, 자본지출 1조원

수요부문, 노동 및 공급부문, 물가 및 임금부문, 재

증가, 콜금리 0.25%p 인하, 위안화 10%절상, 엔

정부문, 통화₩금융부문, 대외거래부문 등 6개 부문

화 5%절상, 미국금리 0.25%p인상, 유가 1%상승

으로 구성되어진다. 개별 방정식의 추정기간은 대

등 8가지이다.

부분 1990년 1분기부터 2004년 4분기이다. 본 거
시경제모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이 같은 정책시뮬레이션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첫째, 소득세, 법인세, 투자세액공제 등의 조세

있다. 첫째, 최근 극심한 투자부진에 대한 대응책

정책이 민간소비와 투자 등을 통하여 실물경제와

으로 법인세율 인하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는 점이

금융부문으로 파급되는 경로와 그 효과를 추정할

다. 본 모형을 이용한 정책 시뮬레이션 결과, 법인

수 있게 하였다. 둘째, 정부지출을 경상지출과 자

세율 1%p인하는 설비투자의 증가를 통해 실질

본지출로 구분하여 민간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차

GDP를 최대 0.36%높이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별화하여 추정할 수 있게 하였다. 셋째, 1998년 9

이다. 둘째, 재정지출의 경우, 경상지출보다는 자

월 이후 통화정책이 통화량 중심에서 콜금리 중심

본지출의 효과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으

으로 운용방식이 변경된 점을 고려하여 콜금리가

로 볼 때, 향후 재정지출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금리를 통해 실물과 금융 부문에 미치는 파급

서는 일시적인 경기부양 항목보다는 성장잠재력

효과를 추정할 수 있게 하였다. 넷째, 대외부문에

확충 등에 도움을 주는 연구개발투자나 SOC투자

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 경제에 점점

등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셋

더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경제 변수를

째, 정책모의실험 결과, 콜금리 0.25%p 인하는 실

포함시킴으로써 중국 성장률 혹은 위안화 환율 변

질 GDP를 약 0.08~0.12%, 소비자물가를 약

동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할 수 있게

0.01~0.08%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하였다.

볼 때, 최근과 같이 경기회복이 불투명한 상황에
서 콜금리인상은 자칫 경기침체를 심화시킬 수 있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역사적 시뮬레

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위안

이션을 실시하였다. GDP, 소비자 물가지수, 경상

화 절상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에 불리하게

수지 등 모든 내생 변수에 대해 2000년 1/4분기부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추가적인 위안화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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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따른 수출둔화에 대한 대응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자본수지를 형태별로 세분하고, 또한 유출
과 유입을 구분하여 추정함으로써 국내외 금융시
장과 실물부문과의 연계성을 좀 더 정교하게 분석

3. 평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모형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개별 방정식의 추정 결과와 역사적 모의실험 및

셋째로 본 모형의 개별방정식의 추정에 있어 통

정책모의실험 결과들을 통하여 살펴볼 때, 본고의

상 최소자승법을 주로 이용함으로써 불안정한 변

거시경제모형은 정책효과의 분석과 경제예측 목적

수들 간의 공적분 관계나 오차수정모형을 고려하

을 수행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

지 못하였다. 오차수정모형이 이론적으로는 예측

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모형에는 향후에 개

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구조변화가

선해야 할 점이 몇 가지 남아있다.

급격히 일어나고 표본 수가 제한되어 있는 거시모
형에서도 예측력을 향상시키는지는 아직 미지수이

첫째, 개별방정식의 추정결과가 전반적으로는

며 이에 대한 좀 더 세밀한 분석이 요망된다.

이론적으로나 통계적으로 적합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몇몇 방정식의 경우에는 동태적 시뮬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새로운 자료와 정보 등이

이션의 추정결과를 더욱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를

업데이트 되는대로 모형을 재추정하여 모형의 설

들어 설비투자와 상품수출₩입의 경우 RMSE%가

명력과 예측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작업

다른 변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들 방정식들을 보다 정교하게 설정하여 모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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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조업의 집적과 지역화 1909~2003
│주│제│별│연구과제│

추세의 분석과 정책적 함의

이 윤(시립인천전문대)₩구자형(미국 달라스연방준비은행)

한국 제조업의 지역특화도는 미국의 경험과 마찬가지로 식민지기 초기에 약간 하
강하다가 한국전쟁 이래 상승하여 1980년대 중반 정점에 다다른 후 하강한다.
이 역시 수송비 하락에 의하여 주로 설명될 수 있다. 특화도의 동태적 분석은 한
국 제조업의 이동성이 작지 않았음을 보인다. 따라서 현재 제조업의 지역적 분포
는 역사적 우연이나 의도된 정책의 결과가 아니라 시장균형의 산물임을 알 수 있
다. 지난 1세기 동안 기업 입지에서 정부의 개입을 정당화할 만한 시장의 실패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제조업의 지역적 집적이 가져오는 외부성이 산업의 재배치에
따른 비용을 정당화할 정도로 크지 않았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이것은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이 시장 상황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 연구는 식민지 기부터 최근까지 한국에서 경
제활동의 공간적 배치가 변해온 장기 추세를 정리

아울러 참여정부 출범이후 수도권 집중의 현실

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의 제조업이 특정 지역

과 그 영향, 지역클러스터의 창출이 가지는 경제적

에 모이고(집적, agglomeration), 특정 산업이 특

효과에 관해 근거가 미약한 논란이 계속되었다. 본

정 지역에 모이는(특화, specialization) 현상을 분

연구에서는 제조업의 집적과 지역화에 관한 장기

석함으로써 한국에서 장기간에 걸친 산업의 지역

시계열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이들 정책이 근거로

적 분포를 가져온 주요한 원인들을 교통지리학과

삼는 가정들의 현실적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국제무역이론의 관점에서 밝혀내고자 한다. 사적
소유권과 기업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체제에서,
기업은 생산여건과 시장여건을 고려하여 이익을

2. 연구내용

극대화할 수 있는 곳에 입지한다. 따라서 산업이
집적되거나 특화(지역화)되는 현상은 기업이 당면

이 연구는 한국이 경험한 자본주의적 생산의 전

한 생산성과 생산물의 질을 결정하는 기술적 조건,

기간 동안 일어난 제조업의 지역적 분포와 특화 추

그리고 생산요소를 구매하고 생산된 제품을 판매

세를 수송망체계의 건설과 수송비용의 하락을 중

하기 위한 시장조건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심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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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는 식민지기를 거치면서 지역적으로 분

이론에 의해서 가장 잘 설명된다. 공업화의 초기단

할된 소농 중심의 경제에서 시장이 통합된 국민경

계부터 1980년대 초까지 규모의 경제를 이용하기

제로 탈바꿈하였다. 국민경제 형성에는 식민지 모

위하여 공장의 규모가 커졌고, 그에 따라 지역화

국에 의해서 설치된 철도 등 수송망체계가 결정적

현상도 심화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 공장규모가 지

인 역할을 하였다. 수송망체계의 발전은 수송비용

속적으로 감소해 오고 있고 지역화 현상도 지속적

의 하락을 수반하였다.

으로 완화되어 가고 있다. 주력산업의 변화, 기술
발전 및 수송비의 지속적 하락이 규모의 경제를 저

한국 제조업 고용의 지역적 분포는 공업화가 크

하시킨 것으로 보인다.

게 진전된 1930년대 이래, 한국전쟁의 심각한 파
괴에서 회복되지 못했던 1950년대와 1960년대 초

지역특화도의 동태적 분석을 통해서 평균에 수

를 제외하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서울

렴하는 요인이 해방 후 특화도의 추세 변화를 주

및 경기도의 제조업 고용비중은 총고용의 47±5%

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분석 역시 한국 제

범위 내에서 머물렀다. 이 연구는 제조업 고용의

조업의 지역특화 추세가 수송비의 감소에 의해서

지역적 분포의 기본 구조가 식민지 이전 시기부터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지역특화

건설되기 시작한 경부선철도를 중심으로 한 수송

도의 동태적 분석은 식민지기 산업의 이동이 그

망체계에 의하여 설정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체계

후보다 더 역동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식

는 한국전쟁 이후 고도성장 과정에서 유지되고 강

민지기의 산업 이동에 관한 단정적 해석을 유보하

화되었다. 제조업 전체의 지역별 고용 분포는

더라도, 이는 한국 제조업이 지난 1세기 동안 부단

1930년대와 유사하지만, 인구를 감안한 한국 제조

히 진입₩퇴출₩이동해 온 변화의 폭을 알려주는 데

업의 지역별 집적도는 한국전쟁의 회복기를 제외

부족함이 없다. 한국 제조업의 지리적 분포는 현

하면, 20세기 전반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실 조건에 기업이 반응하여 나타난 시장균형의 결

왔다. 이 경향은 식민지기에는 지방경제의 발전에

과이다.

의해서 그리고 해방 후에는 수도권으로의 인구이
동에 의해서 주도되었다.

3. 평가
식민지기 한국 제조업의 지역특화도는 1920년
대 이후 경미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띠었으나 해방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시사점을 얻

후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80년대 중반을 정

을 수 있다. 먼저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계획이

점으로 하락한다. 이 연구는 지역특화도의 장기적

전제로 하고 있는 수도권 과밀화에 의한 경제효율

추세의 많은 부분이 수송비용의 감소에 의해서 설

의 감소와 클러스터 육성에 의한 성장 가능성이 한

명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추세는 경제발전의

국경제의 실상에 부합하지 않으며 정부가 제조업

수준을 고려할 경우, Kim(1995)이 보고한 미국의

의 공간적 재배치를 꾀할 경우 이는 지역 선택의

역사적 경험과 거의 일치한다.

왜곡을 가져오며, 개방경제 하에서 산업입지에 관
한 정부의 간섭은 외국으로 산업의 재배치를 촉진

제조업의 지역화 현상은 규모의 경제에 기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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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우려가 있다.

한편, 수도권 인구 집중에 대해 이는 제조업이

따라서 보고서는 호남권의 낙후된 수송망체계를

아닌 서비스업의 집중에 기인한 문제이므로 제조

고속철도 건설 등을 통하여 경부선축 수준으로 확충

업의 재배치를 통하여 해결할 수 없어 보인다. 호

하고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분권

남권의 경우 제조업 집적도가 다른 지역과는 달리

화정책이 시장친화적이며 바람직하다고 피력하고

식민지시대보다 크게 낮은데 이것은 1980년 이전

있다. 수송 인프라가 경쟁력을 갖고 지역 내의 자율

의 정치적 지형과 경부선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성이 보장되면, 지역은 후발자의 이익을 누리며 제

낙후된 수송망 체계에 기인한다. 이는 또한 현재

조업 집적도는 무리 없이 전국 평균에 수렴하게 될

호남권이 소비시장, 기술인력, 금융 인프라, 그리

것이다.

고 특정 제조업의 전통 등 제조업 발전에 필요한
요소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불리하다는 것을 나
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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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허찬국₩배상근₩이태규₩송정석₩김창배

수출증가세가 둔화되면서 2005년 성장률(4.1%)은 2004년에 비해 낮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2005년 상반기 중의 저조한 경기지표를 반영하여 2005년 성장률
을 4.1%에서 3.8%로 하향조정하였다. 2006년에는 내수회복세에 힘입어 약
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내년에 예상되는 약 5%의 성장
률은 산출량 갭, 체감경기부진, 양극화 그리고 재정악화 등을 감안할 때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국내외 경제동향과 현안에 대한 심층 분석을 바
탕으로 향후 경제의 흐름을 정확히 예측함으로써

2. 연구내용
매분기마다 발간되는 보고서로서 주요내용은 다
음과 같다.

기업의 대응전략 마련을 용이하게 하고 경제정책
당국에 바람직한 운영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2005년 4월호(통권 제15-1호)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실물경제, 금융시장여건, 해

금년 성장률은 수출증가세 둔화로 작년(4.6%)보

외경제 부분 등에 대해 심도있는 분석과 예측은 자

다 낮은 4.1%에 그치겠으나 내수회복세는 점진적

체 경제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본원의 대부

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소비자 기대

분 회원사들에게 직접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

지수 등 민간소비와 관련이 높은 지수들과의 관계

하는 데 의의가 있으며 정책방향 제시는 본원이 민

를 분석한 결과, 2/4분기 이후 민간소비 회복 가능

간의 시각을 대변하는 종합연구소로서의 위상을

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유가, 세계교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역량 위축, 그리고 환율절상의 가속화 등은 우리경
제 회복에 부담요인이 될 수 있다.
수출은 2004년 30%에 가까운 높은 증가세에 기
인한 상대적 증가율 감소, 세계경제 회복세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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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불안 등으로 증가율 하락추세가 지속될 것으

여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로 예상된다. 한편, 2년 넘게 하락세를 보인 민간
소비는 점진적이나마 누적되어 온 고용상황의 개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일본식 장기불황의 가

선, 가계신용위기 진정과 정부의 내수 부양책 등으

능성은 한국과 일본의 경제구조차이로 볼 때 크지

로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설비투자도 그 동안의 수

않다. 하지만 내수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외여

출호조에 따른 투자압력 누적, 제조업분야 기업들

건이 크게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장기불황 진

의 재무상태 개선 등으로 7%대의 증가세를 보일

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장기불황의 가능성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수지 흑자는 2005년 약 193

을 불식시키기 위한 최우선 정책과제는 투자활성

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원달러 환율은

화다. 기업도시 건설, 대규모 위락시설 건설 등과

1,010원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물가

같은 대형 투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는 대형

상승률은 총수요안정, 환율하락 등으로 연평균

외자유치 혹은 사업추진 능력이 있는 국내 대기업

3.2%로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다.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분야에 대한 각종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기업간 필요자원 및 경영전

경제심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책 일관성의
확보, 법치주의 확립 등이 필요하며 특히 고소득층

문성이 자유롭게 이동되도록 해야 이러한 대형투
자가 가능하다.

을 경원시하는 사회분위기는 경제 활력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경계해야 한다. 재정

경제상황 안정화를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 확

의 확장적 기조를 유지하고 저금리기조 변동에 신

보 및 유효성 증진, 추경편성과 감세를 고려하는

중을 기하는 등 일관성 있는 정책조합의 추진이 필

적극적인 재정정책, 저금리기조 유지, 노사간 및

요하다. 환율정책의 경우, 직접적인 외환시장개입

대중소기업간의 동반자적 협력, 그리고 공급증대

보다는 외채상환 규모나 시기를 조절하는 등의 간

를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 등이 필요하다.

접적인 방법이 더 바람직하다.
2004년 9월호(통권 제15-3호)
2005년 6월호(통권 제15-2호)

하반기 우리 경제는 투자 회복세 약화에도 불구
하고 민간소비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수출증가세

우리 경제가 소비 등 내수회복세에 힘입어 올 하
반기 4.5%(2005년 전체로는 3.8%) 그리고 내년에
는 4.9%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둔화가 예상보다 크지 않아 상반기(3.2%)보다 높
은 5.0%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소비는 가계부채의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
리되고 있고 취업자수가 증가하면서 올 하반기 4%

현재의 경기는 회복국면이라고 판단된다. 1분기

대 그리고 내년에는 5%대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성장률의 둔화는 재고변동에 따른 일회성 불규칙

예상된다. 설비투자의 경우, 올 하반기에는 성장률

요인에 의한 것이며 4월 이후의 도소매판매 증가

을 소폭 상회하는 정도의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겠

율 증가, 건설투자 감소 폭 축소, 서비스업 생산 확

으나 내년에는 7%대의 빠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대 등 내수회복이 하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이

전망된다. 하지만 건설투자는 부동산 종합대책 등

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내수의 성장기

으로 둔화추세가 빨라지면서 2~3% 정도의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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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증가세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2005년 12월호(통권 제15-4호)

내년에 예상되는 약 5%의 성장률은 산출량 갭,
수출은 고유가, 원화절상 그리고 미국과 중국경
제의 소폭 둔화 등으로 증가율이 하락하겠으나

체감경기부진, 양극화 그리고 재정악화 등을 고려
할 때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2006년 8.8%의 비교적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수지는 수입증가율이 수출

우선 지난 3년(2003~2005년)간의 경기부진으

증가율을 지속적으로 상회할 것으로 보여 흑자규

로 실제GDP가 잠재GDP를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

모가 지난 해 276억 달러에서 올 해 163억 달러

어서 내년에 5%의 성장을 한다 해도 실제GDP와

그리고 내년에는 54억 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

잠재GDP의 괴리는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내년의

된다.

실제GDP가 잠재GDP수준으로 복귀하려면 적어도
6.8%의 성장이 필요하다. 교역조건의 악화로 5%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내년에는 내수회복세에 따

의 성장이 5%의 소득으로 연결되지 않는 현실도

른 총수요압력으로 상반기 2.6%, 하반기 3.0%의

5%성장이 미흡한 이유이다. 또한 우리 경제에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시장금리(3

우려되고 있는 양극화의 현상도 일부 구조적인 측

년 만기 회사채수익률 기준)는 경기회복세의 영향

면이 있으나 성장침체에 따른 고용부진이 소득 양

으로 올 하반기 4.8%에서 내년에는 연간 5%대로

극화의 더 근본적인 원인이다. 따라서 정부가 양극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원화환율은 완만한 절

화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 분배개선에 나서야 한다

상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는 논리는 잘못된 것이며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
한 해결만이 근본적이며 지속가능한 해결책이다.

우리 경제에 지난 3년간 負(-)의 산출량 갭이 누
적되어 온 점을 감안하면 5%대 이상의 성장이 상

한편 예견되는 세수부족과 재정수요의 증대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가능한 빠른 성장이 필요하다.

당기간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단기적으

현재의 회복세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로 현 거시경제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

정책과제로 첫째,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통해

직하다. 이러한 논리는 금리정책뿐 아니라 재정정

다양한 조건과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인적자

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원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둘째, 기업투자환경의 개
선을 통해 물적자본의 투자를 활성화하여 획기적

중장기적으로는 기술개발, 기업 투자환경 개선

인 생산성 증대를 이루어야 한다. 정부는 국민경제

을 통한 물적자본 확충, 그리고 노동시장 유연성

전체에 파급효과가 큰 부분에 역량을 집중하고 기

개선을 통한 인적자본의 활용 등을 통해 성장잠재

업은 반기업 정서의 근거를 제공했던 과거의 관행

력을 제고해야 한다. 특히 기술개발의 성과가 경제

해소에 노력하고 주변여건과 시류에 관계없이 기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이의 실용적, 상업적 발

업의 핵심역량 강화에 매진해야 한다.

전과 광범위한 활용이 필수적이며 이는 결국 기업
활동이 얼마나 활발한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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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질서의 변화와 한국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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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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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FTA 원산지규정 연구 및 실증분석

정인교(인하대)₩조정란(일본 척식대)₩방호경(대외경제정책연구원)₩김석오(재정경제부)

최근 한국은 칠레, 싱가포르와 FTA 체결 이후 다양한 국가들과의 FTA를 추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산지규정에 관한 논의와 인식이 부족하여 이는
추후 FTA 시행에 있어 혼란과 경제적 불이익을 야기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원산
지규정의 개념과 의미를 재조명하고 현재 시행 중인 우리나라의 원산지규정의 엄
격성을 측정하고 이로부터 향후 원산지규정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지 않고 있어 기업들의 투자 및 생산방식 결정에
원산지규정은 중요 판단자료가 되지 못하고 있다.

FTA는 세계적인 대세이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본 연구는 FTA 원산지규정의 중요성을 제시함으

지역주의 추세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

로써 이에 대한 우리 업계의 인식을 제고시키게 될

히 다자주의의 발전이 지연되고 있는 현재의 국제

것이다.

경제 상황은 지역주의에 대한 의존을 부추기는 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외의존도가 70%에 달하

본 연구는 우리 산업계 및 정책담당자로 하여금

는 우리나라는 지역주의 추세에 참여해야 하며, 더

FTA 정책에 있어 원산지규정 설정의 중요성을 인

나아가 지역주의의 순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식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는 형편이다. 여기서 제대로 된 지역주의의 구축
이 관건이 될 것이며, FTA의 구성요소를 내실 있
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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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내용

많은 FTA의 경우, 관세철폐에 대한 관심이 매우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칠레 및 싱가포르와 체결

높은 반면, 원산지규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

한 FTA의 원산지규정을 상호비교분석하고, 무역

심이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는 FTA 역사가 짧아

경쟁력지수를 활용하여 향후 FTA가 채택해야 할

아직 특혜원산지규정으로 인한 통상분쟁이 발생하

원산지규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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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본 연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FTA 연구는 주로

구보고서가 그 첫 시도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

관세철폐의 효과추정, 산업별 파급효과 추정 및 대

구는 한-칠레, 한-싱가포르 FTA의 원산지규정

응방안 마련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영

내용을 정성적으로 분석하고, 원산지규정의 엄격

향은 원산지규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원산지

성을 국제적인 평가지표를 이용하여 계량적으로

규정이라는 변수를 고려하면 그 파급효과가 상당

평가하고 있다.

히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는 FTA 효과분석에 있
어서 관세양허 뿐만 아니라 원산지규정도 함께 고

보고서의 전반부는 주로 원산지규정의 구성요소

려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우리나라

에 대한 설명에 치중하고 있으며, 후반부에서는 기

FTA 정책 연구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심화시키

존 연구를 통한 엄격성지수를 한국이 체결한 FTA

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 대입함으로써 우리나라 FTA 원산지규정의 엄
격성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주요 FTA의 산업별
원산지규정을 분석₩정리하고 있다

3. 평가

본 연구보고서는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일반

원산지규정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적인 내용을 심도있게 고찰하고, 방대한 분량의 원

원산지규정에 대한 이론적 실무적 국내 문헌은 전

산지규정과 관련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원산지규정

무한 편이다. 특히 한-싱가포르 FTA 체결 당시 가

의 엄격성을 작성하였다. 특히 산업계와 정책담당

장 논란이 되었던 점이 원산지규정과 관련한 사안

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한-칠레

이었지만 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

및 한-싱가포르 FTA 협정의 내용을 분석하고, 산

언이 아니다.

업별 원산지규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산지규정에 대한 연구가 선
우리 기업들도 생산 및 투자정책에 있어 원산지

행되어야 향후 FTA 협상에서 우리가 제대로 대

규정을 중요한 판단자료로 고려해야 할 것이며, 향

처할 것이며 협상전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후 우리 정부가 체결할 FTA와 원산지규정을 염두

보인다.

에 두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생산방식
을 구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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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 원/달러 환율과
엔/달러 환율의 동조화 현상 분석
송정석

외환위기 이후 채택된 변동환율제 하에서 원/달러 환율과 엔/달러 환율의 동조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다. 그러나 소위 원-엔 동조화라고 하는 이 같은 현상이 일
어나는 배경과 함께 동조화 정도가 어떻게 변하여 왔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본 연구는 원-엔 동조화의 정도를 새로운 계량기법으로 측정하고 관련
경제변수와 원-엔 동조화 정도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원/달러 환율과 엔/달러 환율 사이의 유사한 움
직임이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된 한일 간 수출경합관

90년대 이후 진전된 자본개방화로 국내금융시

계에 기인한다는 설명은 상당한 타당성을 가지고

장에서 해외자본 거래규모가 커짐에 따라 환율에

있다. 하지만 원-엔 동조화가 장기간에 걸친 수출

대한 관심은 더욱 증대되었다. 이처럼 외환시장에

경합관계로 인한 정형화된 사실에 지나지 않는다

대한 관심과 비중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다

고 간주한다면, 좀 더 정확한 환율예측이나 환리스

양해지는 수많은 정보들이 외환시장에 빠른 속도

크 관리를 위해 원-엔 동조화를 활용할 수 있는 기

로 유입되면서 환율의 움직임에 대한 예측은 점점

회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 이는 수출경합관계는 실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처럼 불규칙하고 예측하기

물부문에서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반면 환율 차이

어려운 환율이지만, 한국과 일본의 경우 원/달러

로 인한 금융부문의 시세차익이나 손해는 단기간

환율과 엔/달러 환율의 움직임이 유사하게 움직이

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는 소위 원-엔 동조화라는 독특한 패턴을 보여 왔
으며, 이러한 현상은 원/달러 환율 움직임을 고려

외환위기 직후인 1997년 12월, 자유변동환율제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보 중 하나로 알려져

가 채택되고 나서 원-엔 동조화는 더욱 심화되어

왔다.

원/달러 환율은 국내 거시 펀더멘탈보다 엔/달러
환율과 더 강한 연관성을 보이는 측면이 없지 않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엔 동조화의 정확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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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배경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많지 않았다.

첫째,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변동성

일반적으로 원-엔 동조화는 한일 양국의 높은 수

변수 집단에 속하는 원/달러 환율과 엔/달러 환율

출경합도 등을 비롯한 양국 경제의 밀접한 연관성

의 변동성은 장기와 단기의 다양한 시계열관계를

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한 현상으로 여겨질 수 있다.

통해 원-엔 동조화 정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그러나 원화의 달러 환율과 엔화의 달러 환율의 연

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장기관계에 있어서 글로

관성이 과연 수출경합관계에 의해서만 비롯되는

벌 달러 추이가 고려되지 않을 경우 원/달러 환율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 혹은 과연 그러한 주장

의 변동성이 커질 때 원-엔 동조화의 정도 역시 심

이 사실이라면 최근에 관찰된 바와 같이 시기별로

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글로벌 달러 추이가 고

원-엔 동조화의 정도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등

려되는 경우에는 엔/달러 환율의 변동성 확대가

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원-엔 동조화에 대한 심

원-엔 동조화의 증가를 초래하는 장기적 관계를

층적 분석을 통해서만이 가능할 것이다.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적 관계의 경우, 글로
벌 달러의 추이가 고려되지 않는 경우 오직 전기의
원/달러 환율 변동성 증가율의 확대만이 현재의

2. 연구내용

원-엔 동조화를 큰 폭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글로벌 달러의 추이가 고려된 단기

본 연구에서는 원/달러 환율과 엔/달러 환율의

적 관계에 대한 추정결과는 전기의 원/달러 환율

주어진 전체 구간에 있어서의 동조화 발생 여부 자

변동성과 금기의 엔/달러 환율 변동성이 큰 폭으로

체에 대한 논의보다는 전체 구간 내에서 시기별로

증가할 때 이번 기의 원-엔 동조화 정도 역시 큰

원-엔 동조화의 정도가 시시각각 변해가는 경로를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변동성 변

살펴보고, 그러한 원-엔 동조화 현상에 영향을 주

수와 원-엔 동조화 변수를 고려한 VECM 모형으

는 요인들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그러한 분석을

로부터 도출된 충격반응곡선은 특히 원/달러 환율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체 구간을 여러 개의 소구간

의 변동성이 원-엔 동조화 정도와 동일한 방향으

으로 나누고, 각 구간별로 부분 공적분 기법을 적

로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며, 동시에 원/달러 환율

용하여 서로 다른 소구간에서의 원-엔 동조화 정

증가율의 충격이 원-엔 동조화에 상당히 지속적으

도를 측정한다. 그로부터 계산된 원-엔 동조화 정

로 작용함을 보였다.

도가 해당 구간의 외환시장 변수와 거시경제 변수
등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살펴본다. 외환시장 상

둘째, 환율의 통화적 접근모형에 기초하여 선정

황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한국과 일본의 환리스크

한 거시경제변수를 원-엔 동조화에 대한 설명요인

와 외환보유고 변수를 사용하였으며, 거시경제 변

으로 고려할 경우, 원-엔 동조화와의 장기관계는

수로는 한일 양국의 금리, 인플레이션, 실질소득,

글로벌 달러 추이 고려 여부에 의해 그 양상이 달라

통화량 등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분석방법을 통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글로벌 달러 추이를

본 보고서에서는 원-엔 동조화가 어떠한 조건하에

나타내는 엔-유로 동조화 변수가 포함되지 않는 경

서 심화되는지를 살펴보고 그로부터 다음과 같은

우에는 일부 거시 변수들과 원-엔 동조화 사이에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공적분 관계를 통한 장기적 관계가 성립하였으나,
글로벌 달러 추이가 고려되는 경우에는 분석대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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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변수와 원-엔 동조화 사이에 장기적 관계가 발

들 역시 최근 자본개방화 진전과 역외선물시장

견되지 않았다. 단기적 관계에 있어서는 글로벌 달

(NDF)에서의 거래급증으로 역외시장주체들의 비

러 추이 고려 여부에 상관없이 일부 거시관련 변수

중이 커지면서 환율 변동성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들이 원-엔 동조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있다. 또한 한국의 변동환율제 역사는 짧은 편이

으나 부분적으로 경제적 직관과 배치되는 추정결과

며, 한국의 정치경제 상황은 여타국가에 비해 빠르

를 낳았다. 반면, 충격반응곡선을 통해 나타난 원-

게 급변하는 편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예측에

엔 동조화에 대한 영향력은 변동성 변수를 고려한

있어서 외환시장주체들은 준거기준점

경우만큼 지속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enchmark)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특히 본 보고서의 실증결과에서 도출된 엔/달러 환

셋째, 외환수급변수로 정의된 외환보유고 증가

율의 변동성과 원-엔 동조화와의 (+)의 관계는 바

율의 평균적 격차는 원-엔 동조화 변수와 장기적

로 엔/달러 환율의 변화를 원/달러 환율의 지표로

관계를 갖지는 않으나 단기적 관계나 충격반응곡

삼으려는 외환시장주체들의 경향을 암시한다.

선을 통해 볼 때 한일 양국의 외환시장 수급상태의
동태적 변화 차이가 커질수록 양국 통화의 달러 기
준 환율의 동조화 정도는 감소되는 추이를 띤다는

3. 평가

직관적인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위의 세 가지 변
수 집단의 원-엔 동조화의 동태적 추이에 미치는

본 연구는 새로운 방법으로 원-엔 동조화를 측

영향을 단기관계를 기준으로 비교할 때, 변동성 변

정하고 구간별로 원-엔 동조화의 추이가 어떻게

수의 원-엔 동조화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높고, 그

변해가는 지를 분석하였으며, 나아가 원-엔 동조

다음으로는 외환수급변수가 높은 설명력을 보였으

화의 경제적 결정요인을 찾으려고 시도하였다. 그

며, 거시관련 변수는 원-엔 동조화의 움직임에 대

러나 방법론상에 있어 몇 가지 개선의 여지가 있

한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다. 그 중 관련 경제요인들을 변수화하는 과정에

는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을 대변하는 환율 변동성

서 데이터를 가공하였는데, 이는 원래 변수의 경

이 원-엔 동조화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차지하는

제적 의미를 상실할 소지를 가지고 있다. 또한 부

비중이 거시경제 측면보다 크다는 시사점을 제공

분 공적분기법 자체의 기술적 결함 등은 향후 개

한다. 그리고 이러한 발견은 행태재무이론에서 논

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본 보

의되는 고정 행태나 군집 행태와 일치하는 면이 있

고서는 원-엔 동조화와 몇 가지 관련 요인들간의

다고 할 수 있겠다.

연관성을 살펴보았으나 원-엔 동조화의 이론적인
원인 자체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원-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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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무역의존도와 그에 따른 수출가격경쟁력에

조화 측정에 대한 새로운 시도와 동조화 현상의

민감한 경제정책기조는 정책결정자들로 하여금 그

결정요인을 찾으려는 접근이 이 보고서의 가장 큰

간 환율운용에 비중을 두게 하였다. 반면 시장주체

기여도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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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연구과제│

박영철(서울대)₩정인교(인하대)₩우라타 슈지로(일본 와세다대)

본 보고서는 90년대 이후 확산되고 있는 동아시아의 양자간 FTA의 배경 및 현
황을 살펴보고 나아가 향후 범 동아시아 차원의 FTA 체결을 위해 선행되어야할
조건과 실천방안을 정치경제학적인 접근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대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90년대 초반 이후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자유무
역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 동아시아 국

2. 연구내용

가들과 미국 간의 무역이 중국과 기타 동아시아 국
가들의 무역으로 대체되기 시작하고 있는 양상이

본 연구에서는 먼저 동아시아 지역 주요국들의

다. 또한 APEC의 범 동아시아 지역 자유무역통합

양자간 FTA 체결 현황 정리를 통해 각국의 FTA

체제 구축보다는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전략을 분석하고, 현재의 동아시아 주요국들의 양

이 대세가 되가는 상황이다. 특히 한국, 중국, 일본

자간 FTA가 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등 동북아 3국과 ASEAN을 중심으로 양자간 FTA

다. 먼저 최근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FTA 현황을

체결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ASEAN 국

살펴보면, ASEAN 국가들이 가장 활발하게 FTA

가 대 중국, ASEAN 국가 대 일본, ASEAN 국가

체결을 전개해나가고 있으며 ASEAN을 중심으로

대 한국의 형태로 FTA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 본

한중일 동북아 3국이 양자간 FTA를 논의 중인 것

연구는 이처럼 확산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을 알 수 있다. 반면 한중일 동북아 3국간의 양자

양자간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의미를 살펴보고

간 FTA 추진은 그 진행 속도가 느리며, 현실적으

이를 바탕으로 향후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FTA가

로 정치, 외교적 요인과 과거사 문제 등의 어려움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과 이 지역 국가들의 FTA에

에 직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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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실에서 ASEAN과 동북아를 포함하는

조정자적 역할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FTA를 적

범 동아시아 FTA에 대한 논의 역시 더 이상 진행

극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 역시 일본과

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다

마찬가지로 농업 등 피해예상 산업 종사자들과의

자간 FTA 체결이 진전을 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조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ASEAN을 중심으로 양자간 FTA가 확산되는 요인
은 1) 동아시아 지역의 급속한 경제성장, WTO 하

현재의 양자간 FTA의 경제적 효과는 1) FTA 회

에서의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의 지연, 2) 일부

원국 간 무역을 창출, 2) 수입품목을 효율적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의 FTA를 통한 경제체질 개선의

생산하는 FTA 역외 국가로부터의 수입 감소, 3)

시도, 3) 좀 더 광범위한 경제협력체제 구축을 위

회원국간 교역량 확대, 역외국가와의 교역량 감소

한 FTA 활용, 4) 동아시아 경제에서의 주도권을

에 따라 역외국가에 대한 FTA 회원국들의 시장에

둘러싼 경쟁적 입장에 있는 중국, 일본의 여타 아

서의 영향력 증대, 4) 무역장벽 철폐로 인해 시장

시아 국가와의 FTA 등을 통한 관계 정립에 대한

규모 확대와 경쟁 촉진 효과 등이 있다. 이 밖에도

동기 강화 등이다. 이상의 요인들에 힘입어 현재

본 보고서는 민감품목 등에 관한 예외인정 등 FTA

동아시아 지역은 양자간 FTA 만이 활발하지만, 동

의 기본적 원칙의 예외적 경우를 논의하고 비 동아

아시아 역내 무역 및 해외직접투자의 급증으로 인

시아권 주요국의 FTA를 포함한 양자간 FTA들의

해 장기적으로 동아시아 경제통합이 실현될 가능

중점사항을 살펴보았다.

성은 매우 높다.
끝으로 본 보고서는 최근 FTA 시행에 있어서 가
또한 본 보고서는 동아시아 주요국들의 FTA 전

장 이슈가 되고 있는 원산지규정의 이론적 배경과

략을 분석하였는데 우선 ASEAN의 경우 90년대 초

현재 원산지규정 시행 현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 동

ASEAN 국가간의 FTA인 AFTA를 체결함으로써

아시아 국가들의 FTA 역사가 짧기 때문에 자국내

동아시아 지역의 FTA 전개를 리드해나가고 있으

무역자유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많은 실정이며, 원

며, 이러한 선도적 위치를 이용하여 한중일과 인도

산지규정은 우회무역 예방이 그 취지이나 지나치

는 물론 비 아시아권 국가들인 호주, 뉴질랜드와도

게 복잡해질 경우 무역과 생산에 있어서의 비용을

FTA 체결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여타 동아

증대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단순한 원산지

시아 국가들에 비해 FTA 관련 정책에 있어서 소극

규정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적인 편이나, 중국을 의식하여 일단 싱가포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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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양자간 FTA가 동아시아 FTA로 나

인 경제동반협력체(EPA, Economic Partnership

아가기 위해서는 아직 선행요건으로 지역 통합에

Agreement)를 체결했다. 중국은 이미 ASEAN과

있어서 정치적₩경제적 경험 부족, ASEAN + 3국

사실상 FTA를 체결한 상태이며, 추가적으로 FTA

FTA를 조율할 만한 정치₩제도적 여건 미비 등을

를 체결하여 향후 다자체제하에서의 시장개방에 대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향후 동아시아 지

비한다는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역 전체를 포괄하는 FTA 실현에 필수적임을 제언

경우 외환위기 이후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고 향

하였다. 또한 향후 동아시아 FTA 전개 가능성은

후 동아시아 경제통합체제에 있어서 중국과 일본의

다음과 같이 전망하였다. 첫 번째 가능성은 중국과

2005년 시장경제연구백서

일본의 광범위한 무역자유화 체제 구축에 대한 합

아 차원의 FTA가 나아갈 전망으로 보고서는 밝히

의이나 이는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 두 번째 가

고 있다.

능성은 중국을 구심점으로 한 동아시아 지역 자유
무역체제 구축으로 이 경우 동아시아 경제구도는
ASEAN + 중국 대 한일 협력 체제로 양분되나 중

3. 평가

국의 과도기적 시장경제 체제와 군사대국을 중심
으로 한 경제협력체제 등을 고려할 때 역시 실현가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 논의 중이거나 이미 시행

능성이 크지 않다. 세 번째 가능성은 ASEAN + 3

된 동아시아 국가들이 연계된 주요 FTA를 살펴보

국이 혼조 속에 양자간 FTA 협상을 현재대로 진행

고 FTA 실행에 있어 중요한 사안인 시장 접근(관

시킬 경우로 가장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세철폐 포함)과 원산지규정 등을 이론적 고찰과 사

서는 평가하였다. 무엇보다 최근 급증하는 양자간

례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정치경제학적인 동

FTA의 비용 증가, 광범위한 동아시아 자유무역체

아시아 국가들의 FTA 분석을 통해 향후 FTA에 대

제 필요성 제기, 결국 장기적으로는 현재 급증하는

한 전망이 본 보고서의 가장 큰 기여라고 할 수 있

양자간 FTA를 포용할 수 있는 광범위한 범 동아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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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시장통합은 가능한가?

김세원(서울대)

본 보고서는 한국이 앞으로 안정적이며 좀 더 확대된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시장통합을 추진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FTA 이상의 수준 높은 시장통
합이 동북아에서 실현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동북아 3국이 소위
동북아경제연합(Northeast Asian Economic Association)이라고 하는 시
장통합 체제를 결성한 이후에는 수준 높은 경제통합체인 일명 동북아경제공동체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의 실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
히고 있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WTO 체체의 다자주의 질서 속에서도 오늘날

지금까지 동북아 3국의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는

여러 지역경제권은 빠른 속도로 FTA를 체결해 나

ASEAN이 주도한 ASEAN+3의 기회를 통해 이루

가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 지역 경제권은 한중일 3

어지는데 그쳤다. 이처럼 현실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에도 불구

ASEAN이 주도가 된 동아시아 차원의 경제협력이

하고 여타 지역경제만큼 활발한 경제통합을 진행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동북아 차원의 경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북아 경제통합에 대

통합 추진 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일본 간

한 논의는 최근 들어 더욱 활기를 띄고 있으나 아

FTA는 여전히 협상 논의 단계에 그치고 있으며,

직까지도 동북아 경제협력에 대한 일관적이고도

한국-중국 간 FTA의 경우, 양국 정부가 호의적인

실천적인 고려가 부족하다. 이 연구는 경제통합의

반응을 보인다는 점에서 조만간 협상이 개시될 가

개념과 의미를 재정립하고 지역경제통합의 전형인

능성은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

유럽경제통합을 통해 동북아 경제통합이 취해야

고 있다. 더욱이 일본-중국 간 FTA는 전혀 논의조

할 형태와 비전을 제시한다.

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동북아 3국은 ASEAN 중심의 동아시아 경제통
합과는 별도로‘공동시장’형성을 장기적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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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제통합의 첫 단계로서‘차별적’
이고 좀 더

제통합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우선 동북아자

‘시장통합적’
인 FTA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

유무역지역(Northeast Asia Free Trade Area)의

나 동북아 시장통합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장애

결성뿐만 아니라 통화, 금융협력 그리고 에너지,

요인에 직면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 실현 가능성을

자원개발, 환경, 과학 및 기술협력 분야에 있어서

높이기 위해 우선은 동아시아 차원의 시장통합 추

의 교류와 협조를 증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

진과 병행하되, 동북아 3국의 장기적 시장통합을

와 같은 광범위한 분야를 망라하는 경제협력체제

위한 별도의 방안이 요구된다. 동북아 3국은 초기

가 결성된 이후에 장기적으로 동북아경제공동체

에 동북아 시장통합의 형태와 취지에 대한 합의를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와 같

도출해야 할 것이며, 상호간의 FTA 체결을 통해

은 좀 더 발전된 형태의 경제통합의 추진이 가능할

무역장벽을 먼저 제거함으로써 차후 실현될 동북

것으로 보인다.

아 시장통합체 결성을 위한 준비과정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은 경제 우선주의적₩시장 주도
적₩실리주의적 성격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 3국의 시장통합은 경제적 이득 뿐만 아니
라, 장기적으로는 역내 국가들 간의 문화 공동체의
형성을 비롯해서 다양한 이득을 가져온다. 특히 국

많은 기존의 연구가 자유무역협정이 동북아 3국

제적인 협상력의 제고에 기여하며 미국 및 EU와

에 미치는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산하고 있으나,

함께 국제 3대 경제권을 형성함으로써 국제경제 질

본 연구에서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3국내 산업

서를 주도할 수 있다. 동북아 경제통합의 목표를 달

부문별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중국과 일본의 경쟁구도를

동북아 경제통합의 종합적인 효과에 대한 고려는 동

고려할 때 유럽통합 과정에서 벨기에의 역할과 같

북아 시장통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설득

이 한국의 조정자적 역할이 요구된다. 한국이 이러

력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럽 경제통합과정

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정치₩외교적 장애로 인해 경

내에서 경제구조조정을 바탕으로 한 시장경제의 정

제통합과정을 지체하기보다는 시장통합에서 비롯되

착과 산업구조조정을 통한 특화산업의 경쟁력 육성

는 경제적 이득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3국

의 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구해야 할 것이다.

간 협력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동북아의 경우 외교₩안보 정세의 급변, 과

3. 평가

거사 문제, 국경분쟁 등 경제외적인 장애요인이 상
존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통합을 위한 안정되고

본 보고서는 그간 많은 FTA에 관한 연구들이 역

평화로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치

내 국가들 간의 자유무역의 실현이라는 목표만을

₩외교적 장애요인을 조정해나갈 필요가 있다. 최

염두에 두었던 것에 반해, 동북아 지역에서 EU 경

근 진행 중인 6자회담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통합에 준하는 수준 높은 경제통합 달성 가능성

이해할 수 있다. 동북아 3국은 단순한 자유무역의

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동북아

차원 보다는 한 단계 높은 형태의 동북아경제연합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현재 이

(Northeast Asian Economic Association)과 같

지역 국가들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FTA의 형태

은 지역경제통합 형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경

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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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외세미나
정책토론회『신행정수도의 대안을 찾아서』
제1회 헌법포럼『사립학교 관련 개정법률안은 헌법적으로 옳은 것인가?』
학술대회『중진국함정 속의 한국경제』
제9회 동아시아 국제심포지엄 2005『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동북아 공동번영』
SJE 국제심포지엄『거시경제 환경 변화와 화폐금융정책』
정책토론회『우리나라 세제개혁의 과제: 목적세와 지방세 개편』
한국규제학회 2005 학술대회『글로벌 시대의 품질규제 논리와 과제』
한경연 출입기자 간담회『우리경제, 좋아지나?』

신행정수도의 대안을 찾아서
│대│외│세미나│

-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언

본원은 정부 및 국회에서 논의 중인 신행정수도 후속대안에 대한 문제점의 검토
를 통해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한다는 취지 하에 정
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1. 개최배경
2004년 10월 헌재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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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론회 개요
일시 : 2005년 1월 17일(월) 10:00~13:00

결로 국가균형발전의 한 축을 구성하던 신행정수

장소 : 전경련회관 19층 경제인클럽(목련룸)

도 건설사업이 무산되면서 정부 및 국회에서 신행

사회 : 유장희(이화여대 부총장)

정수도 후속대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발표 : 허찬국(본원 경제연구본부장)

그러나 신행정수도 후속대안은 대략의 규모만 축

토론

소된 행정도시 건설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이에

김홍배(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본원은 균형발전전략에 대한 심도있는 재검토 없

박 동(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연구실 실장)

이 규모만 축소된 행정도시 건설이 신행정수도 후

박상규(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 기획총괄팀장)

속대안으로서 문제점이 없는지 그리고 진정한 국

염홍철(대전광역시장)

가균형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은 무엇인지 모

정희윤(시울시정개발연구원 지역균형발전연구단장)

색하고자 본 토론회를 마련하였다.

최막중(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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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내용

하여 차후에 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1) 주제발표 - 허찬국(본원 경제연구본부장)
(3) 토론 - 최막중(서울대 교수)
서울 중심의 일핵체제를 전국적인 다핵체제로
전환하려는 정부의 현행 균형발전전략은 동시다발

충청권에 신행정수도에 버금가는 대안 마련을

적 분산투자로서 현 수도권의 막강한 구심력을 극

전제로 한 현재의 후속대책은 수도이전에 관한 찬

복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반 양측간의 합리적 논의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

국토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선택과 집중’

게 할 것이다. 또한 충청권 대책과 관련해서는 연

에 기초한 거점도시를 육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기₩공주에만 집착하지 말고 광역적으로 대전(대

다. 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연기₩공주지역의 신행

덕)~청주(오송₩오창) 도시네트워크 관점에서 충청

정중심도시는 수도권과의 인접성을 보거나 규모를

권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연기₩공주지역

감안할 때, 수도권 과밀해소 효과와 균형발전 효과

에 몇 개의 부처를 옮길 것인가 보다는 어떠한 기

가 의문시된다. 진정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선

능을 강화하고 추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선

택과 집중’
의 원칙하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

행되어야 한다.

요하다. 첫째, 신행정수도의 대안으로 구상되는 도
시는 수도권의 구심력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규

(4) 토론 - 김홍배(한양대 교수)

모의 강력한 거점도시로 육성되어야 한다. 둘째,
새로운 거점도시는 수청권 연담화 가능성을 감안

균형개발을 위한 정부의 도시개발 정책은 교육

할 때, 공주₩연기지구보다 더 원거리 위치가 바람

도시, 혁신도시, 과학도시, 기업도시 등 너무 다양

직하며 지역갈등을 극복하는‘화합의 도시’
로서의

해 정책에 대한 기대보다는 오히려 혼란을 주고 있

상징성도 확보할 수 있는 충청₩전라₩경상도 접경

다. 또한 지역의 특성을 무시한 일률적인 기능배분

지역이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셋째, 수도권 규

이나 자원배분으로는 균형발전을 이룰 수 없다. 진

제의 전면적 혁신으로 수도권의 국제경쟁력을 제

정한 균형개발정책의 핵심은 바로 지역에 적합한

고함으로써 균형발전전략이 제로섬이 아닌 포지티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는 매우 어려운 일임과

브섬이 되어야 한다. 이번 기회를 수도권의 국제기

동시에 충분한 시간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급

능 강화와 세계도시로의 발전기반을 구축하는 계

함을 가져서는 안 된다.

기로 삼아야 한다.
(5) 토론 - 정희윤(서울시정개발연구원 지역균
(2) 토론 - 유장희(이화여대 부총장)

형발전연구단장)

행정특별시 아이디어 역시 또 한번의 큰 후유증

거점도시 육성전략에 대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을 낳을 수 있음이 우려된다. 정부가 신행정도시를

지역에 대한 자립기반 확충은 제쳐 두고 대규모의

굳이 추진할 계획이면 시기적, 경제적, 국토균형발

도시를 새로이 건설하는 것은 국토균형발전의 취

전적 변수를 더 좀 면밀히 따지고 더 상세히 분석

지에 맞지 않는다. 또한 거점도시 육성에 전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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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중앙부처의 공간적 이동이 지역발전, 지

모로 건설하자는 제안은 규모가 큰 신도시를 지방

역분권, 그리고 국가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

에 건설하기만 하면 지역균형발전이 자동적으로

는지 불분명하다. 한편 공공기관 이전 등 인위적

달성될 수 있다는 단순한 발상이며 실현성이 없다.

인 인구분산책은 수도권 과밀해소의 수단이 되기

공주₩연기지역은 균형발전효과, 접근성, 환경성,

는 어렵다.

자연조건,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
었으며 허찬국 본부장이 제안한 3도의 접경지역은

(6) 토론 - 박동(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연구

도시로 개발하기 어려운 지형이다.

실장)
(8) 토론 - 염홍철(대전광역시장)
국가균형발전전략은 단순한 분산투자정책이 아
니라 지식₩기술에 입각한 혁신주도형 성장을 위한

행정수도의 무산으로 국가생존을 위한 절박한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이다. 수도권에 대응하는 강

시대과제인 국가균형발전전략이 차질을 빚고 있

력한 거점도시 육성은 또 다른 불균형발전론의 연

다. 행정수도 건설은 5년, 10년이 걸리더라도 국민

장으로 실현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수도

적 공감대를 얻어 당초 정책목표대로 추진되어야

권 규제개혁과 질적 발전 문제는 수도권만이 아니

하며 당초 정책목표를 포기하고 충청권 민심을 달

라 지방을 포함한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

래기 위한‘꿩 대신 닭’
이라면 어떤 대안도 절대

안이다.

받아들일 수 없다.

(7) 토론 - 박상규(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
기획총괄팀장)
수도권의 구심력에 대응할 수 있는 거점도시를
충청₩전라₩경상도의 접경지역에 인구 100만 명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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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관련 개정 법률안은 헌법적으로 옳은 것인가?
│대│외│세미나│

사립학교법 개정 법률안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헌법과 헌
법정신에 합치하느냐에 대하여 법학자뿐 아니라 경제학자, 경영학자, 교육학자
그리고 법조인 등이 참여하여 활발한 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1. 개최배경

토」
, 동아대 신봉기 교수가「사립학교 관련법 개정
안의 위헌 여부」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이어

본원의 후원 아래 헌법포럼은 2004년부터 쟁점

서 중앙대 이상돈 교수, 관동대 박진경 교수, 홍익

이 되어 왔던 사립학교 관련 개정 법률안이 자유민

대 김종석 교수, 경희대 정진영 교수, 명지대 박영

주적 기본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헌법과 헌법

아 교수 그리고 방희선 변호사의 토론이 있었다.

정신에 합치하느냐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에서는 헌법학자뿐 아니라 경제학자, 경
영학자, 교육학자 그리고 법조인 등이 참여하여 활

3. 주요 내용

발한 발표와 토론을 전개하였다.
(1)「한국사회의 발전과 교육」- 좌승희(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2. 토론회 개요
‘경제적 차별화’
는 경제발전의 필요조건이며 평
한국경제연구원 전임 원장인 좌승희 박사(현 서

등주의는 경제정체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교육은

울대 초빙교수)가「한국사회의 발전과 교육」
이라

국민들이 차별화할 수 있게 스스로 돕도록 해야 한

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였고, 한양대 나성린 교수가

다. 한편 교육은 학습기능과 스크리닝 및 시그널링

「사립학교 관련법 개정안의 경제 측면에서의 검

기능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가져온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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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또한 교육은 신분상승의 인프라 기능을 수행

하여 학교경영의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하여서 민주사회에 기여하기도 한다. 이러한 교육

무엇보다 사학이 우리 인적자원의 경쟁력을 높이

의 기능이 제대로 완수되기 위해서는 교육에 있어

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서의 차별화를 수용해야 하며 교육기관과 학생의

것이 중요할 것이다.

교육선택의 자율성을 높여주어야 한다. 반면 학벌
타파나 서열타파의 명분 하에 대학이나 중등학교

(3)「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위헌 여부」- 신봉기
(동아대 교수)

의 상호경쟁이나 학생간의 경쟁을 부정하게 되면
교육의 질적 향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관
점에서 보았을 때 사학에 대한 규제는 가능한 최소
화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된다.

현 사립학교법 개정안에서는 종래의 기능을 심
의기구화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사학법인의 각종 기본권을 침해하고

(2)「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경제측면에서의 검
토」- 나성린(한양대 교수)

과잉제한의 가능성이 높아 위헌의 소지가 크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에 사학법인의‘개방형 이사’
추천권한을 강제적으로 부여하는 것도 위헌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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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하게 경제적 기준으로 볼 때 바람직한 사립

지가 크며,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기관이 되는 경

학교법의 개정방향은 사학의 비리와 전횡은 막되

우에는 그 위헌성은 더욱 높다. 임의조직으로 되

사학설립의 인센티브와 사학의 경쟁력도 동시에

어 있는 학부모회, 교수회, 직원회를 법정기구화

높이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학경영의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볼 때 위헌의 소지가 있

투명성은 높이되 동시에 각종 정부의 간섭을 철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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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국함정 속의 한국경제
│대│외│세미나│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의 벽에서 10년 가까이 맴돌고 있는 한국경제를 구출하
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낙성대경제연구소와 본원이 함께 총 5개의 관련된 논
문의 발표를 가졌다.

1. 개최배경

: 안병직(후쿠이현립대 교수)
[제2주제] 기업집단과 경제정책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앞둔 시점에서 그 동

: 신장섭(싱가포르국립대 교수)

안 있는 한국경제의 선진국 경제로의 도약에 관한

[제3주제] 선진국 진입, 왜 어려운가?

관심과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 본원은 선진국 경제

: 좌승희(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준비해야 할 사안들에 대한

[제4주제] 인기영합적 노동정책과 무원칙한 노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대 낙성대경제연

무관리

구소와 함께“중진국함정 속의 한국경제”
라는 학

: 박덕제(한국방송통신대 교수), 박기성(성신여대

술대회를 개최하였다.

교수)
[제5주제] 금융서비스의 전략산업화

: 최명주(한국 IBM BCS 부사장)

2. 세미나 개요

토론 :

김진방(인하대 교수)
일시 : 2005년 2월 25일(금) 10:00~18:00

박진근(연세대 교수)

장소 : 은행회관 2층 컨벤션홀

안동현(서울대 교수)

주제발표 :

이 근(서울대 교수)

[제1주제] 캐치업 과정으로서의 한국경제성장사

이병훈(중앙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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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내용

위해서는 기업집단에 대한 인식의 재정립이 필요
하고, 특히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에 관한 경제정책

198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날 발표를 통해

등이 경제성장 동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기

1910년대부터 최근 2000년에 이르는 한국경제의

하였다. 박덕제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와 박기성 성

특성을 재점검하고, 일반적으로 저개발국의 경제

신여대 교수는 경제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노

정책은 개방을 통한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 및 자

동정책 및 노무관리의 원칙을 수립하고 이를 충실

본의 유입이 중심이며 한국 역시 중진국이 되는 과

히 시행해 나가는 풍토를 조성해야 하는 동시에 노

정에서 미국, 일본 등과의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동시장 유연성을 높여야 함을 밝혔다. 끝으로 최명

했다고 밝혔다. 좌승희 서울대 초빙교수는 1960

주 한국 IBM BCS 부사장은 금융감독기관의 과거

~70년대 한국경제의 도약이 가능했던 것은 차별

감독 및 개입에서 리스크 모니터링으로의 역할 변

화 정책때문이었으며, 1980년대 후반 이후 그러한

화, 자본시장 인프라 조성, 금융전문인력 육성, 수

경제정책의 차별화 특성이 결여되면서 경제 침체

요(needs)에 특화된 금융상품 개발, 금융업 당사

가 장기화되었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신장섭 싱가

자의 적극적인 체질 개선을 기업을 위한 금융서비

포르국립대 교수는 한국경제가 성장동력 회복을

스업 관련 정책의 주안점으로 제안하였다.

2005년 시장경제연구백서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동북아 공동번영
│대│외│세미나│

본원과 일본 동아시아종합연구소가 공동으로 개최한 제9회 동아시아 국제심포지
엄 2005는『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동북아 공동번영』
이라는 주제로 북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방안과 나아가 동북아 경제통합의 길을 모색하는데 그 의미를 두고
마련되었다.

1. 개최배경

[제1주제] 동북아시아의 공동체 구상
주제발표 :

세계적으로 지역내 경제통합이 활발히 진행되고

안충영(중앙대 교수)

있다. 동북아지역의 경제규모와 범세계적인 지역

시오야 타카흐사(일본 종합연구개발기구 이사장)

화 추세는 이 지역에서의 경제협력 또는 경제통합

Lai Shian-Lung(UN경제사무국 수석사무관)

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토론 :

동북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축에 있어서 필수적인

Qin Hong Xiang(북경대학 한국연구센터 소장)

선결과제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북핵문제를 평화

박정동(인천대 교수)

적으로 해결하고 남북한 교류확대 및 신뢰구축을

히라카와 히토시(나고야대 교수)

통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공존₩공영을 위한 바
람직한 환경조성에 공헌하고자 개최되었다.

[제2주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경제발전
SessionⅠ│동북아시아의 평화체제 구축을 향하여

주제발표 :

2. 세미나 개요

장달중(서울대 교수)
이즈미 하지메(시즈오카현립대 교수)

일시 : 2005년 8월 22일(월) 09:30~19:30
장소 :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Jiang Long Fan(연변대 인문사회과학학원
원장,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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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xander Minaev(주한 러시아대사관 참사관)

장을 시작으로 동아시아 경제규모에 걸맞고 의미
있는 금융협력장치를 마련해야한다. 또한 ASEAN

SessionⅡ│동북아시아 경제협력 강화방안

을 상대로 한 경쟁적인 FTA이전에 한₩중₩일 3국

주제발표 :

의 자유무역지대를 결성하여 상호투자를 촉진하고

강정모(경희대 교수)

성장효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평화정착

Zhang Feng(길림성 사회과학원 조선₩한국연구

과 북한의 개방화 유도는 동북아 경제공동체 운동

소 소장)
미쯔하시 이꾸오(일본 환일본해경제연구소 특별

에서 필요조건이면서 충분조건으로서 주목되어야
한다.

연구원)
아사쿠라 겐코(일본 (주)에코&에너지 대표)
Sergey Popov(러시아 아시아태평양에너지연구
센터 선임연구원)

(2) 동북아시아 그랜드 플랜의 발전과 일본의 역할
- 시오야 타카흐샤(종합연구개발기구 이
사장)

토론 :

김세형(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동북아시아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김양희(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동북아시아지역, 특히 한₩중₩일 삼국의 파트너 의

유진각(한러연해주농엄개발협의회 상입대표)

식이 굳건해지고 삼국 공동의 이니셔티브에 의해

니시 카즈히사(이코노미스트 편집장)

지역통합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한 노력이

타니우라 타카오(쿄에이대학 교수)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현재

타무라 히데오(일본경제신문 편집위원)

연구중인「동북아시아 그랜드 플랜」
을 통해 동북아
시아 국경을 초월한 인프라 정비의 필요성을 충족
시키는 한편 환경대책과 물류, 인적, 통신시스템 프

3. 주요 내용

로젝트 등의 전략적 프로젝트가 포함된 그랜드 디
자인을 만들어갈 것이다. 항공기를 통한 동북아시

<제1주제> 동북아시아의 공동체 구상

아의 비즈니스 인적흐름을 활발히 하기 위해서는
항공네트워크의 정비가 불가피하다. 동북아시아 공

(1) 동북아시아 경제공동체 비전과 한₩중₩일 협력
- 안충영(중앙대 교수)

동체의 로드맵이 마련됨에 따라 경제적 통합이 진
행됨으로써 정치적 긴장이 완화되고 국가간의 진정
한 화해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ASEAN+한₩중₩일 협의체가 동아시아의
의미 있는 경제협력체로 영속화되기 위해서는 동

(3) 동북아시아의 발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증진

북아의 한국, 중국, 일본의 협력체제가 필수적이

의 새로운 전략

다. 이들 3개국이 어떠한 경제협력구도를 설계하

-Lai Shian-Lung(UN경제사무국 수석사무관)

느냐에 따라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운동의 향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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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3국은 역내 채권시장

TRADP(두만강개발계획)는 북한과 남한간의 화

을 육성하는 한편 중앙은행간 통화스왑의 규모확

해와 협동을 통해 통일로의 길을 열고 나아가 동북

2005년 시장경제연구백서

아의 번영을 이룰 수 있는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

활용되고 있는 측면이 짙다. 만일 4차 회담마저 별

다. 그러나 기본적인 시설기반에 많은 투자가 요구

다른 성과 없이 끝난다면 한미간의 유례없는 갈등

되고 또한 정치적 복잡성으로 인해 계획하고 기대

은 불가피한 현실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했던 만큼 진전되고 않았다. 국제적인 지원은 미온
적이었으며 교역과 투자에 있어서의 국제적 협력
수준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에 동북아협력

(2) 6자회담의 방향과 북일관계의 전망
- 이즈미 하지메(시즈오카현립대 교수)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
한 몇 가지 혁신적인 정책접근방식과 도구를 제안

13개월 만에 6자회담이 재개되었다. 부시 정부

한다. 무엇보다 빈곤근절, 인권, 건강, 교육, 문화

발족 이래 처음으로 본격적인 북미교섭이 이루어

권 등 인도주위적인 제도와 본질이 무엇보다 우선

졌다는 것이 이번 회담의 최대 특징이다. 따라서

적으로 고려되어야만 한다. 국제협력과정에서의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어떠한 성과를 올려야 할 것

NGO들의 역할이 강조되며 각 국가의 정부는 이를

인가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4차 6

지원해야 한다. 한편 그 외 사회적 관심 또한 요구

자회담에 있어서 북한은 일본과의 장기간에 걸친

된다.

2국간의 협의는 피하고 있다. 일본의 견해₩입장이
핵문제는 물론 인권문제와 미사일문제에 있어서도
<제2주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경제발전

미국의 입장과 일치하고 있으며, 한국이나 중국과
같이 동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거나 지지하고 있

SessionⅠ│동북아시아의 평화체제 구축을 향하여

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의 요구에 응하는 것
이 동시에 일본의 요구에 응한다고 하는 점을 감안

(1) 4차 6자회담의 전망과 의미

한다면 일미 양국과의 국교정상화를 동시에 병행

- 장달중(서울대 교수)

해서 모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것이다.
이번 6자회담에서 북한이 그러한 결단에 이르지

4차 6자회담은 핵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

못한다면 당분간 북한의 대일자세에 변화가 생긴

의 지속과 보다 강경한 조치 사이의 분수령이 될

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고, 그 결과 북일관계의 정

가능성이 많다. 만일 북미 양자간의 이견이 실질적

체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으로 좁혀져서 협상을 통한 해결의 가능성이 확인
된다면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전망은 높아질 것이
다. 그러나 부시행정부가 이번 4차 회담에서 플루
토늄 핵시설 동결과 해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

(3)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입장과 역할
- Jiang Long Fan(연변대 인문사회과학학
원 원장, 교수)

실적 타협책을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회의
적이다. 결국 미국은 김정일 정권으로 하여금 핵무

중국은 6자회담이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기를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핵과 정권간의 양

가장 좋은 틀이라고 강조해 왔고 1년 이상 교착상

자택일의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 가장 중요

태에 빠진 회담 재개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한 요소를 한국과 중국의 제재 동참으로 여기고 있

는 점에서 다른 어느 회담 당사국보다도 이를 환영

다. 현재 6자회담은 이를 위한 명분 축적 수단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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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임이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으며 그 역할에 대

상호간의 대화구조의 통합을 비롯해 경제적₩정치

한 기대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의

적 시스템의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입장은 북핵위기를 해결함에 있어서 적극적인 개

한 한반도의 안보에 있어 실제적인 변화를 줄 것

입을 통해 북미쌍방을“勸和”
,“促談”
,“降溫”
시키

으로 기대한다.

는 중개자로서의 역할이었다. 국제사회는 중국으
로 하여금 중개자로서가 아니라 당사자로서의 역

SessionⅡ│동북아시아 경제협력 강화방안

할을 기대하고 있으나 북핵문제를 둘러싼 6자회담
이 진전될수록 중국의 역할은 점점 한계에 미칠 수
있다. 중국이 향후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더욱

(1) 동북아 물류체계와 한반도 철도연결
- 강정모(경희대 교수)₩정필수(GLORI 원장)

큰 역할을 발휘하려면 반드시 경제적 카드를 포함
한 외교자원을 늘여야 한다. 따라서 중국은 북핵문

동북아지역을 하나의 물류공급체계로 통합하기

제해결에 관하여 정책적인 전환을 선택하지 않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급증할 운송수요에 대비한

수 없게 되었다.

항만, 도로, 철도 등 운송망의 효율적인 연계체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며 동북아지역의 육상수요에

(4) 동북아시아의 평화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
- Alexander Minaev(주한 러시아대사관
참사관)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경지역에서의 환적시설 능력
의 향상이 필요하다. 또한 트럭운송의 활성화를 위
한 도로망의 정비도 요구된다. 고속도로망의 신설,
확장과 더불어 대륙을 관통하는 다양한 철도망을

그동안 동북아시아에서는 북한을 포함해서 각

구축하고 원활한 물류체제를 구축해야, 잠재력이

국의 협력 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무수한 시도가

큰 동북아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

있었다. 특히 다국간 협력이 가장 전도유망한 지

다. 특히 한반도는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하여 세계

역은 해양생물자원지역, 러시아에서 APR(아시

와 연결하는 교량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

아-태평양지역)로의 원유와 천연가스의 공정과정

₩경제적 이점을 활용하여 물류체제를 효율적으로

과 운송의 결합생산, 운송지역에서의 협력이다.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경제적 통합이 조속

주요 목표는 유럽-아시아간의 경쟁적이고 효과적

히 이뤄져야한다.

인 운송경로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해당국가가 얻게 될 경제적 이득은 명확하

(2) 중국은 응당 동북아지역 경제협력 중에서

다. 우선 한국은 유럽국가로의 운송시스템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여야 한다.

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본토경로를 획

- Zhang Feng(길림성 사회과학원 조선₩한

득하게 되며, 북한은 현대적 기술을 갖춘 주요 철

국연구소 소장)

도시설과 함께 물류운송통로로서의 수입을 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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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한국에서 서유럽까지 컨테이너로 운반되는

21세기에 들어서서 동북아지역 경제협력의 발전

물류와 일본에서 APR로 가는 물류의 일부분은

에는 일련의 새로운 변화가 발생했다. 동북아지역

Trans Siberian 철도로 운반될 것이다. 이와 같

의 일부국가들은 지역 외 국가 및 공동체와 자유무

은 대규모 프로그램에 대한 북한의 참여가 남북한

역협정을 체결하였고 지역내 협력문제에 대해 탐

2005년 시장경제연구백서

색하기 시작함으로써 단순왕래에서 체제화와 제도

발전에 따른 경제확대로 간접적인 이익을 얻을 수

화적인 협력으로 발전하게 하였다. 동북아지역 경

있다.

제협력은 비록 밝은 전망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몇 가지 난제에 직면하고 있다. 동북아지역 각국의

(4) 사할린-한반도의 가스 파이프라인 도입 프

경제발전수준, 시장규모, 사회 경제제도 등에 지대

로젝트

한 차이를 가지고 있고 북핵문제를 비롯하여 역사

- 아사쿠라 겐코((주)에코&에너지 대표)

적 원한, 현실적 모순, 냉전적 사유 등이 상호 불신
을 초래하고 있는 한편 각국의 지역적 의식 또한

사할린-한반도 종단 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빈약하다. 이에 중국은 장기적인 외교적 전략으로

는 2010~2015년을 목표로 하여 약 50억 달러 규

서 주변 국가들 간의 선린우호 협력관계를 발전시

모로 사할린에서 한반도, 그리고 일본까지 30~40

키고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며 공동 번영, 공동 발

인치의 가스 파이프라인 3,100km를 건설하여 중

전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국, 북한, 한국, 일본에 가스를 공급하는 계획이다.
파이프라인에 의한 가스무역은 매입자와 매수자를

(3) 운송면에서 본 동북아 경제통합의 가능성
- 미쯔하시 이꾸오(환일본해경제연구소 특
별연구원)

직접 연결시키기 위해서 상호신뢰 관계가 선결과
제이다. 반대로 파이프라인에 따른 가스무역이 개
시되면 지역의 일체감과 경제적 유대가 강화된다.
서구 독일과 같은 형태로 아시아에서도 지역통합

냉전시대의 종언과 더불어 동북아시아의 경제교

을 위하여 에너지 프로젝트를 실현시킨다고 할 경

류 확대, 제도의 일체화가 진전되고 있다. 이러한

우 그것은 상징적으로 한반도 종단 가스 파이프라

동북아시아의 경제는 자연적인 흐름으로서 경제통

인이 가장 적절하다. 단 북한의 핵개발에 따른 국

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더구나 기술의 혁신과

제정치상의 선결과제가 우선이며 이러한 문제의

국제기관의 국가간 갈등억제능력이 향상된 바 경

해결 없이는 한반도 종단 가스 파이프라인 역시 현

제통합을 저해하는 국가간의 갈등발생 가능성이

실성이 없다.

극명하게 저하되었다. 그러나 정치체제와 경제발
전단계의 상이함을 극복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많

(5) 동아시아의 에너지 이슈와 러시아의 에너지

은 시간과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 우선 경제통합

수출

의 방향으로서의 역내국제무역의 진흥을 통해 상

- Sergey Popov(아시아태평양에너지연구

호의존관계가 진전되고 국민들간에 상호교류가 깊

센터 선임연구원)

어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운송면에서는 국제무
역을 원활하게 하는 무역회랑이 충분히 정비될 필

동아시아 경제국가의 에너지자원 소비량, 특히

요가 있다. 이는 한국과 중국의 무역진흥에 많은

중국 북동지역, 한국, 일본의 소비량은 고성장과

도움이 되며 특히 접속부인 중국의 동북지방의 경

에너지집약산업의 확장으로 인해 빠르게 증가했

제가 크게 발전할 수 있다. 또한 트랜지트 운송에

다. 에너지자원의 제약 하에서 일본과 한국의 경우

따른 외화수입은 북한에 큰 경제적 영향력을 준다.

에너지자원 요구량의 98퍼센트 이상을 수입에 의

일본도 한반도 및 그 주변의 중국동북지역의 경제

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요한 특징이다. 더구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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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의 대부분이 중동지역 공급자에 의존적인 만

한과 북한은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 수출을 위한 기

큼 만약 어떠한 정치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에너지

본시설의 개발로 인해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

공급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다. 동아시아지역의 광범위하고 집중적인 국제 비

러시아가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에너지 자원의

즈니스의 협력을 위해서는 연구기관과 정부가 지

유통을 증가시키는 것은 그 의미가 있으며 원유,

역적인 공동에너지 공간 건설을 촉진시킬 필요가

가스 수송관을 통해 시베리아를 거쳐 중국의 북동

있다.

부와 한반도를 연계하는 것이 최근의 이슈이다.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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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환경 변화와 화폐금융정책
(Regime Shifts in Macroeconomy and Monetary Policy)
│대│외│세미나│

최근 한국 거시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많은 지적과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현
재 한국 거시경제의 특성과 그에 적합한 거시경제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을 초청한 학술 심포지엄을 서울대학교, 금융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1. 개최배경
본원에서는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한국금융연

2. 세미나 개요
일시 : 2005년 9월 23일(금) 08:30~17:40

구원과 함께 영문계간지 Seoul Journal of

장소 : 서울대 멀티미디어 강의동 (83동 204호)

Economics의 창간 18주년을 맞아 9월 23일(금)에

[제1주제]“Bank Regulation and Macroeconomic

제13회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었다. 특히 이

Fluctuations”

번 심포지엄에서는 미국, 일본, 영국, 한국의 저명

- Charles Goodhart(London School of Economics)

한 학자들이“거시경제환경 변화와 화폐금융정책”
을 주제로 이론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논의가 이루어

[제2주제]“Endogenous Growth and the Real

졌다. 특히 본원의 노성태 원장은 이날 심포지엄의

Interest Rate”

“안정된 경제성장과 저 인플레이션을 위한 통화정

- 하준경(금융연구원)

책”
을 주제로 한 세션의 진행을 맡았으며, 허찬국
경제연구본부장과 송정석 부연구위원은 토론자와

[제3주제]“Coupling for the Won-Dollar and Yen-

발표자로 각각 참여하였다.

Dollar Rates: Fractional Cointegration Analysis”
- 송정석(본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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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주제] “Monetary Policy and Economic

“Endogenous Growth and the Real Interest Rate”

Activity in Japa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에서는 동학적인 거시경제모형으로부터 장기균형

- R. Anton Braun(University of Tokyo)

이자율을 도출하고 이를 실제 이자율과 비교하고 그
결과 양자간의 괴리가 커지고 있으며, 균형이자율의

[제5주제]“The Zero Bound and the Term Structure

구조적 변화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세

of Interest Rates in a Nonlinear Macroeconomic

번째 논문인“Coupling for the Won-Dollar and

Model”

Yen-Dollar Rates
“을 발표한 본원의 송정석 박사는

- Alexander L. Wolman(Federal Reserve Bank of

원화 환율과 엔화 환율의 동조화 현상을 부분 공적

Richmond)

분 기법을 이용하여 측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동조화
현상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결과, 원-엔

[제6주제]“Inflation Targeting in a Stable-Growth

동조화는 양국 환율의 변동성 즉 외환시장의 리스크

Economy”

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 오정근(한국은행)
한편 두 번째 세션에서 University of Tokyo의
Anton Braun 교수는 미국, 일본, 한국에서의 확장

3. 주요 내용

적인 통화정책과 이자율, 경제성장률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일본, 미국의 경우 유사한 관계가 성립하

본 세미나에서는 총 6개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나, 한국의 경우 반대 양상의 관계를 나타냄을 보였

첫 번째 세션은“거시경제의 구조적 변화”
라는 주제

다. 또한 미국 리치몬드 연방은행의 Alexander L.

하에 3개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우선 London

Wolman 박사는 주요 거시경제 변수와 이자율의 기

School of Economics의 Charles Goodhart 교수가

간 구조가 평균적인 이자율에 비선형적으로 반응한

발표한“Bank Regulation and Macroeconomic

가능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끝으로 한국은행의 오

Fluctuations”라는 제목의 논문은 Basel II 하에서

정근 박사는 이날 발표한 논문에서 잠재성장률과 실

의 새로운 접근의 금융감독 시스템이 경기변동과 어

제 성장률 간의 산출량 갭이 이자율의 변화에 대해

떠한 관계를 갖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두

유의하게 반응하지 않음을 보였다.

번째 발표논문인 금융연구원 하준경 박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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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세제개혁의 과제: 목적세와 지방세 개편
(Two Issues of Tax Reform in Korea)
│대│외│세미나│

세제개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본원에서는 조세분야에서 국제적
인 명성을 얻고 있는 Richard M. Bird 교수(University of Toronto, (전)
IMF 재정국장)를 초청하여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본 세미나에는 국내외 학
계의 전문가들은 물론 국회, 정부 등의 책임급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목적세와 지
방세 분야의 이슈들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였다.

1. 개최배경

가지 과제들 가운데,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고조
되고 있는 목적세와 지방세부분의 개혁방안에 대해

우리경제에는 풀어나가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지

학계의 전문가들은 물론, 국회, 정부의 실무담당자

만, 그 가운데 가장 무겁게 다가오는 것은 세입과

들이 모여 우리나라 세제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에

세출부문의 불균형 문제, 즉 재정운용상의 압박문

대해 진지한 고민을 나누는 자리였다.

제라 할 수 있다.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향
후에도 많은 지출이 따라야 할 것이며, 고령화 사회
로 빠르게 이행함에 따라 발생될 사회보장성 지출

2. 세미나 개요

의 급증문제, 여기에 통일시대를 대비한 지출 등까
지 감안하면 세출수요는 향후에 급격히 늘어나게

일시 : 2005년 11월 11일(금) 14:00~16:30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세입측면의 전망은 그리

장소 : 전경련 회관 3층 제4회의실

밝지 않다. 성장동력의 점진적 약화, 경기침체의 지

[제1주제] 목적세제의 개편방안

속 등으로 인해 세입의 급격한 증가는 기대하기 어

- Richard Bird(University of Toronto)

려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
다면 향후 우리나라 세제개혁은 국가경쟁력의 강

[제2주제] 지방세제의 개편방안

화, 성장동력의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 현진권(아주대 교수)

할 것이다. 본 세미나는 우리나라 세제개혁의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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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 :

언급한 경제적 합리성만 가지고 목적세를 평가할

노성태(본원 원장)

수는 없다. 경제적 비효율을 창출하지 않는 범위에

곽태원(서강대 교수, 조세개혁위원회 위원장)

서 외부효과를 내재화하고 동시에 세수를 증대시

박재완(한나라당 국회의원)

키거나, 정부계약의 불완전성을 보완하는 긍정적

R. Bird(Univ. of Toronto, (전)IMF 재정국장)

역할을 부여할 수도 있다.

D. Witt(International Tax and Investment
Center, President)

국제 경험을 보면 대체로 목적세는 긍정적인 방

전주성(이화여대 교수, 세제발전심의위원)

향보다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사용된 경우가 많다.

현진권(아주대 교수)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경우를 주요 사례로 심층 분

김용민(재정경제부 세제실장)

석했는데, 목적세에 관한 일반적인 평가나 정책 제

허용석(재정경제부 세제총괄 국장)

안 중에는 잘못된 부분이 적지 않음을 보인다.

조경엽(국회예산정책처 세입세제분석팀장)
김정훈(한국조세연구원 재정연구실장)
김상겸(본원 연구위원)

첫째, 명목상의 목적세가 아니라 실질적인 조
세-지출 연계의 기준으로 볼 때 목적세는 우리나
라 전체 세수의 17% 정도를 차지함을 보인다. 즉,
목적세가 세수 확보에 중요한 수단인 것이다. 따라

3. 주요 내용

서 목적세의 비효율을 근거로 이를 단기에 정비하
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1) 제1주제: Earmarking in Theory and Korea
Practice(목적세의 이론과 한국의 경험)

둘째, 만일 내국세 중 지방재정이나 교육에 할
당된 부분까지 합친다면 전체 세수의 35% 정도

목적세는 합리적으로 사용되면 정부 재정의 책

가 특정 목적에 결부되어 있다. 이런 사례는 흔

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히, 목적세가 아니었다면 특정부문의 세출(교육,

특정 세목과 지출을 연계시킴으로써 한편으로 정

지방재정, 교통시설, 농업발전 등)이 크게 위축될

부지출의 수준을 납세자가 결정하게 만들고, 다른

것이라는 정책진단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 논

한편으로 공공서비스의 수익자가 그 부담을 감당

문에서는 목적세가 지향하는 분야의 지출수준이

하게 한다. 목적세가 이런 원래의 의도에 충실 하

목적세 수입의 변동과 대체로 무관하게 결정되는

려면 다음 원칙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의도하는

경향이 있다.

지출의 목적이 매우 구체적이어야 하고, 둘째, 조
세와 지출의 연계가 선명해야 하며, 셋째, 그 연계
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셋째, 목적세가 세수에서 차치하는 비중이 큼을
이유로 우리나라 재정구조의 경직성이 높다는 평
가가 많은데, 이것 역시 과장된 측면이 크다.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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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면서

일반회계의 전입을 이해 특정분야 한계지출(나아

실제로는 조세저항을 피하고 세수를 증대하려는

가 총지출)의 수준을 정부의 의도대로 충분히 조절

의도로 고안된 목적세가 적지 않다. 물론 위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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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이 논문은 또한 우리나라 목적세는 조세-

또한 재정분권화는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을 모두

지출의 연계가 선명하지도 않고, 나아가 수익자부

고려해야 하는데, 인식상의 오류만을 주는‘재정

담원칙과는 무관한 경우가 대부분임을 보이고 있

자립도’
와 같은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세입분권만

다. 이런 경제적 합리성을 적지만 경제성장 초기

강조하는 것도 문제가 많다. 특히 우리나라의 재정

단계에서 조세수입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의 역

분권화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진 것은 잘못

학을 한 긍정적 측면은 있다.

된 것이며, 보다 엄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제
비교를 해보면 결코 낮다고 할 수 없다. 재정분권

다섯째, 향후 부가세(surtax)와 같은 목적세 세

화의 지표로서‘재정자립도’
를 사용하고 있지만

입구조나 농특세와 같은 용도가 넓고 애매한 지출

이는 재정분권화를 측정하기 위한 적절한 근거가

구조는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교통세와 같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인식상의 환상 또는 오류만

원래의 목적세 의도에 부합할 수 있는 세목은 좀더

을 야기하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실제로 OECD 자

경제적 합리성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료를 통한 재정분권화 결과는 세입분권의 경우 중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세수 부족으로

간정도(14위/29)이며 세출분권의 경우에는 중상위

목적세를 신설하겠다는 제안(예컨대, 저출산 목적

권(10위/25) 정도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IMF의

세)들은 매우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으로 경제적 합

GFS(Government Finance Statistic)와 OECD

리성과 정치적 정당성을 모두 결여하고 있다. 앞으

의 RS(Revenue Statistics) 데이터를 공히 사용하

로의 세수기반 확대는 기존 세제의 비효율과 불공

여 모형분석을 한 결과, 재정분권 정도는 국가면적

평을 정비하고, 개방환경에 부합하는 조세구조의

이 넓을수록(중앙정부의 통치가 어려움), GDP가

전환을 모색하는 총체적 세제개혁의 차원에서 이

높을수록, 인종이 다양할수록, 민주화 수준이 높을

루어져야 한다. 경제적 합리성을 외면한 땜질식 목

수록, 국가 청렴도가 높을수록 재정분권 수준이 높

적세 신설은‘좋지 않은 세금’
의 교과서적 전형이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실증분

될 것이다.

석결과들과 대체로 유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
라서 무조건 지방에 세원만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

(2) 제2주제: 한국재정분권 수준의 평가

한 것은 결코 아니며, 적정재정분권(optimal

(Is the level of fiscal Decentralization in

fiscal decentralization)이란 개념에서 접근해야

Korea too low?)

한다. 즉 재정분권의 비용과 편익이 함께 고려되어
야 하는 것이다.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무조건적

지방분권의 개념은 정치적분권, 행정적분권, 재

인 중앙정부의 재원이양만이 능사가 아니라 국가

정분권으로 구성되나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논의는

전체의 효율성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

정치적분권에 중심을 두고 무조건 지방에 권한과

다.

재원을 이전해야 한다는 논리만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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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세미나│

글로벌 시대의 품질규제 논리와 과제

세계화의 진전으로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위한 규제개혁, 반부패, 경쟁정책, 표
준, 지적재산권 보호, 특허조화 등 다양한 부문에서의 국제적인 공통기준이 마련
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규제개혁이 정부 행정품질 제고 수단으로 적절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현 시점에서 어떤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지를 논의하기
위해서 이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1. 개최배경

최근 우리나라 산업에서 가장 큰 이슈를 가지고 있
다 할 수 있는 정보통신과 문화산업에서의 규제들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무역 및 투자자유화의 진

의 변화 방향들에 대해서 토론하였다.

전이 이뤄지고 이러한 진전을 위한 전제로 규제개
혁, 반부패, 경쟁정책, 표준, 지적재산권 보호, 특
허조화 등 다양한 부문에서의 국제적인 공통기준

2. 세미나 개요

이 마련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규제개혁이 정
부 행정품질 제고 수단으로 적절하게 이용되도록

일시 : 2005년 11월 11일(금) 10:00~19:30

하기 위해서 현 시점에서 어떤 변화를 모색해야 하

장소 : 전경련회관 3층 특2회의실

는 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해서 본원이 규제학회와 공동으로 국무조정실의
후원 하에 이 세미나를 주최하게 되었다.

[제1세션]
주제발표 :

- 고품질 규제 발전을 위한 규제영향분석 제도: 노
화준(서울대 교수)

본 세미나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순수학문적 이

- Endogeneous Selection of Monetary

론에서 고려되고 보다 나은 접근법을 사용해야 할

Institutions: with the Case of Discount

사안들에 대한 토론, 정부의 규제개혁 및 경제 관

Windows and Bureaucratic Discretion: 김

련 부처들에서 규제개혁 관점에서 본 현 시점에서

일중₩김인배(숭실대 교수)

의 문제점과 향후 정책 방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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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성매매특별법: 이주선 (본

원 선임연구위원)

체계적인 수집과 축적이라는 것을 밝혔다. 또한 제

토론: 이종한(행정연구원), 김관보(카톨릭대 교

한된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영향분석이 수행되도

수), 신도철(숙명여대 교수)

록 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기초연구가 선행적으
로 이뤄져서 많은 것에 대한 기초가 먼저 축적되는

[제2세션]
주제발표 :

-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와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한 과제: 심오택(국무조정실 국장)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또한 영향분석의 프로세
스를 투명화하고 객관화하는 것이 영향분석의 정
당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에도 주
목하였다.

- 산업단지내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혁신의 전략과
성과: 김홍석(중소기업특별위원회 국장)
-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규제개혁의 이론과 현
실: 이동규(공정거래위원회 국장)

김일중₩김인배 교수는 제도나 규제에 대한 규제
자(regulators)의 선택이 주로 규제자의 사적인 이
익에 입각해서 주로 규제당국들에서 이뤄지고 있

- 자율을 향하여: 공산품 안전관리에의 자기적합성

음을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향후

선언 제도 도입의 의의: 최형기(기술표준원 국장)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떠한 개선을

토론 : 김도훈(산업연구원 실장), 김신(행정연구원

해야 하는 지를 고민할 새로운 이슈를 제기하였다.

소장), 손용엽(전남대 교수), 김주찬(경상대 교수)
이주선 선임연구위원은 성매매특별법과 이에 대
[제3세션]
주제발표 :

- 이동전화 요금규제와 경쟁정책: 정인석(한국외
국어대 교수)
- 방송산업 소유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최충
규(본원 연구위원)
- 한국영화산업의 구조변화와 스크린쿼터의 유효

한 현행 집행방식이 성매매의 축소보다는 오히려
성매매로 인한 사회적인 부작용인 성병과 AIDS의
확산, 조직폭력의 폭력성 강화 등을 증폭시킴은 물
론 청소년의 성매매 가담을 포함한 성매매의 확산
을 불러 올 수 있음을 예견하였다. 또한 이러한 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행의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집행방식 개선을 제안하였다.

성: 이태규(본원 연구위원)
토론 : 김진국(건양대 교수), 최성락(동양공업대

(2) 제2세션

학 교수), 김성준 교수(경북대 교수)
심오택 국장은 참여정부의 규제개혁추진 체계와
규제개혁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향후 규제개혁의 체

3. 주요 내용

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현장 중심, 수요자 중
심 규제개혁을 지속하며 규제집행 관행 및 행태 개

(1) 제1세션

선에 중점을 둘 것임을 밝혔다. 또한 부처 자체적으
로 자율적인 규제개혁시스템을 갖추어 각 부처가

노화준 교수는 기존의 규제영향분석 제도가 효

자체적인 의지와 역량으로 규제개혁을 상시적으로

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 비용₩편익 분석을 포함

추진하도록 하고 규제개혁을 담당하는 규제개혁위

한 계량분석의 결과가 더욱 체계적으로 도입되어

원회는 이를 지원하고 평가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

야 하며 이를 위해서 시급한 일은 관련 데이터의

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겠다고 말하였다.

Ⅱ. 2005년 연구 외 사업

211

김홍석 국장은 중소기업 규제혁신 방안에 대하

에서 언급한 대로 요금을 투자보수율에 입각해서

여 설명하였다. 혁신방안은 네거티브 시스템에 입

가 아니라 price cap을 통해서 규제하는 것이 바람

각한 필수 규제 이외의 모든 규제적용 전면 배제와

직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한 산업단지내 중소기업 규제혁신 특례법
의 제정을 포함하고 있다.

최충규 연구위원은 현행의 방송법에 의한 교차
소유 및 겸영규제는 공정거래법과 기업결합 규제

이동규 국장은 규제개혁을 경쟁정책과 조화하기

로 대체되어야 하고 위성방송을 포함한 다양한 방

위한 다양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노력에 대해서 설

송산업에 대한 대기업의 진출 규제의 완화가 필요

명하였다. 현재까지 국제적 기준에 입각하지 못하

하다고 주장하였다. 외국인에 의한 방송 소유에 대

고 있는 경제력집중억제 정책은 한시적으로 운영

한 규제도 완화되어야 하나 이를 위한 전제는 상호

되는 것이며 경쟁정책과 여타 지배구조와 관련한

주의나 국익을 고려한 전략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다른 제도의 정착이 현실화되면 폐지될 것임을 밝

이 문제에서는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혔다. 그리고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집행 방
향은 공동행위, 기업결합 등에 대한 심사와 제재에
집중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태규 연구위원은 현재 제작되는 국산영화의
절반 이상이 극장체인을 가진 대형영화사들에 의
해 투자₩배급되고 있으며, 이외 중형배급사들의

최형기 국장은 공산품 안전관리를 위해서 도입

배급능력까지 고려한다면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

되는 자율안전확인제도의 도입에 따른 다양한 전

을 갖춘 국산영화가 외국영화에 밀려 상영기회조

제와 이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해결되어야 할 많

차 주어지지 않는 경우는 대단히 드물 것이라고 주

은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제도의 장점에

장하였다. 따라서 영화계 일각에서 주장하는 스크

대해서 논의하였다. 특히 이 제도의 도입은 규제품

린쿼터 유지가 가지는 긍정적 효과는 별로 크지 않

질의 개선 관점에서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평

은 반면 이의 유지로 인해서 발생하는 다양한 통상

가가 있었다.

마찰로 인한 비용은 심각해지고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

(3) 제3세션

하였다. 스크린쿼터와 같은 직접규제보다 영화의
불법적 유통방지, 영화완성보증보험 등을 통한 영

정인석 교수는 이동전화 요금규제는 투자보수율

화시장 규모의 확대와 영화산업 투자활성화를 위

규제가 아니라 price cap 규제가 되는 것이 바람직

한 산업의 인프라스트럭처 정비에 더 중점을 두는

하며 현재 유효경쟁 확보를 명분으로 시행되고 있

것이 더 유효할 것이라는 대안을 이 연구위원은 제

는 비대칭규제가 오히려 요금경쟁을 저해함으로써

시하였다.

경쟁 자체를 시장에서 제거하고 담합적인 성격을
가지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 교수는 요금규제와
단말기 보조금을 포함한 각종 판매촉진책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 경쟁촉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선책이며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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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경제, 좋아지나?
- 5% 성장의 의미와 과제 │대│외│세미나│

본 세미나는 2005년 경제전망을 포함한 경제전반과 관련, 본원 출입기자들과
본원 연구진들간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여론 선도층에 대한 올바른 기업이미지
형성 및 본원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정립하고자 마련되었다.

1. 개최배경

3. 주요내용

본 세미나는 여론 선도층에 대한 올바른 기업이

2006년에 예상되는 약 5%의 성장률은 산출량

미지 형성 및 본원의 역할에 대한 인식 정립과 경

갭, 체감경기부진, 양극화 그리고 재정악화 등을

제현안 협의를 위한 대언론 네트워크 구축 및 관

고려할 때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우선 지난 3

심사안의 효율적인 홍보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

년(2003~2005년)간의 경기부진으로 실제 GDP가

되었다.

잠재 GDP를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년에
5%의 성장을 한다 해도 실제 GDP와 잠재 GDP의
괴리는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내년의 실제 GDP

2. 세미나 개요

가 잠재 GDP수준으로 복귀하려면 적어도 6.8%의
성장이 필요하다. 교역조건의 악화로 5%의 성장이

일시 : 2005년 11월 25일(금)~11월 26일(토)

5%의 소득으로 연결되지 않는 현실도 5% 성장이

장소 : 인천 하얏트리젠시호텔

미흡한 이유이다. 또한 우리경제에서 우려되고 있

발표 : 허찬국(본원 경제연구본부장)

는 양극화의 현상도 일부 구조적인 측면이 있으나

참석 : 본원 출입기자단 24명, 본원 및 전경련 임

성장침체에 따른 고용부진이 소득 양극화의 더 근

직원 15명

본적인 원인이다. 따라서 정부가 양극화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 분배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논리는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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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된 것이며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해결만이

원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둘째, 기업투자환경의 개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책이다. 한편 예견되

선을 통해 물적자본의 투자를 활성화하여 획기적

는 세수부족과 재정수요의 증대문제에 대처하기

인 생산성 증대를 이루어야 한다. 정부는 국민경제

위해서도 가능한 빠른 성장이 필요하다.

전체에 파급효과가 큰 부분에 역량을 집중하고 기
업은 반기업 정서의 근거를 제공했던 과거의 관행

현재의 회복세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정책과제로 첫째,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통해
다양한 조건과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인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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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에 노력하고 주변여건과 시류에 관계없이 기
업의 핵심역량 강화에 매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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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회 및 포럼
한경연 포럼
국제통상포럼
제도연구회
헌법연구회
기업구조와 전략연구회
한국 하이에크 소사이어티
브라운백 세미나

│연구회│및│포럼│

한경연 포럼

한경연 포럼은 경제현안에 관하여 재계, 정책담당자, 학계,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토대로 회원사들에게 쟁점이 되는 경제적 이
슈들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련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제공하고자 발
족되었다. 포럼은 매월 조찬형식으로 진행되며 2005년에는 총 9회의 포럼이 개
최되었다.

【제31회】

내용 : 선진경제로의 전환은 자유롭고 공정한 시

일시 : 2005년 1월 18일(화) 07:30~09:00

장경제로 가는 것을 의미함을 언급하고 투명하

주제 : 경제발전의 새로운 비전을 찾아서

고 공정한 경쟁에 반하는 행위와 구조는 과감히

발표 : 좌승희(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전)

개선할 필요성을 강조함. 이에 입각한 공정거래

본원 원장)

위원회의 역할과 함께 개정공정거래법 및 시행

내용 :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해 정부나 정치의 경

령개정안을 중심으로 올해 공정거래정책의 추진

제적 역할을“경제발전”
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방향을 제시함.

필요성이 있으며, 시장의 기능 또한 이러한 관점
으로 재해석할 필요성을 제기함. 이에 한국경제

【제33회】

의 회생을 위한 중₩장기적 발전전략으로 정부,

일시 : 2005년 4월 21일(목) 07:30~09:00

대통령, 정치권이 해야 할 일과 더불어 기업, 국

주제 : 2005년 노동정책 운용방향

민의 자세 등을 제시함.

발표 : 김대환(노동부 장관)
내용 :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에 대한 노사정간

【제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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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올 하반기에는 정부

일시 : 2005년 2월 16일(수) 07:30~09:00

가 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추진할 계획임을 언급.

주제 : 2005년도 공정거래정책방향

이에 대해 노사가 모두 불만을 갖고 있는 점을

발표 : 강철규(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잘 알고 있지만 이는 지나친 차별을 해소하고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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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장의 유연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균형 잡힌

고급화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를 높여야 함을 강

법안이기 때문에 정부안의 기본골격은 유지되어

조함. 혁신적 경영체제들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야 한다고 강조함.

데 반해 낡은 제도나 생각을 바꾸지 않으려는 고
집이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을 지적함.

【제34회】

일시 : 2005년 5월 25일(수) 07:30~09:00

【제37회】

주제 : 시장경제 창달과 기업가정신

일시 : 2005년 9월 29일(목) 07:30~09:00

발표 : 윤증현(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주제 : 고유가 전망과 에너지정책 방향

내용 : 시장경제의 과실을 제대로 향유하려면 경

발표 : 방기열(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제 전반에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함.

내용 : 국제유가의 상승요인으로 소비증가, 공급

특히 국가경제 전체의 국부증진을 위한 생산적

능력 취약 등 실물수급요인과 투기자본의 원유

인 경쟁구도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기업가정신

선물시장유입 등 투기 및 심리요인을 꼽음. 과거

에 입각한 기업가의 역할의 중요성과 더불어 기

보다 고유가의 영향이 약화되었으나 선진국에

업가 정신을 고취시킬 수 있는 감독노력이 중요

비하여 여전히 높음을 지적하고, 고유가에 대비

함을 강조함.

한 상시체제구축 필요성, 수송부문의 절약정책
강화, 에너지 문제의 국가적 어젠다화 등의 에너

【제35회】

지정책을 제시함.

일시 : 2005년 6월 16일(목) 07:30~09:00
주제 : 하반기 이후 우리경제, 어떻게 볼 것인가?

【제38회】

발표 : 허찬국(본원 경제연구본부장)

일시 : 2005년 10월 20일(목) 07:30~09:00

내용 : 하반기에는 소비회복으로 인한 내수개선

주제 : 사회양극화와 참여정부의 보건복지 정책

으로 4%대 후반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방향

일본식 장기불황 우려에서는 벗어날 수 있으나

발표 : 김근태(보건복지부 장관)

대외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인한 장기불황 진입

내용 : 외환위기와 그 처방으로 인해 한국경제가

가능성이 존재함을 지적함. 이에 대비한 정책과

심각한 양극화의 길로 접어든 이유는 영미식 경

제로서 민간자본과 외자유치를 통한 투자활성화

제시스템 도입에 따른 신자유주의의 영향이며,

방안 제시함.

한국경제시스템의 영미화가 유용한가에 관한 문
제제기에 이어 그 맹점을 지적함. 마지막으로 과

【제36회】

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발

일시 : 2005년 8월 25일(목) 07:30~09:00

굴, 남북경협과 통일, 사회적 대타협과 복지 등

주제 : 한국경제의 과제와 참여정부의 역할

의 해야 할 일을 제시함.

발표 : 박병원(재정경제부 차관)
내용 : 교육₩의료산업이나 문화산업 등은 고부가

【제39회】

가치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

일시 : 2005년 12월 15일(목) 07:30~09:00

로서 2만불 시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차별적

주제 : 2% 부족한 한국경제 -위험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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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 허찬국(본원 경제연구본부장)

서 기인하며 이는 고용악화와 관련이 깊음을 강

내용: 지속적인 내수회복세로 인해 2006년 국내

조함. 이에 지속성장을 위한 과제로서 인적자원

성장률은 4.9%로 전망함. 그러나 성장률이 5%

의 효율적인 활용 및 투자 활성화, 정부와 기업

가 되더라도 산출량 갭은 상당부분 해소되지 않

의 역할 제고 등의 방안 제시함.

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성장부진은 소득양극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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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포럼
│연구회│및│포럼│

국제통상포럼은 2005년 한 해 동안 더욱 활발해진 주요국의 FTA 체결, APEC
부산 개최 등을 계기로 날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대외경제 현안을 총 4회의 논
문 발표를 통해 다루었다.

1. 발족배경

적 이해의 부족과 이해집단간의 갈등은 원활한 교
역을 위해 극복해야 할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올해로 발족된 지 두 해를 맞고 있는 국제통상포

이처럼 변화하는 국제무역 환경 하에 향후 어떻게

럼은 무역의존도가 높고 개방화의 비중이 날로 커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

지는 한국경제가 처한 통상현안을 학계와 실무관

한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국제통상 환경변화에 대

련 전문가 등과 함께 논의하고 향후 통상정책 수립

한 체계적인 준비와 심도 있는 고려를 위해, 국제

에 있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자 2004년에 발

통상포럼은 통상문제 이외에도 개방경제 하에서의

족되었다. 한국이 GATT에 가입한지 37년이라는

거시정책, 국제금융 등 광범위한 대외경제 부문의

기간이 흘렀으며 그간 한국의 교역규모는 매우 빠

이슈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르게 성장했으나 95년 WTO 출범 이후 만연하고
있는 다자간 지역주의와 DDA 협상 진전에 따른
무역시장 개방압력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

2. 운영 및 인적구성

제의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미 싱가포르, 칠
레와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었고 일본과의

국제통상포럼은 경제학, 통상법, 국제금융, 무역

FTA도 매우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쌀 시장, 영

관련 실무자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대외경제 분야

화산업 등을 비롯한 다양한 시장개방 압력이 가중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기본적으로는 격월로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자유무역에 대한 경제

진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경제학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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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김영한(성균관대), 안덕근(서울대 국제대학원),

【제2회 모임】

안세영(서강대), 이시영(중앙대), 정재식(서강대),

일시 : 2005년 5월 19일(목)

통상법학 분야에서는 박노형(고려대), 최원목(이화

장소 : 본원 회의실

여대), 주요 연구원의 전문가 중에서는 강문성₩박

발표 : 이시영(중앙대 교수)

순찬(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번순(삼성경제연구

제목 : 스크린쿼터와 한국영화산업

소), 박해식(금융연구원), 정재호(조세연구원) 등이

주제 : 본 연구는 한국영화 흥행을 결정하는 요인

참여하고 있으며 무역관련 실무 분야에서는 박대

들을 분석하고, 특히 제도적 변수인 스크린쿼터

식(전경련), 이재민(한국수출입은행) 등이 참여하

제가 한국영화 흥행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함

고 있다.

께 분석하였다. 스크린쿼터 변수는 스크린쿼터
문화연대의 자료를 사용하여 스크린쿼터제가 효
과적으로 적용된 시기와 효과적으로 적용되지

3. 2005년 운영실적

않은 시기로 구분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이시영
교수는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스크

【제1회 모임】

린쿼터제보다는 저제작비/스크린수의 증가를 가

일시 : 2005년 2월 16일(수)

져오는 경제발전이 한국영화 흥행에 더욱 도움

장소 : 본원 회의실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끝으로 이시영 교수는

발표 : 박해식(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이 날 발표를 통해 우리 영화산업이 왜 스크린쿼

제목 : Japanese Vocal Intervention and the

터제도를 사수하려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정

Yen/Dollar Exchange Rate

치경제학적 접근을 통하여 설명하였다.

주제 : 일본 중앙은행의 구두개입이 엔/달러 환

율에 미치는 영향을 일별 데이터를 이용하여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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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모임】

펴보고 어떠한 경우에 구두개입이 실효를 거두

일시 : 2005년 7월 28일(목)

는지를 실증 분석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일본 중

장소 : 본원 회의실

앙은행의 구두개입이 엔/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

발표 : 이시영(중앙대 교수)

향을 일별 데이터를 이용하여 살펴본다. 이 날

제목 : LC와 무역제도

발표된 박해식 연구위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주제 : 신용장 방식의 대금결제 선택에 영향을 주

일본 통화정책 당국은 일반적으로 엔/달러 환율

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활용한

을 의도한 범위내에 안정시키기 위해 주로 구두

선행연구들이 있으나 신용장방식의 대금결제가

개입에 의존하며 반복적인 구두개입이 효과를

감소되고 원인에 대한 실증분석은 이루어지지

갖지 못할 경우에만 실제로 개입한다. 또한 구두

않았다. 또한 신용장 방식의 대금결제 감소에 대

개입은 엔화 절상보다 엔화 절하를 시도할 경우

한 방안으로 수출보험의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

더 효과적이며, 끝으로 구두개입은 실제 개입이

고 주장하지만 역으로 수출보험활용이 신용장의

뒷받침될 때 더 효과적이라는 기존의 견해와 달

활용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하여서는

리 실제 개입이 뒤따르지 않는 경우에도 효력을

분석한 선행연구가 없다. 이시영 교수와 전성희

나타냄을 발견했다.

순천대 교수가 공저한 이 논문에서는 이상의 이

2005년 시장경제연구백서

슈들을 새롭게 접근한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특

지역적 측면과 글로벌 측면으로 나누어 접근하

히 무역실무차원에서 논의된 견해를 학문적 차

고 있다. 김소영 교수는 국가간 거래되는 금융자

원으로 개선시키는데 주력하였다. 이시영 교수

산의 크기를 측정한 뒤, 중력모형(gravity

의 논문은 제도적 대체관계와 신용장방식의 사

model)을 이용하여 양국간 금융자산 거래가 어

양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면서 무역 제도의 대

떠한 형태의 자산에서 더 활발한지를 분석하고

체관계를 새로이 규명하는데 본 연구의 공헌이

끝으로 동아시아 국가간 소비위험분산의 정도를

있다고 보인다.

측정하였다. 김소영 교수는 이 날 발표를 통해
동아시아 국가간 금융자산 거래는 주식 형태보

【제4회 모임】

다 은행을 통한 채권 거래 형태의 비중이 크며,

일시 : 2005년 10월 14일(금)

동아시아 국가의 소비위험분산은 역내 국가보다

장소 : 본원 회의실

역외 국가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

발표 : 김소영(고려대 교수)

견하였다. 이는 동아시아 국가의 낮은 소비위험

제목 : Regional and Global Financial Integration

분산 정도는 주식 등 금융자산에 대한 역내 금융

in East Asia

시장 발달이 미비한 탓이라는 시사점을 도출하

주제 : 김소영₩신관호₩이종화(고려대 교수)가 공

고 있다.

저한 이 논문은 동아시아 금융시장 통합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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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및│포럼│

제도연구회

제도연구회는 우리 사회의 경기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여러 주제를
발표하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고 있다. 2005년에는 월례세미나를 통해서
3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1. 발족배경

의 제도개혁 과제와 방향’그리고‘자유주의와 한
국사회’
라는 제목으로 두 번의 대외세미나를 개최

제도연구회는 1998년 9월 본원의 연구진이 중

하였고 2004년에는 서울대와 함께 Economic

심이 되어 출범하였다. 제도연구회는 제도문제들

Reforms in East Asia: New Institutional

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뿐 아니라 사회학적, 정치학

Economics Perspectives란 제목으로 국제세미나

적 현상까지도 논의하는 장소이다. 이론적인 내용

를 개최하였다. 한편 그동안 발표된 논문들을 별도

과 경험적 연구를 발표하고 토론함으로써 우리 사

의 심사과정을 거쳐서『제도연구』
시리즈의 단행본

회 구성원의 활동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제도에

으로 출간하고 있다. 현재까지『제도연구』
시리즈

관한 연구를 촉진하며 이와 관련된 바람직한 정책

는「제도와 경제발전」
,「한국의 제도개혁 과제와

적 합의도 논의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방향」
,「자유주의와 한국경제」
등 총 6권의 단행본
이 발간되었고 특집호로「모두 잘사는 나라 만드
는 길」
이라는 3권짜리 특집호도 발간하였다.

2. 운영 및 인적구성
제도연구회는 각 분야에서 활약하는 80여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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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연구회는 월례세미나를 통해 논문을 발표하

학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제 제도연구는 경제학

고 이를 토론함으로써 한국사회에 대한 다양한 제

을 비롯한 사회과학 연구의 중요한 방법론 및 대상

도문제들을 논의하였다. 또한 2000년에는‘한국

으로 자리 잡혀가고 있다. 본원은 제도연구회를 운

2005년 시장경제연구백서

영하면서 우리 사회의 룰인 제도에 대한 연구가 사
회과학의 중요한 연구방법으로 자리잡혀 갈 수 있
도록 노력하고 있다.

【6월】

2005년 6월 3일(금) 본원 세미나실에서 서울대
경제학부의 이영훈 교수가『중₩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그려진 한국경제의 모습』
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강원대 민경국 교수와

3. 2005년 운영실적
【3월】

연세대 유정식 교수의 토론이 있었다.
【7월】

2005년 3월 23일(수) 본원 세미나실에서 서울

2005년 7월 21일(목) 본원 세미나실에서 미국 일

대 경제학부의 이승훈 교수가 최근 출간한『재벌

리노이대 경제학과 조인구 교수가“Optimization

체제와 다국적 기업』
이라는 저서에 대하여 발표하

and the Price of Anarchy in a Dynamic

였고 국가전략경영연구원 원장인 양수길 박사와

Newsboy Model”
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고 이에

연세대 이제민 교수의 토론이 이어졌다.

대하여 조세연구원 김진 박사의 토론이 진행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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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회

헌법연구회는 우리 헌법의 바람직한 개정방향과 헌법에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논
의하기 위하여 법, 경제, 정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모임이다.
2005년 2차례의 모임을 통해 헌법에 대한 주요 이슈와 그 개정방향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1. 발족배경

2. 운영 및 인적구성

헌법은 한 국가사회의 가치관을 담는 가장 축약

헌법연구회는 헌법적 가치와 헌법개정에 대한

된 문서이다. 최근 대통령 탄핵, 수도이전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며 각 주제별로 발표

위헌 결정논란 그 밖에 여러 중요한 위헌소송 등으

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중요

로 인하여 헌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자

한 헌법관련 이슈도 함께 토론하여 법치주의의 정

리 잡아 가고 있다. 또한 진보와 보수, 개혁과 수

착과 헌법의 역할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을 하고

구, 좌파와 우파 등으로 첨예한 대립이 심해져 가

있다. 헌법연구회에서는 이와 같은 주제별 연구와

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 헌법과 이에 대한 개정 방

토론을 거쳐 우리사회의 중요한 헌법적 가치가 무

향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헌법연구회는 본

엇인지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에 근거하여 바

원이 주축이 되어 2003년 4월에 발족되었다. 헌법

람직한 헌법개정방향을 논의하고 그 개정(안)을 작

연구회는 날로 그 비중을 더해가고 국민적 관심이

성하며 이를 우리사회의 공론화를 위한 자산으로

커져가는 헌법과 그 개정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있다.
헌법연구회는 법학자, 법률가 및 경제학자가 주
축이 되어 결성되었다. 그러나 중요한 논의를 위하
여 정치학자, 사회학자, 행정학자 등과도 격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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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토론의 기회를 갖는다. 현재 헌법연구회에 참여

였다. 이에 대한 여러 참석자들의 논의가 있었다.

하는 법학자 및 법률가로는 강경근(숭실대), 김동

특히 외부 인사로서 이진순 숭실대 교수와 KDI 국

건(배재대), 박선영(가톨릭대), 이석연(이석연 법률

제정책대학원의 유정호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초청

사무소)등이 있으며 경제학자로는 자유기업원의

받아 경제헌법 개정안에 대한 논평을 하였다. 이밖

김정호 원장과 본원의 노성태 원장, 황인학 연구조

에 본원의 초빙연구위원으로 있는 곽태원 서강대

정실장, 이수희 기업연구본부장, 이주선 선임연구

교수, 이영선 연세대 교수 그리고 나성린 한양대

위원, 조성봉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교수와 헌법연구회 회원간의 토론이 있었다.
【제2회 모임】

3. 2005년 운영실적

2005년 11월 4일 본원 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
고, 이 자리에서는 숭실대 강경근 교수가 통치 및

【제1회 모임】

권력구조에 대한 헌법개정안을 작성하여 발표하였

2005년 3월 11일 본원 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

다. 일본 창가대학의 초빙연구원으로 있는 주덕규

고, 이 자리에서는 헌법의 경제조항들에 대한 개정

박사와 헌법연구회 회원간의 바람직한 헌법 개정

안을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이 작성하여 발표하

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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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와 전략연구회

기업구조와 전략연구회는 경제의 기본단위인 기업조직과 관련된 학술 토론 및 연
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젊은 소장학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되었다. 2005년
에는 8차례의 연구발표회를 통해 기업구조와 전략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이 이루
어졌다.

1. 발족배경

으며, 2002년에도 기업의 성장전략과 관련된 베인
&컴퍼니의『Profit from the core』
를『핵심에 집

기업구조와 전략연구회는 경제의 기본단위인 기

중하라』
는 제목으로 공동 번역서를 출판하였다.

업조직과 관련된 학술 토론 및 연구 프로젝트를 수
행하기 위해 젊은 소장학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되

연구회는 소장 경제학자와 경영학자들로 구성

었다. 연구회는 매월 연구발표회를 개최하고 있으

되어 있으며, 이근(서울대, 연구회장), 이우관(한

며 필요에 따라 공동 학술연구, 공동 프로젝트를

성대), 곽만순(카톨릭대), 진태홍(홍익대), 김용렬

수행한다.

(홍익대), 박영렬(연세대), 최경규(서울대), 강명헌
(단국대), 최정표(건국대), 장지상(경북대), 조성욱
(서울대), 정균화(고려대), 김진방(인하대), 김건식

2. 운영 및 인적구성

(서울대), 장하성(고려대), 김기원(방송통신대), 황
인학(본원), 김현종(본원), 최인철(삼성경제연구

1996년 연구회 모임 결성과 함께 첫 공동 프로
젝트로 동경대 아오키 교수의『비교경제제도론』
을
『기업시스템의 비교경제학』
이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판하였다. 2001년에는『외환위기 이후 기업환경
변화와 기업 성과』
라는 공동 연구를 수행한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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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등 총 79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며, 송홍선(예
금보험공사)이 현재 간사를 맡고 있다.

3. 2005년 운영실적

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규제제도들이 경제력
집중의 심화를 방지하는 데는 얼마나 기여하였

【2월 연구발표회】

발표 : 이근₩정무섭(서울대 교수)

는지 알 수 없었고,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였다는
증거는 찾기 어려웠다.

주제 : What makes the firm profitable in

the long run: The Korean firms compared

【6월 연구발표회】

with the forerunning firms

발표 : 강원(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내용 : Zook & Allen(2001)의 Profitable

주제 : 국내 상장제조사의 지배유형별 성과와 가치

Sustained Growth 개념을 이용하여 한국 상장

내용 : 2000년도 상장제조사를 연구대상으로 하

기업들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선진국과 비교할

여 지배방식의 유형과 경영성과, 기업가치의 관

때, 한국기업은 성장지향적이라는 사실을 확인

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영성과 측면에서

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주주에 대한 수익측면

는 영미식 지배구조에서 먼 유형이 더욱 우수하

에서 성과가 미약하다는 사실 또한 확인하였다.

였고 기업가치 면에서는 주요 외국인 주주와 간
접지분을 통제하였을 때 두 유형간 차이가 발견

【4월 연구발표회】

되지 않았다. 또한 소유-지배 간의 괴리는 재벌

발표 : Almas Heshmati(서울대 기술정책대학

기업의 가치를 하락시키지 않았으나 간접소유기

원 교환교수)

업(준재벌)의 가치는 하락시켰다. 전문경영기업

주제 : Dynamics of Capital Structure: The

에서 주요 외국인 주주의 감시는 경영효율성의

Case of Korean Listed Manufacturing

제고보다는 적대적 M&A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

Companies

으로 나타났다.

내용 : 한국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동태적 재

무구조 모형을 개발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

【8월 연구발표회】

의 제조업체들은 위험에 대하여 더 기피적이 되

발표 : 김진방(인하대 교수)

었으며 부채를 통한 자금조달보다 내부자금조달

주제 : 한국 재벌의 소유구조

을 선호하게 되었다. 특히 확장하면서도 수익성

내용 : 1997~2003년 재벌기업의 소유구조를 분

이 좋은 기업들의 경우 확장기회 및 수익성과 부

석하고 유형화하였으며, 소유구조 변동의 동학

채간에 역의 관계가 나타났다.

에 대해 발표하였다.

【5월 연구발표회】

【9월 연구발표회】

발표 : 최정표(건국대 교수)

발표 : 장덕진(서울대 교수)

주제 : 기업집단제도 지정의 유효성에 관한 실증

주제 : Rooted networks: equity holding

연구

structure of chaebol business groups,

내용 : 재벌에 대한 직접규제 조항인 직접상호출

1997~2002

자금지, 출자제한제도, 채무보증금지 등이 경제

내용 : 네트워크 이론을 재벌 소유구조에 적용하

력 집중을 완화하는데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실

고, status ratio 개념과 transitivity 개념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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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재벌 소유구조의 진화방향을 분석하였다.

【11월 연구발표회】

발표 : 이근(서울대 교수)
【10월 연구발표회】

발표 : 문휘창(서울대 교수)

Developing Countries: An Extension of the

주제 : An integrated approach to academic

Resource-based Theory of Firm Growth

business strategies and consulting

내용 : 여러 개발도상국의 기업으로부터 획득한

business tools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기업이 성공적으로 확

내용 : 다양한 비즈니스전략모델들을 소개하고,

장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저

현실에 존재하는 컨설팅기업의 컨설팅모델들은

성장 기업은 자본과 인적자본에 의존하는 성향을

마이클 포터의 다이아몬드모형의 특수한 형태

나타내었으며 고성장 기업은 경영자 능력 및 기

이며, 최근의 블루오션 전략도 여기서 예외일

술개발에 의존하는 성향을 나타내었다.

수 없다는 것을 사례분석, 비교분석 등을 통해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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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하이에크 소사이어티
│연구회│및│포럼│

한국 하이에크 소사이어티는 자유주의 연구를 통해 정치, 경제, 교육, 언론, 복지
등 한국 사회의 모든 부문에 자유주의의 풍토를 조성하고 자유주의 법제도적 기초
를 확립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2005년 한 해 동안 6회의 월례회가 개최되었다.

1. 발족배경

2. 운영 및 인적구성

한국 하이에크 소사이어티는 하이에크, 밀튼 프

회 장 : 김영용(전남대 교수)

리드만, 미제스 등 고전파 자유주의 전통사상을 연

부회장 : 정기화(전남대 교수)

구하고 변화된 사회 경제적인 환경과 한국적 상황

이 사 : 강위석(경제평론가, (전)에머지 새천년

을 고려하면서 자유주의 사상을 발전시키는데 설

대표이사)

립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자유주의 사상을 경제학

이 사 : 민경국(강원대 교수)

분야에 그치지 않고 철학, 법학, 정치학 등 다양한

이 사 : 안재욱(경희대 교수)

분야로 확대₩종합하여 이론적이고 정책적으로 발

감 사 : 조동근(명지대 교수)

전시키는데 집중하고 있다. 한국 하이에크 소사이

간 사 : 기정우(전남대 교수)

어티는 이러한 연구를 통해 정치, 경제, 교육, 언

간 사 : 박현철(성균관대 교수)

론, 복지 등 한국 사회의 모든 부문에 자유주의의
풍토를 조성하고 자유주의 법제도적 기초를 확립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3. 2005년 운영실적
한국 하이에크 소사이어티의 주요 사업은 월례회
및 심포지엄을 개최하는데 있다. 월례회 및 심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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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을 통하여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연구하고 현실

【8월 월례회】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하이에크

일시 : 2005년 8월 26일(금) 17:00

소사이어티의 월례회 운영실적은 다음과 같다.

발표 : 김경수(성균관대 교수)
논문 : 동아시아 경제는 다른가?

【3월 월례회】

- 외환위기 예측으로 본 동아시아 경제

일시 : 2005년 3월 26일(토) 12:00
발표 : 김이석(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
논문 : 교육시장과 자생적 질서

【9월 월례회】

일시 : 2005년 9월 30일(금) 18:30
발표 : 주계영(경희대 교수)

【5월 월례회】

논문 : 법치와 인치: 문화의 경제적 귀결

일시 : 2005년 5월 13일(금) 17:00
발표 : 강위석(경제평론가)
논문 : 선교와 자유

【12월 월례회】

일시 : 2005년 12월 2일(금) 17:00
발표 : 김한응(바른사회 시민회의 공동대표)

【6월 월례회】

일시 : 2005년 6월 24일(금) 17:00
발표 : 김우택(한림대 교수)
논문 : 풍요와 가난의 갈림길은?

- 북미와 라틴아메리카의 역사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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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Flat Tax(단일세) 개혁

브라운백 세미나
│연구회│및│포럼│

브라운백 세미나는 오찬시간을 이용하여 본원 연구위원들이 현안 이슈에 대한 정
책적 의견을 검토하는 형식의 세미나이다. 각종 담당 분야의 전문가들인 본원의
연구위원들은 각 현안 이슈마다 다양한 시각으로 논의를 전개하여 의견을 모으고
있다. 브라운백 세미나는 현안 이슈를 발제한 발표자가 토의과정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후속 연구를 수행하고 정책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1. 발족배경

2. 내용

브라운백 세미나는 다양한 분야의 현안 이슈에

2005년 한 해 동안 총 21회의 브라운백 세미나

대한 연구위원들의 정책적 의견을 모아보자는 생

가 개최되었다. 발표된 발제내용은“국책사업의

각에서 2004년 2월 9일 처음 개최되었다. 본원은

표류 및 정책 혼선”
,“최근 부동산(주택) 가격변동

민간 종합경제연구소로서 경제 각 분야의 전문가

과 정책대응”
,“방송매체간 교차소유”
와 같은 경제

들로 구성되어 있어 브라운백 세미나를 통해 각 분

학적 현안 이슈를 포함하고 있으며,“한국사회의

야의 연구 아이디어를 결집하는 시너지 효과를 창

진보와 보수”
,“생명공학의 육성과 쟁점사안들”
,

출하고 있다. 브라운백 세미나는 현시성을 목적으

“영화산업내 수익배분의 경제학”
,“성매매특별법

로 현안 이슈에 대한 발제와 참석 연구위원들의 토

에 대한 경제학적 검토”
와 같이 사회₩문화₩과학 분

론으로 이루어진다. 현안 이슈를 발제한 발표자는

야에서 첨예하게 대두되고 있는 이슈도 포함하고

토의과정에서 나온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있다. 아울러“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

하여 후속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현안 이슈에 대한

나“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기본법률(안) 검

정책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토”
와 같은 공공경제학적 이슈도 함께 다루었다.
세미나의 형식에 있어서도 외부에 개방함으로써
현안 이슈와 관련하여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였다. 2005년도에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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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브라운백 세미나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7회】

일시 : 2005년 3월 28일
주제 : 국가경쟁력의 개념과 측정방법 및 한국의

3. 2005년도 운영실적

경쟁력추이
발표 : 이영선(초빙연구위원)

【제1회】

일시 : 2005년 1월 10일

【제8회】

주제 : 한국의 시장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일시 : 2005년 5월 16일

발표 : 이인권

주제 : 항공사 마일리지에 대한 검토
발표 : 조성봉

【제2회】

일시 : 2005년 1월 24일

【제9회】

주제 : LG카드사태의 논쟁점

일시 : 2005년 5월 30일

발표 : 안순권

주제 : 역외 NDF 선물 시장과 국내 외환시장
발표 : 송정석

【제3회】

일시 : 2005년 2월 15일

【제10회】

주제 :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현안 이슈

일시 : 2005년 6월 13일

발표 : 이준(조선일보 경제부장)

주제 : Diamond Fund의 사례분석
발표 : 한광석

【제4회】

일시 : 2005년 2월 28일

【제11회】

주제 : 한국사회의 진보와 보수

일시 : 2005년 6월 27일

발표 : 현승윤(한국경제신문 기자)

주제 : 국책사업의 표류 및 정책 혼선
발표 : 배상근

【제5회】

일시 : 2005년 3월 14일

【제12회】

주제 : 주식시장관련 현안 이슈

일시 : 2005년 7월 11일

발표 : 이철순 (우리증권 투자전략팀장)

주제 : 방송매체간 교차소유
발표 : 최충규

【제6회】

일시 : 2005년 3월 21일

【제13회】

주제 :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

일시 : 2005년 7월 19일

발표 : 김상겸

주제 : 최근 부동산(주택) 가격변동과 정책대응
발표 : 김상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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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제18회】

일시 : 2005년 7월 25일

일시 : 2005년 10월 10일

주제 : 국가장기비전

주제 :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경제학적 검토

발표 : 이수희

발표 : 이주선

【제15회】

【제19회】

일시 : 2005년 8월 22일

일시 : 2005년 10월 24일

주제 : 수도권 규제에 대한 검토

주제 : 노사관계 선진화에 대한 몇가지 단상

발표 : 임상준 (초빙연구위원)

발표 : 박성준

【제16회】

【제20회】

일시 : 2005년 9월 12일

일시 : 2005년 11월 28일

주제 : 영화산업내 수익배분의 경제학

주제 :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기본법률(안)

발표 : 이태규

검토
발표 : 정연호

【제17회】

일시 : 2005년 9월 26일

【제21회】

주제 : 잠재성장률의 의미

일시 : 2005년 12월 5일

발표 : 허찬국

주제 : 생명공학의 육성과 쟁점사안들
발표 : 이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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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자료 서비스 및 학술지 발간사업
정보자료 서비스 사업
『규제연구』발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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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여 정보자료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정보자료 서비스사업은 본원의 연구발
간물을 게재하는‘연구자료’항목, 유용한 경제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KERI
뉴스’항목, 현안 경제이슈에 대한 분석 자료를 제공하는‘경제이슈분석’항목,
회원사 임직원 및 회원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신속히 제공하는‘도서정보’항목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1. 사업의 목적

구자료’항목은『연구보고서』
,『경제전망과 정책
과제』,『Economic Bulletin』,『정책보고서』,

정보자료 서비스 사업은 21세기 디지털 시대를

『Working Paper』
,『규제연구지』
,『제도연구지』
,

맞아 회원사 임직원 및 일반회원에 대한 온라인 정

『세미나자료』등 본원에서 발간되는 모든 자료의

보서비스를 강화하고, 회원사 임직원과의 사이버

전문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기업경영에 관련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상호 효율적인 정보교류의

정부정책 등에 대한 분석이나 최근 경제동향 및 전

장으로 발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사이버 공

망을 제공하여 능동적인 기업경영전략수립, 최근

간에서 각종 경제이슈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을 제

경기 및 경제정책에 대한 이해 등에 도움을 주고

공하여 시장경제원리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도

있다.

모하고 본원이 주장하는 경제정책을 홍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다음으로 국내외 경제동향, 경제관련 주요 정보,
본원 관련 소식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는‘KERI 뉴
스’항목은 경제₩경영뉴스, 사설/칼럼, 정부정책/

2. 사업의 주요 내용

전망, 통계자료 등을 매일 게재하는「주요 경제정
보」
,「KERI 관련기사」
,「언론기고」
,「보도자료」

본원이 제공하는 온라인 정보서비스(www.
keri.org)의 주요 컨텐츠는 다음과 같다. 우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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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이 발간한 자료를 홍보하는「발간도서」등으로

<표 1> 컨텐츠 내역

구성되어 있고, 원문복사 서비스의 경우 회원사에

서비스명

내용

게재 주기

연구
자료

본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자료의 전문
제공

수시

주요 경제정보 : 경제₩경영뉴스,
사설/칼럼, 정부정책/전망, 통계자료

매일

KERI 관련 기사

수시

언론기고

수시

으며 그 결과, 2003년 2월 개편 당시 평균 540명

보도자료

수시

에 불과했던 일일 방문자수가 2005년 12월 현재

KERI
뉴스

게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원은 급변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
하여 위와 같은 정보자료 서비스사업을 수행해 왔

전문가 칼럼
경제이슈
경제상식의 허와 실
분석
전문가 Q&A(회원사 무료)

주 1회

1,247명으로 증가하였고, 총회원수는 25,415명에

주 1회

이르고 있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정책연구DB 주요 기업관련 정책 및 정보DB

년 1회

포럼

도서
정보

수시

동호회 및 연구회 등의 커뮤니티 형성

수시

발간도서

수시

KERI 서평

격주

소장도서 검색 및 원문복사 서비스
(회원사 무료)

수시

<표 2> 회원현황 (2005.12.6 기준)
◈ 일일 방문자수
월별

방문자수(평균)

1월

1,250

2월

998

3월

1,050

4월

1,109

‘경제이슈분석’항목에서는 시장경제논리 및 친

5월

1,092

기업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전문가 칼럼」
과

6월

1,148

「경제상식의 허와 실」코너에서 새로운 내용을 매

7월

907

주 게재하고 있고「전문가 Q&A」코너에서는 경제
문제에 대한 전문가의 성실한 진단 및 응답을 회원
사 회원들에게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8월

959

9월

1,187

10월

1,346

11월

1,359

12월

1,247

또한 회원사 및 일반회원의 관심이 매우 높고 반
드시 알아야 할 기업관련 주요 정책 및 정보에 대

◈ 총 회원수 : 25,415명
월별

일반회원

회원사회원

총회원수

1월

15,880

2,925

18,805

2월

16,163

2,986

19,149

영하고 있으며, 연구회 및 동호회 등의 커뮤니티

3월

16,631

3,050

19,681

형성을 위한‘포럼’항목에선 본원, 회원사 임직원

4월

17,104

3,104

20,208

한 각종 자료들을 본원의 관련 분야 연구진이 직접
검토하고 선정하여 DB화한‘정책연구 DB’
를운

및 회원간의 정보교류를 위한 사이버 네트워크 형
성에 일조하고 있다.
한편‘도서정보’항목에선 회원사 임직원 및 회
원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신속히 제공하는「소장도

5월

17,783

3,165

20,948

6월

18,373

3,236

21,609

7월

18,700

3,287

21,987

8월

19,018

3,329

22,347

9월

19,698

3,405

23,103

10월

20,573

3,480

24,053

서 검색 및 원문복사 서비스」
, 경제₩경영관련 도서

11월

21,655

3,557

25,212

에 대한 전문가 리뷰를 게재하는「KERI 서평」
,본

12월

21,845

3,570

2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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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전문가 칼럼 게재 리스트
일자
1/4
1/11
1/18
1/25
2/1
2/8
2/15
2/22
3/2
3/8
3/15
3/22
3/29
4/7
4/12
4/19
4/26
5/3
5/10
5/17
5/24
5/31
6/7
6/14
6/21
7/5
7/12
7/19
7/26
8/2
8/9
8/16
8/23
8/30
9/6
9/13
9/15
9/20
9/27
10/4
10/11
10/18
10/25
10/26
11/1
11/5
11/8
11/15
11/22
11/29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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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05년, 우리 경제에 대한 기원
코미디 같은 적대적 M&A 대책
청년실업의 해법은 무엇인가
기업도시는 규제개혁의 인큐베이터 되어야
남발되는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육성
대규모 국책사업의 표류와 교토의정서 발효
사병 구타 사건과 재산권
천성과 이상의 충돌
한은보고서와 외환시장
빈부격차 완화 대책은 없는가?
부품소재산업 육성, 기업간 협력이 중요하다
한덕수 경제팀에 바란다
중장기비전, 왜 필요한가?
‘투명성 함정’에 빠진 공시규제 강화
국제유가: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
공정위의 기능 재정립을 위한 제언
돈을 왜 사용하는가?
교육투자로 노령사회 대비해야
외국자본 규제, 어떻게 할 것인가
중소기업보다는 좋은 중소기업을 찾아내는 히딩크를 지원하여야
중소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제언
기업결합의 두 얼굴
금융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과 그 방법에 관한 제언
남북경협과 우리 정부의 역할
한국경제의 드라큘라 백작, 일본식 장기불황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면
경품의 경제학적 의미
노조의 경영참여
음악은 왜 2 채널인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PEF
지금 금리인상이 필요치 않은 이유
시민단체 재벌개혁 주장의 문제들
안개 걷혀야 투자 는다
단일화폐의 역설: 수우프와 마술 손톱
성장잠재력을 높이려면
2005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규제
한국에는 왜 미디어 그룹이 없을까?
기업집단 관리방식의 진화방향
작은 정부의 추억
보이는 손의 부작용 감축방안: 시장적인 방법과 투명성에 의한 방법
한국의 시장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규제영향분석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면
소득세율인하는 부자들만의 잔치인가?
공교육 정상화의 한 가지 해법
중국에서 본 한류의 실상
선의(善意)의 비용을 고려해야
공기업 민영화, 하려면 제대로 하여야
기업투자환경 개선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야
숙의 민주주의의 본질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차별성

2005년 시장경제연구백서

저 자
김상겸(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현종(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박성준(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상준(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박승록(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배상근(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영용(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복거일(소설가, 사회평론가)
송정석(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안순권(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병기(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나성린(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이수희(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동근(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박진근(연세대 명예교수)
이인권(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주선(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영선(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이태규(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조성봉(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병기(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최충규(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한광석(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정연호(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허찬국(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상겸(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현종(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박성준(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황인학(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두열(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
배상근(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신종익(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이병기(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송정석(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안순권(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상겸(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임상준(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최충규(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수희(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재우(동의대 경제학부 교수)
양채열(전남대 경영학부 부교수)
이인권(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주선(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곽태원(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이우관(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박승록(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태규(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조성봉(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병기(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정연호(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한광석(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규제연구』발간사업
│규제연구│발간│사업│

『규제연구』
는 규제와 경쟁정책관련 연구를 촉진시켜 규제완화, 경쟁촉진 등에 대
한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수준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
장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기여하고 있다.

1. 발간배경 및 목적

2. 발간내용

불필요한 규제의 완화는 경쟁을 촉진하고 효율

『규제연구』
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연 2회 발간되

적인 시장경제구축의 근간을 이룬다. 그러나 규제

고 있다. 게재대상이 되는 논문은 규제완화와 경쟁

관련 연구가 아직은 미흡하고 전문연구인력의 풀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이론적, 실증적 논문이나

(pool)도 크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또한

정책적 시사점이 있는 논문으로 주로 규제와 경쟁

『규제연구』
를 제외하면 규제관련 연구결과물을 게

정책 관련 논문들이다.

재할 마땅한 전문지도 없다. 이러한 현실에서『규
제연구』
는 국내 유일의 규제전문학술지로 규제관

『규제연구』
는 엄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채택된

련 연구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논문만을 게재한다. 투고된 모든 논문은 2명의 심

2002년부터는 한국규제학회의 학회지로 발간되고

사위원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 심사결과 2명의 심

있으며, 2003년부터는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

사위원 모두에게 B이상의 평가를 받지 못하면 투

보학술지로 선정되었다.『규제연구』
가 등재후보학

고된 논문은 게재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

술지로 선정됨에 따라 규제관련 연구에 대한 기여

어『규제연구』
에 게재되지 못한다.『규제연구』
에

도가 더욱 증대되고 있다.

투고된 논문 중 게재되지 못하는 기각률은 50%를
넘는다. 이와 같은 엄격한 심사는 높은 수준의 논
문만을 게재함으로써『규제연구』
가 규제전문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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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서 명성과 위상을 유지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한 새로운 접근」
,「규제개혁의 조직화와 운영규칙

하고 있다.

에 관한 연구」
,「안정적 복권기금확보를 위한 복권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으로 총 7편의 논문을 게재

2005년 상반기에 발간된 제14권 제1호는「지방

하고 있다.

자치단체 규제정비 방식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
구」
,「출자총액규제의 근거와 소유-지배 괴리지표
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구조개편 이전과 이후 전

3. 평가

력산업의 사회적 후생손실규모」
,「퇴직의사결정의

240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연금수급제도의 개선방

『규제연구』
는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

안」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의 경제적 파급효과」
,

서 제기되는 규제이슈와 경쟁정책 이슈를 다룬 우

「우리나라 금융감독 및 자율규제체계에 관한 연

수한 논문을 게재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규제관련

구」
,「부실금융기관의 관리인에 관한 연구」
로총7

전문학술지이다. 이를 통해 규제와 경쟁정책 관련

편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하반기에 발간된 제14권

연구를 촉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논문들이 세상에

제2호는「시장진입장벽에 따른 조세지원효과의 행

널리 알려지도록 함으로써『규제연구』
는 사회 전

태변화에 관한 실증적 연구」
,「규제개혁 국제지수

분야에서 규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의 개발」
,「독점규제법상 최고재판매가격유지행위

규제를 완화하며 경쟁을 촉진하여 시장경제가 원

규제의 개선방안」
,「병역제도의 전환 가능성과 한

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높은 기여를 하고 있

계에 대한 소고」
,「단순성매매 규제의 법정책에 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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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회 및 회장단

◈ 이사회

◈ 회장단

구 분

성 명

소 속

비 고

성 명

회 장

강 신 호

동아제약㈜

전경련 회장

이 건 희

삼성전자㈜

부회장

조 석 래

㈜효성

전경련 부회장

구 본 무

㈜LG

〃

원 장

노 성 태

한국경제연구원

김 승 연

대한생명보험㈜

〃

조 건 호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 상근부회장

조 양 호

㈜대한항공

〃

박 삼 구

금호산업㈜

전경련 부회장

정 몽 구

현대자동차㈜

〃

이 웅 열

㈜코오롱

전경련 부회장

현 재 현

동양시멘트㈜

〃

이 학 수

삼성구조조정본부

이 준 용

대림산업㈜

〃

강 유 식

㈜LG

신 동 빈

롯데쇼핑㈜

〃

정 순 원

㈜로템

최 용 권

삼환기업㈜

〃

신 헌 철

SK㈜

김

㈜삼양사

〃

이 승 윤

전 부총리

박 영 주

이건산업㈜

〃

김 수 곤

한국노동교육원

류

㈜풍산

〃

라 웅 배

전 부총리

허 영 섭

㈜녹십자

〃

김 진 현

세계평화포럼

이 구 택

㈜포스코

〃

박

한국은행

최 태 원

SK㈜

〃

윤 석 범

연세대

김 준 기

동부건설㈜

〃

윤 병 철

한국 FPSB 협회

구 자 경

전경련 명예회장

김 세 원

서울대

유 창 순

〃

송 병 락

서울대

김 각 중

〃

이 윤 호

LG경제연구원

송 인 상

㈜효성

김 준 성

이수화학㈜

〃

김 상 홍

㈜삼양사

〃

최 종 환

㈜삼환까뮤

〃

윤

진

회사명

비 고
전경련 부회장

이 사

감 사

승

전경련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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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원사
회사명

244

성명

회사명

성명

회사명

성명

기아자동차㈜

조남홍

㈜대교홀딩스

강영중

우리투자증권㈜

박종수

㈜농심

이상윤

대구도시가스㈜

김영훈

㈜웅진씽크빅

윤석금

대상㈜

임동인

㈜대림코퍼레이션

박준형

㈜유한양행

차중근

대성산업㈜

김영대

대신증권㈜

김대송

유한킴벌리㈜

문국현

동국제강㈜

장세주

㈜대우건설

박세흠

일신방직㈜

김영호

㈜동아일렉콤

이건수

대우증권㈜

손복조

일진전기㈜

허진규

동양물산기업㈜

김희용

대한생명보험㈜

신은철

제일모직㈜

제진훈

동양제철화학㈜

이수영

대한전선㈜

임종욱

㈜SC제일은행

동양종합금융증권㈜

박중진

대한제분㈜

이종각

㈜조흥은행

존 필머리디스
최동수

㈜동원 F&B

박인구

대한투자증권㈜

조왕하

GS건설㈜

김갑렬

두산중공업㈜

김대중

㈜대한펄프

최병민

㈜진로

하진홍

롯데제과㈜

한수길

동부아남반도체㈜

윤대근

㈜케이씨씨

김춘기

삼남석유화학㈜

김경원

동부제강㈜

김정일

㈜케이이씨

장

삼부토건(주)

조남욱

동서식품㈜

이창환

㈜케이티프리텔

조영주

삼성생명보험㈜

배정충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원명수

케이티 비 네트워크㈜

권성문

동

㈜신세계

구학서

㈜두산

유병택

태광산업㈜

이호진

CJ㈜

김진수

두산산업개발㈜

김홍구

㈜하나은행

김종열

아세아시멘트㈜

이병무

㈜두원공조

김찬두

하이트맥주㈜

박문덕

㈜아시아나항공

박찬법

롯데칠성음료㈜

이종원

한국산업은행

김창록

이수화학㈜

김상범

린나이코리아㈜

강성모

한국수출입은행

신동규

SK텔레콤㈜

조정남

㈜부영

이중근

한국아이비엠㈜

이휘성

㈜LG상사

금병주

㈜삼보컴퓨터

박일환

㈜한국야쿠르트

김순무

LG전자㈜

김쌍수

삼성물산㈜

이상대

㈜한국외환은행

리처드 웨커

LS전선㈜

구자홍

삼성SDI㈜

김순택

한국투자증권㈜

홍성일

㈜종근당

이장한

삼성증권㈜

배호원

한국후지제록스㈜

정광은

GS칼텍스㈜

허동수

삼성화재해상보험㈜

이수창

한국휴렛팩커드㈜

최준근

㈜태평양

서경배

㈜삼양제넥스

김

한일시멘트㈜

허동섭

량

㈜KT

남중수

㈜삼천리

이영복

㈜한진중공업

김정훈

㈜우리은행

황영기

㈜새한

박광업

한화증권㈜

진수형

한솔제지㈜

조동길

성신양회㈜

김영준

현대건설㈜

이지송

㈜한진해운

조수호

㈜세아제강

이종영

현대모비스㈜

한규환

한화석유화학㈜

허원준

쌍용양회공업㈜

명호근

㈜현대백화점

하원만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INI스틸㈜

이용도

현대상선㈜

현영원

현대오일뱅크㈜

서영태

애경㈜

장영신

현대시멘트㈜

정몽선

현대중공업㈜

최길선

SK네트웍스㈜

정만원

현대증권㈜

김지완

금호석유화학㈜

김흥기

SK케미칼㈜

홍지호

현대해상화재보험㈜

하종선

㈜국민은행

강정원

㈜영풍

장형진

호남석유화학㈜

이영일

㈜노키아티엠씨

김기순

㈜오리온

김상우

㈜호텔롯데

장경작

2005년 시장경제연구백서

2005년 시장경제연구백서
1판1쇄 인쇄│2006년 1월 20일
1판1쇄 발행│2006년 1월 27일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겸 편집인│노성태
등록번호│제318-1982-000003호

(150-7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전경련회관
전화 3771-0001(대표) / 팩스 785-0270~3
http://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06
<비매품>
* 제작대행 : (주)FKI미디어
K E R I

A N N U A L

R E P O R T

2 0 0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