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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시장경제연구백서』
를 발간하며
한 해를 보내면서 2008년 한국경제연구원이 수행한 연구사업과 다양한 활동을 간추려
『2008년 시장경제연구백서』
로 발간하였습니다. 창간 여섯 돌을 맞은 이번『시장경제연구백
서』
를 통해 다사다난했던 지난 1년간 본원이 수행한 연구사업 및 활동 내용을 개괄함으로써
한국경제의 좌표를 다시 한 번 자리매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돌이켜보면 2008년은 역사적으로 보기 드문 큰 대외적 변화가 있었던 해입니다. 2007년 고
개를 쳐들다 수그러졌던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금융위기가 본격화되었고, 이로 인해 선진국과
신흥국 구별 없이 지구촌 전체가 중대한 경기침체 위기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계기
로 서구 선진국들이 그동안 향유해 오던 주도적 위치가 도전받고 있으며, 국제무대에서 중국
을 위시한 신흥국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서구 금융산업의 탐욕에 대한 자
성의 목소리는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무분별한 비판으로 변질되고 있으며 반시장₩반자유무역
기조가 확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변화는 자유시장과 개방경제의 추구를
통해 선진경제로 도약하려는 한국경제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화위
복이란 말도 있듯이 작금의 위기상황은 오히려 건전한 시장경제체제의 확립과 더불어 우리 경
제의 고질병인 구조적 문제들을 털어버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본원은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우리 사
회의 현안을 깊이 성찰하는 시의성 있는 연구를 다양하게 수행하였습니다. 자유시장경제의
정립을 통한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본원 연구사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환경 개선과 글로벌 금융위기의 극복방안 모색 등 대내외 주요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실용적 정책제안 도출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대표연구들을 추진하였습니다.
첫째,『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연구』
는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보고서를 토대로 다양한 분야
『2008년 시장경제연구백서』
를 발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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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도개혁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각 부문별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적인 과제

방안 모색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넷째,‘시장경제의 심층분석’
이라는 주제하에 수행된

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최근 한국경제가 직면한 경제위기의 돌파구 모색을 위해『글

연구과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촉발된 촛불시위의 사회적 비용, 방송광고시장의 개혁

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성장 및 고용 전략』
이란 제목하에 한국경제 전 분야에 걸쳐 경제

등 현재 우리가 직면한 주요 이슈에 대한 연구에서부터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장기적 개혁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장₩단기적 정책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셋째,

과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슈들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기업정책의 주요 이슈’

2008년 상반기 국제 유가 및 원자재가격의 급등과 더불어 국내 물가의 앙등이 주요 정책이슈

라는 주제하에 회사의 경영권 방어와 지배구조의 경제적 효과 등 기업 경영에 있어 중요한 정

로 떠오르면서 본원은『한국의 물가구조 및 국내외 가격차이 해소방안』
을 통해 국내 물가 수

책 사안들을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준의 평가와 함께 물가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들을 내놓았습니다. 넷째,『베이징올림픽
이후 중국의 변화와 한국의 과제』
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고도의 경제성장

아무리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심도 있게 연구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과물이 제대로

세를 구가하고 있는 중국의 미래를 점쳐보고, 중국을 상대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

전달되지 못하고 많은 독자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다면 결코 좋은 연구라 할 수 없을 것입니

한 실용적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섯째, 한국경제의 고질적인 노동시장 경직성

다. 본 백서가 각 부문의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많은 분에게 본원이 수행한 연구결

의 해소를 위해『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현황 및 과제』
라는 연구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과들을 요약하여 전달하고 사색과 토론의 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한 KERI-CGE모형 개발 연구』
를 통해 향후 일본
을 위시한 주요 경제권과의 FTA 협상 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실증적 분석모델

본원은 지난 27년간 민간의 시각에서 우리 사회와 경제에 걸친 제반 현안을 연구하고 구체

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대표연구 사업들은 2008년 본원이 원내 연구진 및 원외

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민간경제계의 싱크탱크 역할을 꾸준히 지속해 왔습니다. 또한“자

전문가들을 총동원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한 사업으로서 향후 우리 경제가 당면할 많은 과제들

유시장(Free Market)₩자유기업(Free Enterprise)₩자유경쟁(Free Competition)의 확립”
이

을 사전적으로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준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라는 설립이념에 충실하여 우리나라가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
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연구와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어 왔습니다. 앞으로 더욱 새로운

본원은 또한 5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개별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첫째,‘거시경제의

모습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끊임없이 숙고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매진할 것을

조망’
이라는 주제하에 본원이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거시경제 동향과 전망을 수행하였

다짐합니다. 끝으로『2008년 시장경제연구백서』
의 발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김필헌

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정책의 평가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둘째,‘국제 및

연구위원, 변양규 연구위원, 설윤 연구위원, 강선민 선임연구원, 김영은 선임연구원 및 직원

지역경제의 주요 현안’
이라는 주제하에 국제금융위기 이후 국제적 이슈가 되고 있는 동아시

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아지역의 금융통합 가능성에 대한 연구와 21세기 한-미 관계의 재정립을 위한 로드맵의 설정

2009년 1월

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셋째,‘변화하는 경영환경과 이에 대한 대응’
이라는 주제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김종석

로 외환시장의 불안요인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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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시장경제연구백서』
를 발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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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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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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

2

제2대 원장 송인상 취임
부원장 김진현 취임(상근부원장제 실시)

1984
1987

11
2

부원장 구석모 취임

1987
1988
1989
1990
1993
1995
1995
1997

10
2
2
2
2
2
5
4

1998
2000
2000
2001
2003
2004
2004
2005
2005
2005

9
1
2
4
3
2
10
2
4
7

2006
2007
2007
2007
2007
2008
2008

3
3
4
6
12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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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1
2
3
6

한국경제와 기업의 장₩단기 발전과제를 종합적
으로 연구하고 효율적인 자유시장경제체제 구축
과 건전한 기업성장을 이루어 국민경제와 세계
경제의 성장₩발전에 기여한다.
현실 경제에 뿌리를 둔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분석, 현장 중심의 조사사업을 토대로 실천적
정책대안을 개발₩제시함으로써 민간경제계의
정책두뇌집단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한다.
국내외 경제 및 산업 동향에 관한 체계적 정보
수집 및 분석을 통해 기업의 세계적 경영전략
수립에 실용적 지침을 제공하는 데이터뱅크로서
의 기능을 수행한다.

2008년 시장경제연구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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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

제2대 회장 구자경, 제3대 원장 최종현 취임
「민간경제기관연구협의회」발족(회장 유창순)
부원장 조규하 취임
부원장 구석모 취임
제3대 회장 유창순 취임
이사회 개편(사외이사제도 도입)
제4대 회장 최종현, 제4대 원장 조석래 취임
부원장 손병두 취임
본원의 장기발전계획『KERI Vision 21』수립 및 CI 제작
부회장 조석래, 제5대 원장 좌승희 취임(상근원장제 실시)
본원의「자유기업센터」→「(재단법인)자유기업원」
으로 분리 독립
제5대 회장 김우중 취임
「한국경제연구원 동우회(원우회)」창립총회 개최
제6대 회장 김각중 취임
「회원서비스센터」신설
제7대 회장 손길승 취임
「국제경제연구센터」신설
제8대 회장 강신호 취임
「규제연구센터」신설
제6대 원장 노성태 취임
기존 8센터 3개실의 연구조직을「경제연구본부」
,「기업연구본부」등
2개 본부 및「연구조정실」
,「연구지원실」등의 2개 실로 개편
「경제교육본부」신설
제9대 회장 조석래 취임
제7대 원장 김종석 취임
「규제개혁추진단」발족 운영
『규제개혁 종합연구』발간
경제교육본부 폐지, 연구조정실 내 경제교육팀 신설
사무실 이전(전경련회관 12층 → 하나대투증권 8층)

연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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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임원 및 본부 소개

경제연구본부
김종석 원장

3771-0005

학

Princeton U 경제학 박사

력

주요경력

jskim@keri.org
거시, 금융, 조세₩재정, 국제경제 등이 경제연구본부의 주요
관심분야이며 궁극적으로 안정된 기업경영환경 조성과 국가

홍익대학교 교수(현, 휴직), 외교통상부 통상교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다양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섭자문위원회 위원(현), 뉴라이트재단 이사

깊이 있는 연구로 다져진 전문성을 바탕으로 각 분야의 동향

(현), 교과서포럼 운영위원(현), 중앙일보 시평

과 주요 추세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 여

정기 칼럼니스트,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러 분야에서 중요하게 부각될 현안 및 정책이슈에 대한 분
석, 전망과 정책대안을 수시로 제시한다.

한국규제학회 회장
연구분야

정부규제, 산업정책, 공기업관리, 공정거래 및
경쟁정책, 응용미시경제이론

허찬국
학

력

주요경력

KERI

3771-0013

chan_huh@keri.org

U of California, Santa Barbara 경제학 박사
미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조사부 및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국제금융부 연구위원

연구분야

조경엽
학

력

주요경력

거시경제, 통화금융, 통화정책, 국제금융

3771-0042

glcho@keri.org

U of Texas at Austin 경제학 박사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조정실장, 국회예산정책처 세입
세제분석팀장

연구분야

배상근
학

력

주요경력

재정학, 응용거시경제학

3771-0023

skbae@keri.org

U of Missouri-Columbia 경제학 박사
산림청 혁신서포터즈 위원(현), 전경련 금융조세위원회 자
문위원(현), 국무총리 소속 정책평가위원회 전문위원, 본
원 정보자료센터 소장,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분야

경제정책, 거시경제, 금융기관 및 금융시장, 중앙은행론,
국제금융

안순권
학

력

주요경력

3771-0015

skahn@keri.org

U of Missouri-Columbia 경제학 박사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한국일보 도쿄특파원, 일본 게
이오대 미디어센터 초빙연구원, 서울경제신문 정경부,
국제부기자, 한국외환은행 조사부

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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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금융, 기업재무, 미시경제이론, 미국공인회계사

임원 및 본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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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학

력

주요경력
연구분야

정연호
학

력

3771-0041

tklee@keri.org

서강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학

주요경력

한성대 강사

주요경력

Texas at Austin

연구분야

거시경제전망, 모형개발

연구분야

송원근
학

력

주요경력
연구분야

김필헌
학

력

3771-0020

연구분야

기업연구본부는 시장경제와 자유기업주의를 이념적 토대로
기업과 산업에 대한 이론 및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여 기업과
정부차원의 정책대안을 모색₩제시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본

3771-0031

LBK@keri.org

력

주요경력

성균관대 경제학 박사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The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영전략 및 정책대안을 제안하는 한편

Ohio State U 경제학과 강사

민영화, 경쟁정책과 공정거래, 기업지배구조, 기업가정신 관

조세정책분석, 계량경제학

련 연구 등을 통하여 경제성장의 토대가 되는 시장경제시스
템에 대한 종합적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wsong@keri.org

이주선

세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건국대학교 강사

학

국제무역론, 정치경제학, 응용미시경제학

주요경력

3771-0026

력

phkim@keri.org
연구분야

Ohio State U 경제학 박사

econbyun@keri.org

박성준
학

력

3771-0012

연구분야

seoly@keri.org

zrhee@keri.org

이인권

최충규

력

3771-0034

choicg@keri.org

조동호
력

Georgetown U 경제학 박사

연구분야

산업조직론, 미시경제이론, 응용 계량경제학

연구분야

Ohio State U 경제학 박사

김현종

ABAC 2005 사무부총장, 외교통상부 경쟁정책 부문 자

학

문위원, 오하이오 주립대 초빙교수, 공정거래위원회 경

주요경력

외교통상부 경쟁정책부문 자문위원(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쟁정책 자문위원, 전자상거래 정책자문위원

3771-0036

kim@keri.org

연구분야

산업조직, 게임이론, 기업재무

김영은
학

U of Texas at Austin 경제학 박사

력

psj@keri.org

학

력

주요경력

Northwestern U 경제학 박사

박승록

3771-0047

연구분야

노동경제, 법경제학

psr@keri.org

윤

학

력

U of Missouri-Columbia 경제학 박사

학

주요경력

U of Missouri-Columbia 경제학 강사

주요경력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분야

응용계량경제, 베이시안 계량경제, 가계소비와 기업투자

연구분야

산업조직론, 계량경제, 응용미시, 기술경제, 중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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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경제학과 대학원 및 U of Maryland 경제학과
환경경제, 지역경제

3771-0052

kye@keri.org

고려대 대학원 교육학 석사
전경련 국제경영원 선임연구원, 백제예술대 강사

연구분야

경제교육, HRD(Human Resource Development), 시
장경제 조사/분석

sshun@keri.org

연세대학교 법학 박사
한림대, 서울여대, 경원대 강사, 연세대 법학연구소 전문

연구지원실
연구지원실은 총무₩기획₩인사₩회계₩회원관리 등에 관한 제반

상법, 경제법, 법경제학

Northern Illinois U 경제학 박사

학

력

3771-0037

smkang@keri.org

구환경 조성과 구성원의 건강증진 등의 복리후생 증대 등과
관련된 업무는 물론 연구와 관련된 각종 지원업무를 행하고

중앙대학교 경영학 박사

주요경력

중앙대 경제연구소 전임연구원, 중앙대 강사

연구분야

재무회계, 회계감사

있다. 대외적으로는 회원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송호섭
학

력

주요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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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h@keri.org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쾌적한 연구실 등의 연

강선민

설

력

3771-0049

연구원

Cornell대 객원연구원, 고용보험연구기획단 자문위원,

3771-0027

산업조직, 법경제, 경쟁정책

주요경력

산업조직론, 규제개혁과 민영화, 법과 경제학, 공정거래

3771-0046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 제도개혁 및 총괄분과 전문위원

박사과정 수료

산업연구원, 한국은행

신석훈

U of Texas at Austin 경제학 박사

기업연구, 기술정책, 산업조직, 제도경제

주요경력

력

iklee@keri.org

원,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공동편집위원장
연구분야

학
력

3771-0033

(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경쟁/기업) 자문위

국제경제연구원(현 산업연구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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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71-0038

연구분야

학

법, 도시경제학

주요경력

Texas A&M U 경제학 박사

구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주요경력

구소 초빙연구원

3771-0048

할 수 있도록 연구의 기획₩조정₩평가, 출판 및 홍보, 각종 연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중소기업지원사업 평가위원(현), 감

및 법경제적 제도분석을 기반으로 기업과 산업의 생산성 및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 (주)원정제관 대표이사, 연

화를 조성하여 한국경제연구원이 세계적인 싱크탱크로 발전

학
학

Ohio State U 경제학 박사

U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경제학 박사

민간 유일의 정책연구소로서 소임을 다하고 창의적인 연구문

산업조직론, 법경제학, 정부규제이론

사원 IT감사위원회 위원, 미국 Vanderbilt대 공공정책연

거시경제분석, 경제성장, 금융산업

주요경력

Ohio State U 경제학 박사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현), 전기위원회 정책평가위

부는 생산성 연구, 기업₩산업분석, 기술₩노동₩환경 관련 연구

연구분야

력

연구분야

이병기

hskim67@keri.org

3771-0021

연구조정실

학회 총무이사(현)

기업연구본부

웨스턴 워싱턴대 객원교수, 오하이오대 경제학과 강사

학

sbcho@keri.org

(현),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자문위원(현), 한국비교경제

Cornell U 경제학 박사

3771-0022

3771-0016

원(현), 한국전력거래소 규칙개정위원 및 비용평가위원

yhchung@keri.org

주요경력

변양규

력

화폐금융, 금융제도, 응용계량경제

국제경제, 국제관계, 정치경제, 북한

주요경력

조성봉

학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

력

kcb@keri.org

U of Texas at Austin 경제학 박사

연구분야

학

력

3771-0017

강사, Economics Department, The University of

주요경력

김학수

김창배

3771-0008

shs@keri.org

서강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전국경제인연합회 총무부,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경영원
임원 및 본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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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 연구과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연구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성장 및 고용 전략
한국의 물가구조 및 국내외 가격차이 해소방안
베이징올림픽 이후 중국의 변화와 한국의 과제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현황 및 과제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한 KERI-CGE모형 개발 연구
: 한-EU FTA 분석을 중심으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연구

2. 연구내용

모든 부문에서 기업환경 악화되었다.

가. 기업환경 개선의 경제적 성과분석
│대│표│연구과제│

년과 동일한 순위를 나타낸 것을 제외하면, 거의
세계은행 기업환경 보고서의 순위 추정은
“2007년도에 다른 나라 기업환경이 일정하다면”

■ 이병기

이라는 전제하에 우리나라가 제도개혁₩규제개혁

본 연구의 결과는 경제성장정책을 설계할 때 기업규제의

을 단행하는 경우 우리나라 기업환경의 순위가 어

개혁 내지 경제적 자유의 확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떻게 변화하는가를 추정한 것이다. 추정결과, 우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리나라는 2007년 30위에서 주요한 기업환경 개

본 연구가 제안하는 기업환경 관련 제도개혁 과제가 완결된다면, 우리나라는 세계

우리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기업규제를 기업

혁조치가 완결된다면, 세계 5위의 기업환경을 갖

178개국 중 5위의 기업환경을 갖춘 국가로 부상할 것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

친화적인 방식으로 개혁하는 것임을 실증분석 결과는 보

춘 나라로 변모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장 크

련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 제도개혁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이 같은 제도개혁을 통

여주고 있다.

게 변화하는 항목으로는 창업부문이 2007년 110

이병기 외 5인

해서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2003~2007년까지 보고된 세계은행 기업환경

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부문 중 최소자본금

보고서에 나타난 세계 10위의 기업환경 좋은 국가

폐지가 기업환경 전체 순위 변화에 가져오는 영향

에는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이 순위를 다투고 있

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력고용부문

고, 미국도 상위에 올라 있다. 2006년 이후부터는

은 고용유연성 등과 같은 개혁조치가 완결된다면

아일랜드가 기업환경이 좋은 10위권 국가에 포함

131위의 열악한 노동시장을 갖고 있던 국가에서

되었다.

비교적 상위의 17위의 국가로 변화하는 것으로 추

이 같은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몇 가지 결론과

세계은행의 기업환경지수의 경우 우리나라는

정되고 있다. 이 부문에서 해고비용 경감과 근로

함께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2003년도에 23위, 2007년도에는 30위로 약간 떨

시간 경직성 해소를 위한 제도개혁이 가져오는 영

본 연구는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의 창출과 함께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기업환경 관련 제

어진 순위를 나타내어 경제적 규제가 상대적으로

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부문에 있어

활력 넘치는 기업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개혁 과제가 완결된다면, 우리나라는 세계 178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도 106위의 납세하기 까다로운 국가에서 약 20

개혁 과제들을 제시하려고 한다.

개국 중 5위의 기업환경을 갖춘 국가로 부상할 것

세계은행의‘기업환경 보고서’
는 기업활동을 하

위의 납세하기 좋은 국가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을

국내외 기업의 경영을 어렵게 하는 창업, 허가취

으로 나타났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기 위

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 장애요인

보여준다. 납세부문에 있어서 납세에 걸리는 시간

득, 인력고용, 재산등록, 세금납부, 국제무역, 계약

해서는 각 분야별 제도개혁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들은 물론 선₩후진국의 개혁사례를 풍부하게 제공

의 대폭적인 개혁이 가져오는 효과가 매우 큰 것

이행, 신용획득 및 폐업 등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이 같은 제도개혁을 통해서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하고 있고 일관성 있는 측정기준을 가지고 기업환

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2007년 재산등록 세

보고서가 제안하는 다양한 분야의 제도개혁 방안

있을 것이다.

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계 순위는 68위였으나 개혁조치 반영 후에는 2위

1. 연구배경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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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기업환경의 개혁이 완결된다면 14위로 개

을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각 부문별로 기

본 보고서에서는 기업환경 관련 개혁과제 발굴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보고서에 나타난 바와 같

로 상향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허

업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적인 과제들을 제시하는

을 위해 다음과 같은 주제를 다뤘다. 제1장에서는

이 우리나라의 규제가 강한 부문은 인력고용(131

가취득은 22위→17위, 국제무역은 13위→12위,

것이다.

기업환경 개선의 경제적 성과분석, 제2장에서는

위), 창업(110위), 납세(106위), 재산등록(68위), 투

계약이행은 10위→4위, 신용획득은 36위→12위

이와 함께 세계은행의 각 항목별 개선과제와

노동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3장에서는 조세

자자보호(64위) 등으로 나타난 반면에, 규제가 약

로 각각 세계 기업환경 순위가 조정되는 것으로

개선결과를 수치화하여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행정 및 세제 개선방안, 제4장에서는 재산등록비

한 부문은 자금조달(36위), 허가취득(22위), 국제

나타났다.

기업환경 개선 이후 예상되는 부문별 기업환경

용 절감방안, 제5장에서는 계약의 법적 이행의 효

무역(13위), 폐업(11위), 계약이행(10위) 등으로 나

본 보고서에서는 1인당 GDP와 전체 기업환경지

순위와 우리나라 기업환경 종합순위를 추정하는

율화 방안, 제6장에서는 자금조달 및 도산 관련 제

타났다. 2006년 이후 2007년에는 국제무역부문

수(DBI)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기업환경지수와

것이다.

도의 개선방안을 다뤘다.

의 기업환경이 개선되고 납세, 계약이행부문이 전

1인당 GDP의 로그값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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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음의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단순회귀

나. 노동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분석(OLS) 결과에 의하여도 이들 간에는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음의 추정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기업

■ 남성일(서강대)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로관계의

금결정 구조가 복잡하여 직접적으로는 성과급과

자율적 결정이 곤란할 경우 기업은 기능적 유연화

같은 유연화된 임금제도의 도입을 곤란하게 할 뿐

보다는 고용조정이나 비정규직의 활용과 같은 외

활동에 대한 다양한 규제강화는 1인당 GDP와 역

본 연구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통해 노동시장의

만 아니라 초과근로, 휴일근로와 같은 근로시간의

부수량적 유연성의 확보에 과도하게 집착하게 된

의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창업부문에서

탄력적 조정능력을 강화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고용창출

유연한 활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도덕적

다. 정부의 간섭이나 노조의 동의 등은 이러한 자

폐업부문까지 10개 부문의 개별분석에서도 1인당

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하였다. 구체적인 정책대안으로

해이, 시간외 근무의 증가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율결정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

GDP의 로그값과 개별 규제지수 간에 음의 관계가

우선 고용보호법제의 완화가 필요한데 정규직 고용보호

낳고 있다. 임금체계의 변경절차가 복잡한 것도

어야 할 것이다. 셋째,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법제 중 경영상 해고법제의‘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를

유연한 임금결정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원화된 임금체계는 단순화되어야 한다. 또한 임금

‘인원정리가 필요한 경우’
로 수정해야 하며, 비정규직

할 수 있다. 넷째, 직업훈련규제의 인정범위나 실

체계의 변경절차도 간소화해야 한다. 일부 근로자

시기관이 매우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운영상 신축

만을 대상으로 하는 임금체계의 변경에 노조나 근

성이 결여되어 있다. 기업에 필요한 유연성을 제

로자 대표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과도할 뿐만 아니

기업규제는 경제성장의 중요한 결정요인인 모형
을 설정하고, 이 모델을 이용하여 기업규제가 경제

고용보호법제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기업환경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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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용기반을 약화시키는 경우도 많다. 셋째, 임

는 1인당 GDP 성장률에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노동규제는 노동시장에서의 경쟁규칙이자 노동

공해 주기 위해서는 근로자 특히 고령자나 여성,

라 매우 비효율적이다. 넷째, 직업능력개발 훈련과

으로 유의한 음의 추정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

시장에 참여하는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

비정규직 등 우리 사회의 소위‘나쁜 일자리’
를차

정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실시기관을 다양화해야

같은 결과는 초기 1인당 GDP, 중등학고₩초등학교

는 룰이다. 모든 조정의 룰에 공정성과 신뢰성이

지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업수요에 맞는 능

한다. 특히 훈련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더 큰 중

등록률, 투자비율, 정부소비비율, 법질서지수, 세

전제되어야 하듯 노동시장에서 당사자들의 이해

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야 한

소기업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참여가 활

계지역별 더미변수를 통제한 후 도출된 결과이다.

를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신뢰

다. 근로자에 대하여 단순한 직장안정성(job

성화될 수 있도록 이들의 훈련수요를 구체적으로

기업규제의 강화는 경제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할 수 있는 노동규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

security)이 아닌 고용안정성(employment

파악하여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훈련의 효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경제성장을 증

라의 노동규제는 노동시장의 내외부에서 벌어지

security)을 제고해 주기 위해서는 직업훈련규제

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마지막

진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에게 가해지는 경제적 규

고 있는 급격한 변화는 물론 공정한 경쟁규칙으로

의 정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노사관계 규제의

으로 노사관계 규제는 노사관계를 대립적 관계가

제를 적극적으로 폐지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을

서의 역할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내용과 수준이 국제기준에 훨씬 못 미치고 노사

아닌 보완적 관계로 이해하고 노사의 대등성을 인

말해 준다.

보인다.

간‘힘의 불균형’
을 일관된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

정하는 토대 위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노조나 사

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용자측 어느 일방의 권리행사가 타방의 권리에 대

지적할 수 있다.

한 제한을 전제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아울러

정부의 기업규제 개선은 경제성장의 중요한 결

우리나라 노동규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정

정요인이다. 기업환경지수와 높은 경제성장률 간

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의 음의 관계는 표준적인 성장모델을 여러 가지로

비해 채용과 해고의 자유가 상당히 낮을 뿐만 아

우리나라 노동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무기 동등의 원칙’
을 일관되게 유지함으로써 노

추정해 보아도 일관성 있게 유의한 결과를 가져다

니라 불합리한 측면이 많다. 고용명령과 같이 개

원칙적으로 채용과 해고의 결정은 기업이 인력수

사관계 규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확

주었다. 기업규제를 개선하는 일은 경제적인 성과

별기업의 채용결정에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가 하

요에 맞추어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

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큰 요소이다. 이 같은 결과

면 해고의 요건과 절차도 매우 까다롭게 규정되어

기업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거나 계

는 중요한 정책적인 함축성을 갖는다.

있어 기업으로 하여금 필요한 만큼의 유연성을 충

속적으로 보유하도록 강제하는 대신 기업이 스스

이 같은 결과는 경제성장정책을 설계할 때 기업

분히 확보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둘째, 근로관계

로의 필요에 따라 고용의 양을 조절할 수 있도록

규제의 개혁 내지 경제적 자유의 확대에 중점을 두

규제가 현실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

해야 하며,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변화된 환경에 필

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경제성장을

다. 근로시간의 특례업종을 사전적으로 제한하고

요한 기술을 습득하여 신속히 노동시장에 복귀할

세목수를 대폭 줄이되, 지방세는 부동산 세원을 기본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근로자의 근로관계 결정에

수 있도록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을 높여 주

로 정비하고 사회보험과 조세행정을 통합하여 행정비용

것은 기업규제를 기업친화적인 방식으로 개혁하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어 현실 수요의

는 데 주력해야 한다. 둘째, 근로₩휴게시간이나 근

과 순응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또한 법인이 부담하는 종

것임을 실증분석 결과로 알 수 있다.

신속한 반영이 곤란하다.‘근로자 보호’
의 이상을

로방식 등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와 개별 근로자가

합부동산세제는 폐지함으로써, 기업의 원가절감이 가능

과도하게 규정하고 있어 오히려 보호대상 근로자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

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제도개혁과 함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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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식을 대폭 단순화한다. 납세자들이 전자세정을 확대

다. 둘째, 국세의 경우 모든 목적세는 폐지하거나

등기의 공신력 또한 지적되어 왔으나 지적재조사나 공증

수수료를 부가하도록 한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광

하기 위한 경제적 유인책을 강구해서, 납세협력비용을

본세에 흡수 통합한다. 누진적 법인세율은 현행

절차 등 전환비용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체제를 인정하는

역자체단체의 중요한 세원이기 때문에 이를 폐지

절감한다.

비과세 및 감면을 대폭 폐지하는 방안과 함께 현

것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

할 경우 당장 이들의 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재 세수 규모에 중립적인 단일세율체제로 개정한
현행 조세체계는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야기

다. 셋째, 사회보험과 조세행정을 통합하여 행정

확고한 재산권에 기반한 낮은 거래비용은 시장

되는 사회비용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특히 국세와

비용과 순응비용을 절감한다. 현재의 업무를 맡고

이 원활히 작동하기 위한 기초다. 그런 관점에서

지방세로의 세원구분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적으

있는 기관 중 한 개의 기관이 모든 행정을 추가적

세계은행은 재산등록절차 특히 부동산등기제도의

둘째, 지적과 등기의 일원화이다. 등기 업무를 지

며, 정부 간 타협에 의한 세원구분이므로 납세순응

으로 맡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기존의 행정

국제 비교를 행하고 있으며 등기에 필요한 금전적

적 업무와 통합하고 그 기능을 행정부로 일원화한

비용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사회보험 부과 및 징

인력을 재배치한다. 넷째, 법인이 부담하는 종합

비용이 적고 구조가 단순할 것, 패스트트랙제도를

다. 그리고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내용을 통합한다.

수행정은 국세행정과 같이 개별 당사자의 소득정

부동산세제는 폐지함으로써 기업의 원가절감이

둘 것, 등기서류를 전자문서화할 것, 등기업무를

보를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각자 독립적인 행

가능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법인분

사법부에서 행정부로 이관할 것 등을 제안하고 있

정체계를 가지고 있어 국민들의 순응비용이 매우

종합부동산세 폐지에 따른 세수감소가 발생하겠

다. 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제도는 장단점을 모두

높다.

지만, 법인이 대외경쟁력을 갖추어 추가적인 경제

가지고 있다. 큰 장점은 등기서류가 전자문서화되

세목별 문제점을 지적하면 첫째, 고액의 부동

발전 수준이 세수감소보다 높을 때 법인분 종합부

어 있고 등기업무의 상당부분이 온라인화되어 있

산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제를 기

동산세제의 폐지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정책제

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

업에도 적용하는 것은 이 제도의 도입 목적과도

안으로 평가될 수 있다. 다섯째, 세무조사 업무의

등기부등본의 발급이 신속하고 쉬우며 등기 신청

시급한 것은 법집행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것이

전혀 관계가 없으며, 기업의 원가부담만 높여 대

투명성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제

역시 그렇다.

다. 소송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몇 개의 전문재판부를

외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둘째,

시하되, 미국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방법을 도입

그러나 단점 역시 여러 가지 발견된다. 가장 큰

한국의 법인세제는 누진구조를 하고 있으며, 이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국세청장의 정치적 독립

단점은 등기와 거래를 하기 위해 지출되는 직간접

는 법인세제를 통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달성하겠

성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임기제를 도입한

비용이 높다는 것이며, 그 대부분은 취득세, 등록

다는 의미이나 기업 규모 등에 경제적 왜곡을 가

다. 여섯째, 제도개혁과 함께 신고서식을 대폭 단

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인지세, 부가가치세 등

한국의 민사소송절차는 비교적 효율적으로 운용

져다준다.

순화한다. 납세자들이 전자세정을 확대하기 위한

높은 세금에서 비롯된다. 등기와 지적이 2원화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동안 한국의 사법부

납세자들로부터 세무조사에 대한 신뢰를 형성

경제적 유인책을 강구해서, 납세협력비용을 절감

어 부실등기가 발생하는 것도 우리나라 등기가 고

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

한다. 마지막으로 조세정보는 납세자의 납세실태

쳐나가야 할 부분이다. 한편 등기의 공신력 문제가

재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재판부를 확

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납세자들의 정책신뢰수준

의 파악과 함께 조세정책의 효과성을 파악하는 데

자주 지적되어 왔는데, 공신력 인정체제로의 전환

대하고 전문심리위원을 재판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 매우 낮은 점도 문제점으로 볼 수 있다. 첫째,

주요한 기초자료이므로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정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

재판의 신속성과 당사자들의 편의제고를 위하여

세목수를 대폭 줄이되, 지방세는 부동산 세원을

보공개 범위를 확대한다. 업종 및 직업별 세무조

이 효율적일 수 있다. 그러나 지적재조사나 공증절

전자문서의 이용도 확대하여 왔다. 또한 재판의 지

기본으로 정비한다. 지방세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사 선정비율, 세무조사 결과 탈세자 비율, 평균 탈

차 등 전환비용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체제를 인정

연을 막기 위하여 변론준비절차를 두어 집중적인

조세는 보유세와 취득세로 이원화하되 취득세의

세액 등을 포함한다.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

심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비중을 상대적으로 크게 줄이고 보유세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소득세와 법인세에 부가과세하는 현

라. 재산등록비용 절감방안

재의 주민세 소득할을 부동산세와 함께 지방세의
주세목으로 한다. 여타의 세목은 단계적으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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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지 보유세의 세율

■ 김정호(자유기업원)

을 높이고 그 세원을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
체가 공유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셋째, 등기 절차의 축소이다. 등기 절차는 현재
의 7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한다.

마. 계약의 법적 이행 효율화 방안
■ 정기화(전남대)

묶어 상사법원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부동산등기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은 첫

인터넷을 통하여 독촉사건을 신청할 수 있게 하

째, 세금 및 기타 거래비용의 축소이다. 부가가치

였으며 비록 입법이 실현되지는 못하였지만 일부

세, 취득세, 등록세 및 이 두 세금에 부가되는 교육

형사사건에 대한 서류제출도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

세, 농특세를 폐지하도록 한다. 인지세도 폐지하고

도록 추진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2007년 세계은행

하고 극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들

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제도는 높은 직간접비용과 등기와

단일 요율의 수수료로 단일화할 것을 제안한다. 단

의 기업환경 보고서의 평가에 따르면 계약의 법적

이 자율적으로 과세할 수 있는 특화세목을 허용한

지적이 이원화되어 부실등기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으며,

등기의 공신력을 부여할 경우에는 보험료 성격의

이행과정은 상위권(10위/177개국)에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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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선의 여지는 많다. 한

다. 최저매각가격을 감정가격의 80% 이상으로 하

유지되므로 비정형화된 기업의 다양한 자산에 대

명되지 않는 경우 회생채권자 목록에 도산개시 이

국은 경쟁상대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법원의 심

면 경매가 신속하게 진행되어 채권자나 채무자에

한 가치가 담보로서 용이하게 인정되지 않고 있다.

전의 경영과정에서 발생한 개인보증을 포함하게

리절차가 복잡하고, 강제집행에 걸리는 시간이 길

게 이익이 될 것이다. 또한 당사자들이 동의하면

셋째, 법원의 경우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므로 능동

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관리인의

다. 또한 강제집행과정에 규제가 심하여 경매가격

국세청 공시가격을 감정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

적으로 유인체계를 조정하는 기능이 제한될 수 있

자산매각 등에서 자율성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시

이나 집행관 시장이 자유롭지 못하다. 전반적인 인

록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감정인도 법

어, 이에 따라 회생계획 및 자산매각이 인가된 후

장가격기준 보상이 제시됨으로써 관리인에 대한

터넷 환경은 무척 발달하였지만, 제도적 미비로 인

원이 선택할 것이 아니라 평가기관으로 하여금 법

수행과정에서 시장변화에 맞춘 계획의 수정이 어

유인이 강화되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관리인의

하여 이를 재판에 활용하는 것이 부족하다.

원에 등록하도록 하고, 채무자가 이들 중 감정인을

렵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구경영층인 관리인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시급한 것은 법
집행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채무자의 불만을 줄이면서
평가의 공정성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하여 과다한 입법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
어야 한다. 소송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몇

중기구에 집중되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여 정보

바. 자금조달 및 도산 관련 제도의 개선방향

활성화로 가격 메커니즘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

3. 평가

다. 후자를 위해 민간과 공공이 위험을 분담한다는
■ 한상일(한국기술교육대)

원칙하에 특정 산업에 전문화된 사적보증기구 및

본 연구는 국내외 기업의 경영을 어렵게 하는

해결이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으므로 상사법원

사적신용정보기구에 집중되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여

펀드가 필요할 수 있다. 둘째, 자금조달 수단의 다

창업, 허가취득, 인력고용, 재산등록, 세금납부,

은 이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관련 채권시장의

양화를 유도하기 위해 유동담보제도를 우리나라

국제무역, 계약이행, 신용획득 및 폐업 등 세계은

활성화로 가격 메커니즘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법제에 도입하는 경우 영국과 유사하게 도산법제

행의 기업환경 보고서가 제안하는 다양한 분야의

에 이를 반영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셋째, 미국

제도개혁 방안을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둘째로 재판에서 전자문서를 적극 활용하는 방
안을 찾아야 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소송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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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추가출자 등이 필요할 수 있다.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관련 채권시장의

개의 전문재판부를 묶어 상사법원 형태로 운영하
는 것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상사분쟁은 신속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적신용정보 집

사자들이 인터넷을 활용하여 소송서류를 제출하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금융기관의 대출은 담보

의 도산법처럼 담보채권자에 대해 추가손해의 발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기업환경 개선을

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

물권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에 따라 신

생이 예상되고 이를 주주가 보전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을 분야별로 구체적으

사법부도 전문가나 관련 부처 책임자로 구성된‘전

생 기업의 경우 기술력 등을 담보로 하는 자금조달

갖지 못하는 경우 담보채권자에 대한 구제신청을

로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자법원 추진위원회’등을 구성하여 장기적인 계획

이 제한된다. 그런데 자금 수요자에 대한 정보가

명시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 또한 구경영층에 대한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로드맵 제시에 기여할 것으

하에 전자문서의 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빈약하면(소위 정보비대칭성) 금융기관은 담보 등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구경영층이 관리인으로 임

로 기대된다.

셋째로 소송절차도 개선하여 10년 넘게 적용되

을 제공할 수 있는 수요자에게 자금을 우선 공급하

고 있는 소액심판 대상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므로 선진 각국의 자금조달 및 도산 관련 법제는

1997년 소액심판대상 소송가액 상한이 국민소득

정보 비대칭성하에서 자금조달 및 도산과정이 원

의 1.9배가량 되었으나 지금은 1.1배 수준에 불과

활히 수행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하다. 일부 소액소송에 대하여는 인터넷을 통한 소

우리나라 자금조달 및 도산제도의 문제점은 다

송제기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소액소송은 1

음과 같다. 첫째,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심 소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인터넷

고용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해 총액한도대출

을 통한 소장이나 기타 서류의 제출은 경제적이고

및 재정자금 지원과 같이 직접 자금공급 및 보증기

효율적인 분쟁의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금을 통한 신용공급이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마지막으로 강제집행 절차도 개선되어야 한다.

GDP 대비 신용보증 규모가 커지면서 이 부분에서

현재 법원의 부동산 경매는 감정인의 감정가격을

가격기능 및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야기됐다.

최저매각가격으로 하고 있어 감정인의 평가액이

둘째, 부동산 관련 권리는 사법기관에 의해 운용되

시세보다 높을 경우 경매가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

는 등기제도와 같은 엄격히 정형화된 제도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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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연구과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성장 및 고용 전략

허찬국 외 9인

작금의 위기는 우리 경제가 우선 극복해야 할 시

건물 건설투자의 경우 그 증가세가 주택가격 증가

급한 과제를 안겨주었고, 이에 대한 단기적 대응방

세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외국인투자의 경우 우

안 고려를 불가피하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단기적

리나라로 유입되는 외국인투자 규모는 경제 규모

국제환경의 급변으로 인한 정책적 요구가 악화되

를 감안할 때 다른 주요국에 비해 대단히 낮은 수

고 있는 투자와 고용률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대응

준이다. 더불어 2000년까지 제조업에 집중되던

의 중요성을 반감시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러

외국인투자가 이후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위기 상황은 좀 더 긴 시간을 두고 향후 우리 경

이루어지고 있다.

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토대의 마련이 더
2009년 중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것

욱 중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경제환경의 변화로 보수화된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신성장 분야를 체계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동

으로 예상되는 만큼 내수활성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 일자리 나

시에 창업의 활성화로 기업 간 경쟁을 제고할 필요

누기가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더불어 고용창출의 걸림돌인 노동시장

가 있다. 또한 기업 관련 규제완화와 노동 관련 규

의 경직성 해소를 위해 유연한 형태의 고용계약을 도입하여 청년층, 여성층 및

2. 연구내용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제의 개선도 추진력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수도권
규제는 투자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다.

가. 투자부진의 원인과 활성화 방안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규제 등
으로 제조업부문에서 22조 원 규모의 투자가 이루

■ 김필헌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부진한 투자활성화를 위해 수

또한 건설투자의 부진도 주택 관련 수도권규제

도권규제를 비롯한 기업규제와 노동 관련 규제의 개선,

등에 크게 기인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도 지식기

의 인력수요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창업 증대, 기

SOC투자의 활성화와 건설산업의 구조조정, 중소기업의

반산업에 집중되고 있어 수도권 접근에 대한 수요

존 중소기업의 성장, 기존 대기업의 투자 확대 등

경쟁력 제고, 고용유발계수가 높은 산업으로의 외국인투

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수도권규제완화와 병행하

선진국 진입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용

기업부문의 확장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과거

자 유도, 투자주체인 기업에 대한 국민의식의 변화가 필

여 국내 산업기반의 고도화를 위한 SOC 건설의

률의 개선이라 할 수 있다. 1인당 소득 3만 달러 달

기업 규모의 분포추세를 보면 이와 같은 기업부문

요하다.

활성화가 필요하다. 수도권과 지방을 연결 짓는 국

성을 위해서는 4인 가족 기준 가구소득이 1억2천

의 확장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영세규

만 원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소득 수준의 수준은

모 기업의 비중이 매우 크며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우리나라 투자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외

제 활성화를 통해 경제 전체의 활력을 제고하는 한

현재의 고용불안을 감안하면 가구주 혼자의 소득

으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

환위기 이후 그 증가세가 모든 부문에 걸쳐 감소세

편 부진을 거듭하고 있는 토목건설투자의 활성화

으로는 달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 아울러 외환위기 이후 시작된 우리나라의 기

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유형자산 증가율을 기준

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정책사안이다. 이와 함께 생

따라서 선진국 진입을 위한 첫 번째 필수조건은

업투자 부진은 장기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으로 제조업의 투자 증가세 부진은 대기업투자가

산성이 낙후된 영세 건설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시도되었던 반전 노력의 효과도 의문시되

저조한 데 기인한 바가 크다. 중소기업의 투자는

조조정을 통해 건설산업의 체질을 강화해 나갈 필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

는 상황이다.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대기업에 비교해

요가 있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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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 산업기반의 고도화는 물류비용 절감과 지방경

중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형편이다. 이

이런 추세를 배경으로 새 정부는 출범과 함께 매

규모 측면에서 여전히 대단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

중소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투자기회 창

는 임금근로자의 비중을 제고시켜 평균소득을 증

우 의욕적인 성장, 경제체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

고 있다. 1990년대 급증했던 건설투자는 외환위기

출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대시킬 수 있는 정책적 여지가 큼을 시사한다.

목표를 세웠으나 고유가,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의

이후 2000년까지 감소하다가 최근 외환위기 이전

과도한 임금비용 부담을 경감시켜 줄 정책 마련이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민간부문, 즉

여파로 경제위기 가능성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규모를 회복되었으나, 투자증가세는 토목건설을

필요하다.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현재 지식서비

기업의 역량에 달려 있다. 따라서 기업의 고용창

70년만의 위기라는 국제 금융위기는 한국 경제를

중심으로 크게 위축된 상태이다.

스산업에 집중되고 있는 외국인투자를 고용유발계

출 여력을 제고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

2008년 시장경제연구백서

또한 건설투자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주거용

수가 높은 타 산업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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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전반에 걸쳐 외국인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력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극히 부진하여

기존의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시각에서 투자활성화

났다.

해외투자 증가와 국내 투자 및 고용의 관계를 문
헌조사를 통해 좀 더 직접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얻
을 수 있는 시사점은 첫째, 높은 노동비용에 의한

■ 송원근₩김필헌

방안들이 원활히 시행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투

최근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은 고학

자주체인 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가 필수적

력 청년노동력 공급의 급증과 노동시장 경직성 등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투자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증가

기인한 해외 직접투자 증대는 국내 투자의 감소를

이며, 이를 위해 기업의 대국민 이미지 제고 노력

수급 양면의 복합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세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높은 노동비용 및

초래하고, 둘째, 요소가격 차이에 기인한 개발도상

과 정부의 지원이 요구된다.

분석된다. 더불어 고령화의 진전으로 최악의 경우

세율, 경직적 노동시장 등에 기인한 해외 직접투자 증대

국으로의 해외 직접투자는 전반적인 국내 고용의

2050년 노동력 규모가 현 수준의 67%로 감소할

는 국내 투자와 고용의 감소를 초래한다. 해외 투자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망이다. 2000년 이후 나타난 비정규직 확대와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임금증가율의 합리화가 무

함께 고용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

엇보다 필요하다.

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개선방안
■ 정연호₩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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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글로벌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방안
: 해외 직접투자를 중심으로

이지만, 임금수준 측면에서의 비정규직에 대한 차

최근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 여

별은 생산성을 감안할 경우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

력도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용창

으로 나타난다.

투자매력 감소와 높은 세율, 경직적 노동시장 등에

해외투자 증가 그 자체를 문제시하는 시각은 합
리적이지 못하다. 단, 우리나라 해외투자 증가가
과도한 임금비용 및 규제 등으로 인한 기업의 해외

전 세계적으로 해외 직접투자는 1990년대 초반

이탈에 일정부분 기인하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을 기점으로 규모 면에서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이

이러한 유형의 해외투자 증가로 인한 국내 투자 및

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요인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창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는 당시 공산권의 붕괴와 IT 혁명을 바탕으로 한

고용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제조업

결여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성을 감안

되는 요인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결여라고 할 수 있

세계경제의 통합이 가속화되면서 국가 간 비교우

부문의 임금증가율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할 때 적절한 단시간 근로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다. 상품시장에서의 진입규제 등은 노동력의 업종

위가 극명해졌고, 생산요소 재배치비용이 크게 감

주요 경쟁국인 싱가포르, 대만, 홍콩보다 과도하게

간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여 노동시장의 자생적

소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

높은 제조업 임금수준은 국내 기업들의 국제경쟁

최근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우리 경제의 고용

치유기능을 상실케 하고 있다. 또한 불합리한 기업

투자 또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그 증가세가 뚜렷

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주

창출 여력도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관련 규제 등으로 기업의 성장유인이 결여되어 고

해지는 추세이다.

지할 필요가 있다.

있다. 또한 노동시장과의 연계가 취약한 일부 노동

용창출기반이 훼손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문제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 급증과 함께 이에 대한

더불어 국제환경 변화와 제조업 고도화에 따른

력의 비경제활동인구화 경향이 심화되면서 최근

들로 인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역동성이 크게 결

우려도 더욱 커지고 있는데, 이러한 인식은 해외

해외투자 급증세에 대해서는 좀 더 종합적이고 체

젊은 층의 장기간 실업이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

여되어 효율적 산업구조 개편 및 고용창출을 어렵

투자의 국내투자 대체로 인한 국내 생산기반 및

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경쟁력 저하로 해외로 유

되고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여건 변화로 노동시

게 만들고 있다.

고용창출 여력의 잠식 가능성에 근거를 두고 있

출되는 산업의 경우 그 과정에서 방출되는 생산요

장의 유연성 및 노동수요와 공급을 결정짓는 조세

이러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성을 감안할 때

다. 해외투자 급증은 궁극적으로 국내 산업의 성

소의 타 산업으로의 원활한 이동이 가능토록 정책

제도 등 구조적인 제도의 제고 및 개선이 어느 때

적절한 단시간 근로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

장잠재력 내지 국제경쟁력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

적 지원이 요구되며, 더 장기적으로는 신성장동력

보다 시급하다.

다. 네덜란드의 경우 임시직 사용에 대한 규제완화

는 점에서 산업공동화와 연결된다. 그러나 제조업

의 창출을 통한 국내 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고용추세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

와 불합리한 차별시정을 통해 단시간 근로자의 고

의 산업공동화 여부를 각종 통계를 통해 살펴본

선 산업별로는 서비스업 위주의 고용확대가 지속

용 및 소득의 안정성 제고에 성공했다. 이를 통한

결과, 최근 국내 제조업이 전반적인 위축을 보이

되고 있으나 2000년대 들어 고용 확대폭이 크게

단시간 근로의 공급증가는 노동시장 유연화의 기

고 있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단 제조업의 고

줄고 있다. 이는 도소매, 음식숙박업의 고용창출에

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경제 전체의 고용창출에도

용비중은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

대한 기여가 감소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는 제조업 위축 내지 산업공동화의 증거라기보다

라. 경제성장을 위한 총요소생산성의 역할과
정책적 시사점
■ 김학수

사업장 규모별로는 소규모 사업체 수가 서비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도

는 제조업 고도화에 수반된 현상일 가능성이 크

본 보고서는 총요소생산성의 결정요인과 총요소생산성이

산업을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이들의 고용비중이

입으로 근로자의 고용가능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다. 그러나 제조업 내 업종별로 볼 경우 중₩저급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총요소생산성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임금피크제 도입 및 직업훈련 효율성 제고, 비정규

기술 업종을 중심으로 위축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기술혁신, 국내 시장개방 확대, 규제개혁 등에 의해 향상

OECD 최저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특히 고

직 기간연장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을 알 수 있다.

되며, 국내 투자 및 고용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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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술 분야보다 새로 부상하고 있는 생명공학기술

대응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이 미진하고 대기업의

감면 등 복잡한 세제지원책은 대폭 축소하여 체감

과 나노기술 등에 국가의 연구개발 예산이 집중되

과도한 임금 상승으로 인해 거래관계에 있는 중소

세부담의 변화 없이 중소기업의 성장유인을 높여

본 보고서는 향후 우리 경제의 혁신주도형 성장

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차세대 첨단기술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야 한다.

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요

6T부문의 인력난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된다. 더불어 중소기업정책의 지원대상을 결정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그 대상을 창업이

소생산성의 결정요인과 총요소생산성이 투자와 고

넷째, 국내 시장의 개방 확대가 필요하다. 국내

는 중소기업의 범위가 기업의 성장유인을 제약할

나 혁신 중소기업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

시장의 개방은 경쟁을 촉진하여 중장기적으로 국

수 있고, 중소기업 지위유지에 대한 강한 유인으로

보와 기보를 통폐합하여 전체적인 보증 규모는 축

1985~2006년까지 OECD 12개국 패널자료를

산품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총요소생산성의 확대

중소기업의 국제화가 제약될 가능성이 크다. 즉,

소시키면서 창업 및 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에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총요소생산성은 연구개발

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주요 경쟁

중소기업정책은 효율성 증대에 목표를 두고 있음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이들 기업에 대한 평가능력

을 통한 기술혁신, 국내 시장개방 확대, 규제개혁

국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인 관세율을 낮출 필

에도 사회정책적 목표와 결합되어 지원의 범위와

및 위험관리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등에 의해 향상되며, 향상된 총요소생산성은 주어

요가 있다. 또한 상품시장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규모가 과다하여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과 수익

중소기업의 성장 및 고용창출을 위해 창업환경

진 투자와 노동에 의해 생산 가능한 국내총생산을

법률, 금융 등 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확대하여 관

성, 이에 따른 전반적 부실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및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과제이

확대시켜 경제성장에 직접 기여할 뿐만 아니라 투

련 업종의 생산성 향상과 경제전반의 생산성 향상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 창업환경의 개선을 위해 창업절차의 간소화, 창

자를 촉진하여 다시 간접적으로 경제성장에 기여

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업비용 감축 및 최소자본금 폐지 등의 조치가 필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요소생산성의 개선

마지막으로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

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선

하다. 고용환경의 개선을 위해 노동시장 관련 각종

이 단기적으로는 유의미한 고용증대 효과를 보이

야 한다. 최근 세계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2009년

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종류가 많고 복잡하여 불필

규제의 개선이 시급하다.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장기적으로 투자 증대

우리의 기업규제 수준은 전체 181개 비교대상국

요한 비용 발생 및 지대추구행위가 나타날 가능성

를 통해 고용이 증대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 23위로 2008년보다 1단계 하락한 것으로 나타

이 많다. 벤처기업 지원정책은 부작용을 최소화하

났다. 특히 창업, 고용 및 해고 분야의 순위는 각각

면서 효과적인 혁신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지원의

126위와 152위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으나 벤처기

타났다.

업 지정 시 특혜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문제점이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는 영세성

있다. 금융지원정책 또한 중소기업의 수익성 개선

극복이라고 할 수 있다. 경쟁촉진 및 각종 규제완화 등

에 도움을 준 측면이 있으나 한계기업의 부실 발생

에 우선적인 정책적 노력이 기울여져야 하며, 지원성 정

을 지연시키는 부작용도 초래하고 있다.

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기능을 적극

혁신주도형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총
요소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개발투자의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 우
리나라의 연구개발 집중도는 세계적인 수준이지
만, 연구개발투자의 역사가 짧고 추정된 연구개발
스톡의 규모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어서 연구개발

마. 지속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정
책의 개선방향

투자 규모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의 연구개발부문의 예산을 확대 편성하는 한

경제적 비중이 큰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은 기본
■ 송원근

적으로 창업 및 혁신, 그리고 경영환경 개선에 중

바. 서비스산업 발전의 정책적 과제
■ 이태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다.

편,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도 확대할

경제적 비중이 큰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은 기본적으로

점을 두어야 한다. 시장실패로 인해 정부 지원이

필요가 있다.

창업 및 혁신, 그리고 경영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시장친화적으로 정책을 설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은 고용 측면에서 성장세

둘째,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제고가 요구된다.

한다. 시장실패로 인해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최대

계해야 하고, 중소기업 간 자원배분을 왜곡시키는

를 보이고 있으나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그 경제적

이를 위해 기술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와 연구개발

한 시장친화적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하고, 중소기업 간

정책수단은 최대한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비중이 점차 하락 내지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성과의 파급효과 제고가 필요하다. 산학연 연계체

자원배분을 왜곡시키는 정책수단은 최대한 자제되어야

제를 정비하여 효율적 역할 분담과 파트너십을 강

할 것이다.

화할 필요가 있다.

32

중소기업 창업촉진을 위한 조세지원제도는 창업

중소기업 범위 또한 현행 산업별로 세분화되어
있는 기준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으며, 중견기업으
로의 성장을 유인하기 위하여 그 범위를 종사자 수

뿐만 아니라 총요소생산성과 같은 생산과정 전체
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의 발전 정도를 소

셋째, 신기술 개발을 통한 신성장동력의 확충이

고용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부문의

시급하다. 향후 성장동력은 신기술에서 찾아야 하

정체가 지속되면서 경제의 활력과 고용창출 여력

중소기업 세제지원의 경우 전반적인 기업의 조

이는 부문은 고용보다는 생산 측면이라 할 수 있

며,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성숙기로 접어든 정보

이 저해되고 있다. 중소기업부문의 정체는 개방에

세부담을 경감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비과세 및

다. 따라서 서비스산업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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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 측면보다는 생산 측면을 보다 강조할 필요가

위한 필요조건으로‘서비스기업의 대형화’
를 꼽을

우선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분위 하위 20% 계층

을 완화하고 임금 및 근로시간 조정과 다양한 고

있다.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경쟁촉진 및 각종 규제완화

의 1996~2007년 연평균 소득증가율은 실질기준

용형태를 허용하여 유연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등에 우선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으로 0.5%로 전체 1.8%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안전망의 개선이 필요하다. 사회

한편, 산업의 성장 외에 다른 정책적 목적에 따

더불어 이들 계층의 가계부채는 명목기준으로 같

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함과 동시에 근로장려세

첫째,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에서 고부가가치를

라 지원성 정책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정책의 효

은 기간 평균 15%로 전체 평균 12%보다 빠르게 증

제의 상향조정,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복지지

창출하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의 비중이 다른 주요국

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기능을 적극 활

가하고 있다.

급기한 제한 등을 통한 근로유인 강화가 요구된

에 비해 굉장히 낮은 편이다. 대신 도소매, 음식숙

용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침체는 크게 네 가지 요인
에 기인한다.

박업 등 영세하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업종의 비중

더불어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다. 우

동 내지 실업상태이며, 취업자 중 61.4%가 영세제

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서비스부문의 산업구

리나라의 경우 서비스부문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조업과 생계형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

조는 전체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위해 지속적인 투자증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타났다. 또한 제조업에 종사하는 저소득층 가구주

작용하고 있다.

서비스부문에서의 자본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 투

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했는데 이는 제조

자활성화에 저해가 되고 있다.

업의 저숙련직 일자리가 큰 폭으로 감소한 데 기인

둘째, 2000년대 이후 급격히 하락한 투자부진
현상도 서비스업 침체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조업부문의 과도한 노동경직성은 제조업에서 서
비스업으로의 노동유입을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 성장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저소득
층 생활안정 방안

그 결과 서비스부문의 노동비용이 상대적으로 낮
아져 결국 투자부진을 초래한 것으로 분석된다.

■ 김창배

다. 더불어 사회안전망 전달체계의 지속적인 정비
가 필요하다.

아. 일자리 창출과 투자 촉진을 위한 재정₩조
세정책 방향
■ 조경엽

저소득층의 경제상황이 악화된 데는 무엇보다

고용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총수요 정책보다는 총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둔화된 영향이 크다. 경제성

공급 확대정책이 요구된다. 또한 총재정지출은 지출구조

장률 하락에 따른 노동수요 위축은 근로소득에 의

를 성장친화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발표

존하는 저소득층에 가장 큰 경제적 충격을 안겨 주

된‘2008년도 세제개편안’
은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조속한 시행이 요구된다.

셋째, 서비스산업의 영세화를 들 수 있다. 2006

저소득층 소득악화의 근본원인은 사회보장의 미흡에 있

었다. 1983~2007년 기간 중 성장률과 도시근로자

년을 기준으로 종사자 4명 이하의 영세기업 비중

는 것이 아니라 성장둔화에 따른 노동수요의 하락에 있

가구의 소득계층별 소득증가율의 상관관계를 분석

이 제조업은 63.4%인데 반해 서비스업은 87%에

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저성장구조를 탈피하는 것이 필

한 결과 저소득층 소득과 실질 경제성장률의 상관

외환위기 이후 사회보건₩복지 및 국토균형 발전

이른다. 영세기업 중심의 기업구조는 대규모 투자

요하며,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및 근로유인 강화가 요

관계가 0.79로 나타나 고소득층의 0.59보다 약

등 소득재분배를 위한 분야에 지출이 확대되면서

를 어렵게 하고 인적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

구된다. 더불어 사회안전망 전달체계의 지속적인 정비가

20%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내수부진은

재정 규모와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했다. 이에 따

게 된다.

필요하다.

저소득층의 고용안정을 위협함으로써 이들 계층에

라 재정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8.1%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 증가하였으며 국가채무는 33.2%에 달하고 있

넷째, 서비스산업의 높은 진입장벽도 산업 발전
의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 서비스산업 업종들 중

2000년대 들어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 근로장

이와 함께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에도 광

다. 재정지출의 증가와 함께 조세부담률도 급속히

법적 진입장벽이 있는 업종의 수가 전체의 70%에

려세제, 기초노령연금 등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

범위한 사각지대의 존재, 부정수급자 및 예산낭비

증가하여 현재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은 수준에 도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진입장벽은 산

전망이 양적으로 꾸준히 확대되어 왔음에도 저소

와 같은 전달체계의 문제점 등이 있는 것으로 드러

달해 있다. 과도한 조세부담 외에 우리나라의 세수

업 내 기업 간 경쟁을 위축시켜 생산성 하락을 야

득층의 경제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외

났다.

구조는 법인세, 재산세 등 자본에 상대적으로 중과

기할 수 있다.

환위기 이후 지난 10년간 경제성장률이 4%대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제언은 다음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는

하락하면서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은 다른 계층과

과 같다. 첫째, 우리 경제의 저성장구조를 하루빨

영세성 극복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의 영세성은

달리 거의 정체 상태에 있다. 이는 저소득층 소득

리 탈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경영환경

구조적 VAR모형을 통해 재정지출이 실업률, 경

서비스부문의 대규모 투자 및 고용확충에 있어 상

악화의 근본원인이 사회보장의 미흡에 있는 것이

개선, 법치주의 확립 및 정책 일관성 유지, 규제완

제활동 참가율, 고용률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

당한 장애가 되고 자본과 인력의 조직화를 꾀하기

아니라 성장둔화에 따른 노동수요의 하락에 있음

화 등이 요구된다. 둘째, 비정규직 보호법 등 고용

과, 재정지출의 증가는 단기적으로 실업률과 경제

힘들어 생산성 제고도 어렵다. 따라서 서비스산업

을 시사한다.

감축을 조장하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비정규

활동 참가율을 상승시키지만 고용률은 감소시키는

직 사용기간 연장 등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지출이 경제성장보

의 투자 및 R&D 부족, 생산성 저하 등을 극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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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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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서민의 생활안정과 같은 복지안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민간이 기대한 만큼의 고용증대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본 보고서는 보건₩복지 분야에 치중하던 과거
정부지출 구조를 성장친화적으로 개선할 경우 노

것이 바람직하다.

결과, 지출구조 개편 초기에는 GDP가 0.42% 증

책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도입된 각종 경기부양대

투자를 촉진하고 내수활성화를 통한 성장잠재력

책들을 차질 없이 실행에 옮겨야 하며 최악의 상황

노동시장 개혁 및 노사관계 선진화도 필수적인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조속한 시행

에 대비한 비상대책의 수립도 요구된다. 필요한 경

요소이다. 노동 관련 규제의 개혁을 통한 노동시장

이 요구된다.

우 내년에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GDP 대비 경기대

유연성 제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성장잠재력

책 비율을 5%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필

확충을 위해 각종 투자활성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

요가 있다. 단, 성장잠재력 훼손 방지를 위해 중장

해 나가야 하며, 대외개방을 통한 경제선진화에도

기적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책노력이 수반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리더

어야 할 것이다.

십 확립을 통한 신뢰사회 형성과 사회안전망 확충

자.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성장 및 고
용정책 제언

가하고 5년 후에는 1.31%, 10년 후에는 1.88% 증
가하여 5년 연평균 증가율은 0.90%에 달하고 10

■ 안순권
최근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장친화적이고 효율적

통한 고용창출 노력에 나서야 한다. 비정규직 사

나타났다.

인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선진경

용기간 연장, 임금 상승 억제 및 근로시간 조정,

제 진입을 위한 규제개혁과 신성장동력의 발굴 및 육성

다양한 고용형태 허용 등을 통하여 고용시장의 경

이 필요하며 사회전반에 걸친 신뢰회복이 요구된다.

직성을 완화시켜 나가야 한다. 더불어 재정지출

적 영향도 분석했다. 2008년 세제개편안은 조세를
통한 형평성보다 경제효율성 제고라는 국제적 추
세에 부합하여 성장잠재력 확충, 일자리 창출, 소

최근 국제 금융위기의 국내 경제에 대한 부정적

비기반 확충과 투자 촉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제

분석에 따르면 경제성장률 제고 측면에서는 법인

고를 위한 정책의 입안 및 지속적 추진의 필요성이

세 인하가 가장 큰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더욱 커지고 있다.

고, 고용창출 효과는 소득세 인하가 가장 큰 것으

본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전략

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인하는

및 위기극복 이후 선진경제 진입을 위한 중장기전

투자 촉진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략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고용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총수요 정책
보다는 총공급 확대정책이 요구된다. 낮은 고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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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경기부진의 완화를 위해 제도적 개선을

년 연평균 증가율은 1.29%에 달할 전망인 것으로
더불어 본 보고서는 2008년 세제개편안의 경제

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시장친화적 정책의 시행이

최근 발표된‘2008년도 세제개편안’
은 고용과

동 및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경엽(2007)의
동태적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둘째,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적극적 경기부양대

전례 없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
략은 다음과 같다.

필요하며 서비스산업의 적극적 육성이 필요하다.

이 필요하다.

3. 평가

확대에 의한 고용유지, 일자리 나누기 및 미래인

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악화되고 있는 국내 투

력 양성 등의 일자리 창출 계획의 효율적 실행이

자와 고용률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종

필요하다.

합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투자와 고용률 제고에 성

넷째, 규제완화와 기업환경 개선을 통한 투자활

공한 선진국들의 다양한 정책경험을 바탕으로 구

성화가 필요하다. 특히 고용유발효과가 큰 서비스

체적이고 실천가능한 정책대안을 내놓고 있다는

산업의 생산성 제고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개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더불어 국제

혁이 시급하다.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 경제의 위기를 타개해 나가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및 서민생활 지원 대책의

기 위한 단기적 경기부양책을 경제 여러 부문에 걸

수립 및 위기탈출을 위한 고통분담과 역할에 충실

쳐 종합적으로 제시한 점도 본 연구의 특징이라 할

할 필요가 있다.

수 있다. 다만 주제의 광범위함으로 인해 개별 연

과 투자부진 현상은 일시적 현상이라기보다 산업

첫째, 최근 나타나고 있는 금융 및 외환시장의

위기극복 이후 선진경제 진입을 위한 중장기전

구의 심도 있는 분석이 다소 미흡한 감이 있는데,

구조 변화와 낮은 경제성장률에서 발생하는 구조

안정 회복기미의 불씨를 살려 안정기조 조기 정착

략으로는 우선 고용 중시 내수확대형 성장전략의

이는 차후 추가 연구를 통해 보완해 나갈 필요가

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단기적인 총수요 정책이 아

을 위한 다양한 안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추구가 있다. 중소기업의 고용흡수력과 내수기여

있다.

닌 잠재성장률을 근본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총공

야 한다. 한국은행은 향후 필요한 경우 추가적 금

급정책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리인하를 적극적으로 단행해야 하며 실물시장에

또한 총재정지출은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 확충

대한 직접적 자금공급 방식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에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확장적

더불어 경기침체가 가속화될 경우 대출자산의 부

재정지출보다는 지출구조를 성장친화적으로 개편

실이 심화되어 금융회사의 부실이 급증할 가능성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사회복지 및 지

이 높으므로 상황에 따른 비상대책 마련이 요구된

역균형발전과 같은 소득재분배를 위한 분야에서

다. 또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제수지의 관리를

교육, R&D, SOC 등에 대한 지출비중을 늘리는

강화해야 하며 외환보유액의 확대도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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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연구과제│

한국의 물가구조 및 국내외 가격차이 해소방안

및 업종별₩품목별 가격 현황을 미시적으로 분석하

안정화 중심의 정책운용이 바람직하며 동시에 정

고 있다. 최근의 유가 및 원재료가격의 상승이 각

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장기적으

업종 및 주요 품목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설명하고,

로는 외부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경제

주요 품목의 국내외 가격차이 현황 및 발생요인을

체질로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 노력

규명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가격차이 발생요인

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인권 외 8인

국내외 가격차이가 커지면 소비자는 충분한 소

가율을 비교해 보면 거의 모든 물가지수의 증가율

비자 잉여를 누릴 수 없고, 기업은 고비용₩저효율

이 2000년대 들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의 물가 수준을 거시경제적 시각에서 측정해 보고, 세계 주요 도

구조에 의한 높은 생산 코스트로 적정이윤을 확보

각 물가지수를 구성하는 상당수의 품목들이 1990

시의 물가수준 및 업종별₩품목별 가격 현황을 미시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근의

할 수 없다. 물가가 높다는 것은 결국 임금인상 압

년대에 비해 2000년대 들어 가격 상승률이 둔화되

유가 및 원재료 가격의 상승이 각 업종 및 주요 품목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설명

력 등을 포함하여 고비용구조의 원인이 되고, 이는

었다. 유일하게 1990년대에 비해 커진 품목은 수

하고, 주요 품목의 국내외 가격차이 현황 및 발생요인을 규명하고 있다. 나아가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게 된

입 원자재 품목이라 할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수

이러한 가격차이 발생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다. 더불어 기업의 생산거점의 해외이전을 가속화

입물가지수 품목들 중에서도 광산품의 물가 상승

하여 산업공동화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국내

률이 매우 높아졌으며 가공단계별로 보아도 수입

투자 부진과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낳게 한다.

원자재가격 상승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생산

또한 해외 직접투자를 포함한 외국자본의 유입과

자물가를 구성하는 품목 중에서도 유일하게 광산

외국 고급인력의 유입을 제약하여 경제성장의 저

품의 물가 상승률이 2000년대 들어 1990년대보다

해요인이 된다. 이렇듯 높은 물가는 여러 가지 경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2000년대 들어 전체

표본품목에 대한 국내외 가격차이 조사 자료를 인

제적 문제들과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러한 복잡한

적으로는 1990년대보다 물가 상승이 하향안정세

용하며 국내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다는 보도자료

경제 현상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려는 시도는 거시

를 보이고 있지만, 수입 원자재만은 1990년대보다

본 연구는 한국의 물가구조 및 업종별₩품목별

를 냈고 각종 언론이 이를 기사화하였다. 그러나

적인 관점에서의 물가₩환율₩금리 등과의 연계관계

높은 상승률을 시현하고 있다. 결국 수입 원자재가

국내외 가격차이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 상품의 경

소수 도시들의 일부품목에 대한 가격조사 자료는

와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고 기타 내용들은 체계적

격 상승에 따라 수입물가, 생산자물가 등의 순서로

쟁력제고를 위한 구조적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수

사실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드러난 문제들을 해결

인 연구보다는 에피소드 중심에 머물러 있다. 본

영향을 미치고 최종적으로 소비자물가에까지 그

행되었다. 1997년 국내의 한 연구조사 자료에 따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연구에서는 주요 품목들의 가격이 높은 원인을 구

효과는 전달되고 있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르면 한국의 물가는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환산된

이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표본국가, 표본도시 및

1인당 GDP 수준에 대비해 볼 때 추세선에서 크게

표본품목을 대폭 확대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도시

벗어나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2차 오일쇼

들은 68개국의 81개 도시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라 할 수 있다. 지속적으로 상승해 오던 수입 원자

크 이후 물가안정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으로 물가

가격조사 대상품목은 브랜드를 지정하지 않은 일

재가격은 2007년 하반기부터 더욱 큰 폭으로 올랐

상승률은 과거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낮추어

반품목 217개와 브랜드를 지정한 동일브랜드 품목

졌고, OECD 등 선진국 수준의 물가안정 구조가

102개이다. 이들 품목의 가격조사는 대한무역진흥

정착되었다. 그러나 2008년 들어 유가, 수입 원자

공사(KOTRA)가 맡아 2008년 3월에 실시하였다.

재 및 곡물 등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국내

본 연구는 한국경제연구원과 KOTRA의 공동기획

물가불안감이 커지고 물가안정이 다시 최우선의

및 공동연구의 결과물이다.

경제정책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최근 소비자보호원이 소수의 OECD 표본국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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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으로 규명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 대응책을 마
련하였다.

2. 연구내용

2007년 하반기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급등한
물가도 이 같은 추세의 연장선에서 나타난 현상이

고, 이에 더하여 원/달러 환율 상승이 겹치면서 대
외부문의 물가 충격으로 나타난 것이다. 물론 국내

가. 우리나라의 물가구조와 시사점

적으로 물가 상승에 대한 총수요 측면에서의 압력
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2007년과 2008년에 걸

■ 이태규

쳐 몇 분기 동안 GDP갭은 양(+)의 값을 시현) 그

본 연구는 국내의 물가 수준을 거시경제적 시각

외부여건이 안정될 때까지는 생산성 증가 내에

동안 공산품을 중심으로 가격안정이 상당히 이루

에서 측정해 보고, 세계 주요 도시들의 물가수준

서 임금인상, 규제개혁을 통한 경쟁촉진 등의 가격

어져 총수요 압력이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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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보다는 매우 약해졌다. 반면 원자재의 상당부

에너지절약형 산업구조 구축 및 생산성 향상을 위

물가를 상승시키고 있다. 약 30개 품목이 생활물

발유, 경유, 등유의 가격 상승이 결국 서민생활물

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수입

해 노력해야 한다.

가 80% 이상을 상승시키고 있는데, 이들은 주로

가 상승의 47.4%를 상승시키고 있는 것이다.

원자재가격이 급등할 경우 이는 바로 국내 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산물가격의 상승, 각종 원자재가격의 상승과 노동

주거비₩교통비₩교육비₩사교육비₩식료품비와 관련
된 품목들이다.

서민생활물가를 상승시키고 있는 그 다음 품목
은 납입금과 학원비와 같은 교육비의 상승이다. 이

현 시점에서 총수요 압력이 소비자물가에 미치

생산성 증가를 앞지르는 높은 임금 상승률은 전반

수입물가 상승은 절반 이상이 원유가격 상승에

들은 국제 유가 상승이나 국제 곡물가격 상승의 직

는 영향력은 외부요인보다 작다고 할 수 있다. 현

적인 물가수준을 상승시켜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의해 초래되었다. 그 다음이 액화천연가스, 나프

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지 않는 품목이지만 서민생

재는 물가 상승과 함께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스태

가중시키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일반국민들의 생활

타, 고철, 천연인산칼슘, 합금철, 슬랩, 후판, 열연

활물가지수의 상승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점이다. 하지

을 어렵게 하는 생활물가 상승의 원인을 추적하기

강대 등 원자재들의 수입 가격 상승이 수입물가 상

가령 납입금의 경우 전년 동월대비 6.6% 상승하고

만 물가 상승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확

위해 수입물가, 생산자물가, 생활물가, 서민물가의

승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국제 유가와 국제 곡물

있는데, 이는 서민생활물가 상승에 7.8%나 기여하

장적 정책은 기대인플레이션을 촉발하게 되고, 이

상승원인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체계적으로 살펴보

가격이 급등하면서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자

고 있다. 또한 학원비는 전년 동월대비 6.0% 상승

것이 다시 실제 인플레이션의 심화로 실현되는 악

고 있다.

정부는 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생활필수품

했는데 이는 서민생활물가 상승의 7.1%를 차지하

순환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생산자물가 상승은 첫째, 중간재의 가격 상승으

52개’
를 선정하여 물가 상승을 집중 관리키로 하

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 유가나 곡물가격 상승과

는 외부여건이 안정될 때까지는 생산성 증가 내에

로 인한 영향이 가장 크다. 둘째, 생산자가격의 변

였으며, 또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교통요금, 수도

직접적 관련이 없는 교육비, 학원비가 서민생활물

서 임금인상, 규제개혁을 통한 경쟁촉진 등의 가격

화에 임금인상의 역할이 매우 크다. 대부분 산업에

요금 등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한 바 있다.

가지수 상승의 14.9%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 주거

안정화 정책운용이 바람직하며 동시에 정책의 일

서 임금인상이 생산자 가격의 변화에 커다란 기여

서민생활물가지수가 상승하고 있는 원인을 품목

관성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원/달러 환

를 하고 있다. 이처럼 높은 임금인상에도 불구하고

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8년 7월말 기준

율의 추세를 바꿀 수는 없지만 지나친 변동성은 억

노동생산성 증가 역시 현저하게 높은 수준을 보여

전년 동월대비 서민생활물가(주거비 포함)는 7.8%

이번 연구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

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GDP갭이 음(-)으

주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임금 상승이 노동생

상승했다. 높은 서민생활물가지수는 서민생활물가

다. 국제 유가 및 곡물가격의 상승에 의해 초래된

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고, 총수요 압력이 물가에

산성 증가를 크게 능가하고 있다. 셋째, 수입 원자

를 구성하는 52개 품목 가운데 휘발유, 경유, 납입

물가 상승은 서민생활을 상대적으로 어렵게 하므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으므로 원자재가격이

재가격 상승의 역할 역시 생산자물가의 상승에 상

금, 학원비, 중유, 주거비 등의 순서로 많은 영향을

로 서민생활 안정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유가 상승

안정되는 시점에서는 금리인하 등의 확장정책을

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수입 원자재가격

받고 있다. 이 중 휘발유, 경유, 등유 등은 모두 국

에 따른 교통비 또는 광열비 상승과 국제 곡물가격

고려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외부

상승에 대해서는 수입 원자재를 절약하려는 생산

제 유가 상승과 큰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품목으로

상승에 따른 식료품비 지출이 문제이다. 그 밖에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경제체질로의

성 증가 노력 역시 크게 진전되고 있다.

써 국제 유가 상승이 서민생활물가지수의 상승에

국제 유가와 곡물가격 상승과 무관한 교육비, 학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비의 상승을 완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
어야 할 것이다.

생활물가 상승요인의 분석에서는 각 구성품목의

비, LPG, 돼지고기의 가격 상승은 서민생활물가
상승에 각각 6.2%, 6.0%, 4.9% 기여하고 있다.

물가 상승에 대한 기여도와 기여율을 계산함으로

이들 품목이 서민생활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에서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은 국제 유가 등

써 어떤 품목이 생활물가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는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서민생

수입 원자재가격의 상승뿐만 아니라 노동생산성

지를 살펴보았다. 생활물가지수의 조사품목은 쌀,

활물가지수의 상승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증가율을 초과하는 임금인상이다. 따라서 노동생

배추, 쇠고기 등 소비자들의 구입빈도가 많은 152

휘발유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24.8% 상승했는데

산성 증가율 수준의 임금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

개 생필품이다. 최근 생활물가(주거비 포함)는 주

물가지수 작성에 있어서 그 가중치를 고려하면 전

유도해야 한다. 아울러 물가 상승압력에 대해 경제

물가 상승의 외부적 요인은 국제 유가 및 곡물가

로 국제 유가 상승에 의해 유발된 휘발유, 경유, 등

년 동월대비 서민생활물가지수 상승률 7.8%의

주체 간‘제몫 챙기기’쟁의는 궁극적으로 많은 사

격의 상승이므로 해외 원유 및 곡물의 안정적 공급

유, 도시가스 가격 상승에 의해 주로 상승하고 있

21.3%(기여율 기준)에 해당하는 1.7%를 상승시키

회적 비용을 초래하므로 원만한 노사관계 구축이

을 위한 자주개발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한

다. 그 외 유치원 및 고등학교 납입금₩전문대 및

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경유는 서민생활물가지수 상

필요하다.

국의 높은 에너지 투입비중, 낮아지는 총요소생산

사립대 등록금과 같은 교육비 역시 생활물가를 크

승률의 16.6%에 해당하는 1.3%를 상승시키고 있

최근 물가 상승의 외부적 요인은 국제 유가 및

성 증가율은 국제 유가 등 원자재가격 상승과 같은

게 상승시키고 있다. 또한 곡물가격 상승과 관련된

으며, 등유 또한 서민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의 9.5%

곡물가격의 상승이므로 해외 원유 및 곡물의 안정

외부 충격요인의 흡수력을 크게 낮추고 있으므로

것으로써 빵, 자장면, 달걀, 과자, 라면 등이 생활

에 해당하는 0.7%를 상승시키고 있다. 따라서 휘

적 공급을 위한 자주개발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나. 한국의 물가 상승 결정요인의 분석
■ 박승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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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국의 높은 에너지 투입비중, 낮아지는 총요

은 OECD 도시 중 상위그룹에 속해 있는데, 이는

다. 식료품 중 세계 도시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높

재 등이었다. 정보통신 품목 중 세계 도시와 비교

소생산성 증가율은 국제 유가 등 원자재가격 상승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 상품의 서울 가격이

은 가격수준을 형성하고 있는 품목은 밀가루(1㎏),

하여 특별히 낮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품목은 시

과 같은 외부 충격요인의 흡수력을 크게 낮추고 있

OECD에 속한 선진국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

쇠고기 등심(1㎏), 올리브유(1ℓ)이다. 2005년 구매

내통화요금(3분), 국내우편(일반편지 1통, 2~3페

으므로 에너지절약형 산업구조 구축 및 생산성 향

다는 것을 의미한다.

력지수를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밀가루의 국내가

이지 기준), 인터넷 가설비(최소 DSL 기준), 인터

구매력평가 기준 시 서울의 동일브랜드물가지

격은 세계 도시 평균의 1.4배로서 OECD 국가 중

넷 월 사용료(최소 DSL 기준)였다. 그리고 국내외

수는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한다. 구매력평가를

에서는 가장 높았다. 그 밖에 냉동참치(1㎏), 닭고

가격차이 조사에서 저렴한 것으로 나타난 원자재

기준으로 할 때 서울의 동일브랜드물가지수는 환

기 가슴살(1㎏), 쇠고기 안심(1㎏), 돼지고기 목살(1

품목은 형강(1t), 열연광폭대강(1t), 시멘트(벌크타

율기준의 경우와는 달리 전체 도시 및 주요국 도

㎏), 양배추(1㎏), 씨리얼(375g) 또한 국내 가격이

입, 톤 기준)이다. 정보통신 및 원자재부문 이외에

시 평균보다 낮으나, OECD 도시에 비해서는 매

세계 도시와 비교하여 높은 식료품목이다. 다음으

주거 및 수도₩광열부문에서 국내 가격이 국제 비

소득수준을 감안할 경우 서울의 소비자물가지

우 높은 수준이다. 이는 세계적인 유명 브랜드 상

로 의류제품 중 세계 도시와 비교하여 특별히 높은

교에서 저렴한 품목이 나타났다. 특히 주거 및 수

수, 생활물가지수 및 생필품물가지수는 비교대상

품의 구매력평가 기준의 가격이 저소득국 도시에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품목은 스타킹(1켤레, 대형

도₩광열부문에서는 케이블TV 이용료(1개월)가 현

도시의 중간수준이며, 서울의 동일브랜드물가지수

서 높고 고소득국 도시에서 낮은 경향이 있음을

백화점 판매), 와이셔츠(1벌, 대형백화점 판매), 아

저하게 저렴한 품목이었다.

도 세간의 인식과는 달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시사한다.

동용 청바지(1벌, 대형백화점 판매), 성인용 청바

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 국내외 가격차이 현황 및 평가
■ 최충규

마. 품목별 사례분석

다. 부문별로는 식료품, 신발, 의류, 이₩미용, 식

소득수준을 감안할 경우 서울의 소비자물가지

지(1벌, 대형백화점 판매)이다. 가사용품 및 서비

₩음료부문의 물가수준이 특히 높은 반면, 교통요

수, 생활물가지수 및 생필품물가지수는 비교대상

스 품목군 중 세계 도시와 비교하여 높은 가격을

금, 주거₩수도₩광열비, 주류₩담배, 통신요금 및 보

도시의 중간수준이며, 서울의 동일브랜드물가지수

형성하고 있는 품목은 치약(150g), 칫솔(1개), 화장

건의료부문의 물가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

도 세간의 인식과는 달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비누(1개), 화장지(1통), 섬유유연제(1ℓ)이다. 국제

본 장에서는 21개의 주요 품목에 대한 국내외 가

났다.

다. 부문별로는 식료품, 신발, 의류, 이₩미용, 식

가격비교에서는 고가의 품목이 다수 포함된 품목

격차이 현황을 파악하고 국가 간 비용구조를 분석

본 장에서는 조사대상 품목군을 소비자물가, 생

₩음료부문의 물가수준이 특히 높은 반면, 교통요

군은 아니었지만, 품목 자체만으로 국내 가격이 현

하여 국내외 가격차이가 발생하는 요인들을 미시

활물가 및 생필품(서민생활물가) 품목으로 구분하

금, 주거₩수도₩광열비, 주류₩담배, 통신요금 및 보

저하게 높은 품목으로는 골프장 그린피와 공업단

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품목별로 국내외 가격차

고, 기준 환율과 구매력평가 환율을 적용하여 국내

건의료부문의 물가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

지 매입가(㎡)를 들 수 있다.

이 해소를 위한 세부적인 정책대안들을 제시하고

외 물가수준의 차이를 측정해 보았다. 각각의 물가

났다.

지수는 서울의 값을 100으로 하고, 외국의 물가지
수를 이에 대한 상대적인 비율로 표시하였다. 이때

한편, 세계 주요 도시와 국내 가격을 비교한 결

■ 이인권 외

있다.

과 저렴한 것으로 나타난 품목군은 정보통신, 원자

라. 품목별 국내외 가격차이 현황

가중치는 한국은행이 소비자물가지수 산정 시 적
용하는 가중치를 사용하였다.

■ 김현종

환율기준 물가지수의 경우 서울의 소비자물가지

세계 주요 도시와 국내 가격을 비교한 결과 높은

수, 생활물가지수 및 생필품물가지수는 3개 비교

것으로 나타난 품목군은 식료품, 의류제품, 가사용

대상 도시군 평균보다 낮은 반면, 서울의 동일브랜

품 및 서비스용품 등이었다. 한편, 세계 주요 도시

드물가지수는 비교대상 도시군 평균보다 높은 수

와 국내 가격을 비교한 결과 저렴한 것으로 나타난

준이다. 물가지수 순위에 있어서 서울은 조사대상

품목군은 정보통신, 원자재 등이었다.

전체 도시 및 주요국 도시의 중간 수준이지만,

세계 주요 도시와 국내 가격을 비교한 결과 높은

OECD 도시 중에서는 비교적 하위에 위치(즉 서울

것으로 나타난 품목군은 식료품, 의류제품, 가사용

의 물가수준이 OECD 도시 중에서는 낮은 편임)하

품 및 서비스용품 등이었다. 식료품은 세계 주요

고 있다. 다만, 동일브랜드물가지수에 있어서 서울

도시와 비교 시 높은 품목이 가장 많았던 품목군이

품목별 국내외 가격차이 발생요인 및 해소방안
품목

발생요인

내

용

- 쌀 생산비는 중국과 미국보다 각각 5.5배, 2.5배 높음.
- 토지용역비는 미국과 중국에 비해 각각 4.7배, 12.7배
고비용
쌀

높음.
- 노력비도 미국에 비해 각각 4.3배와 3.3배가 높은 수
준임.

대

안

- 한국은 근본적으로 토지 가격이 높고
노임 단가가 높거나 노동 투입량이 많
으므로 생산비 절감에 한계가 있음.
- 일정 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방
식을 유지하면서, 최소시장접근 물량
을 현재 수요량의 5%에서 매년 5%씩

저효율

- 단수(단위 면적당 생산량)는 미국과 중국에 비해
9~22% 정도 낮음.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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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발생요인

내

용

대

안

품목

발생요인

- 한국은 경영비 중 가축비(송아지 구입비용) 비중이 60%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호주나 미국에서는 가축비
가 거의 발생하지 않음.
쇠고기

고비용

- 한국에서는 암소가 송아지를 평균적으로 2.4회 생산하지
만 미국은 5~6회 생산하므로 한국의 가축비가 높을 수
밖에 없음.
- 또한 한국은 경영비 중 사료비 비중이 30% 이상을 점유
할 정도로 높지만 미국과 호주에서는 목초사육(방목)을

용

대

안

- 한국은 현재 화장품에 대해 8%의 수입 관세율을 적용하

- 미국이나 호주의 육우 두당 생산비는 한국의 25% 수
준임.

내

- 미국이나 호주산 쇠고기에 관세 40%

세제

고 있으나, 중국을 제외하고는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와 제비용 10%를 부과한 후에도 한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화장품은 무관세 수입품목임.

주산 쇠고기의 수입량은 늘어날 수밖
에 없음.

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세 인하
추진

의 판매가격의 41~55% 수준에 불과
한 수준임을 고려할 때, 미국산 및 호

- 외국제품의 수입 확대를 통한 가격인

- 공정거래위원회는 1998년 12월 31일 공표한 고시(제

스킨로션

1998-18호)를 통해 화장품의 병행수입이 가능할 수 있

에센스

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나, 화장품법 시행규칙(제7
진입장벽

- 쇠고기의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조)으로 인하여 병행수입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축산업의 대형화가 필요하며, 정부의

있음(시행규칙 7조는 모조제품의 국내 유입을 억제하기

정책적 지원으로 영세규모 축산가구의

위해 병행수입 시 외국 제조업체의 제조 판매증명서를

타 업종으로의 전환을 유도해야 함.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제출하도록 규정).

- 병행수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완화가 필요
- 현재의 규제를 완화할 경우 국민안전
상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동반되어야 할
것임.

하므로 사료비 지출액이 크지 않음.
- 주세(교육세 포함)와 부가가치세가 맥주가격의 53%로
미국 14.2%, 영국 33.3%, 일본 42.4%, 덴마크 31.2%보

- 알코올 함유량이 낮은 맥주의 주세율
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음.

다 훨씬 높음.
- 국가 간 세금부담비율 비교결과를 참
맥주

고세율

- 맥주의 주세율은 72%로 알코올 함유량이 훨씬 높은 위
스키 등 증류주의 세율과 동일
- 수입맥주에 30%의 관세율이 부과되지만 미국, 일본, 영
국, 덴마크 등에서는 무세임.

- 오렌지주스의 원료인 오렌지에 대한 관세율을 비교해 보

- 수입 과일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다른

면 우리나라의 오렌지에 대한 관세율은 50%로 다른 나

국가 수준으로 낮추어 가격인하를 유도

고비용

라(대만 20%, 중국 11%, EU 14.7%, 캐나다 0% 등)에

오렌지

- 음료업종과 같이 시장집중도가 높은

비해 상당히 높은 편임.

주스

시장에서는 불법적 경쟁제한 행위에

조하여 주류의 세금부담비율을 다소

높은 시장

- 국내 음료업종의 시장집중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시

완화하는 방향으로 주세율을 조정할

지배력

장지배력으로 인해 가격이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음.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여 가격안정을
도모

필요가 있음.
- 주세는 징벌적 조세이므로 음주의 사
회적 비용을 고려하여 현행 종가세 방

- 주세(교육세 포함)와 부가가치세가 위스키가격의 53%로
일본 9.4%, 미국 15.4%, 런던 44.2%보다 크게 높은 수준
위스키

고세율
- 수입위스키에 30%의 관세율이 부과되지만 일본, 미국,
영국 등에서는 무세임.

식의 주세 부과방식을 알코올 함유량
에 따라 누진적 종량세 방식으로 전환
할 필요가 있음.
- 물가안정 차원에서 관세율을 인하하

바. 유형별 가격차이 발생요인 및 해소방안

임금, 산업단지 분양가, 재료비 및 금융비용의 현

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1) 원가부문
■ 변양규

육세 및 주행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금부담비율이

휘발유
및

- 미국의 세금부담비율은 무연휘발유 12.9%, 경유 14.8%
고세율

경유

로 우리보다 크게 낮은 수준
- 일본의 세금부담비율은 무연휘발유 40.6%, 경유 28.6%
- 원유 수입에 3%의 관세율이 부과되지만(연말까지 1%의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 다른 국가들은 무세 또는 무세
수준의 낮은 세율을 적용

- 원유가격 급등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2008년 시장경제연구백서

하여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국내외 가격차이 발생요인 중 원가와 관련된 부

미국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

는 원유에 부과되는 관세율뿐만 아니

문을 조사한 결과 지나친 임금 상승과 높은 산업단

의 2006년 자료를 이용하여 제조업 생산근로자의

라 유류 소비세율의 인하를 고려할 필

지 분양가가 물가 상승압력 중 하나인 것으로 추정

시간당 임금을 비교한 결과 국민소득을 감안한 우

되었다. 노동시장 유연화 및 여성₩고령층 노동공

리나라의 시간당 임금은 미국을 100으로 할 경우

급 확대로 임금인상 압력을 낮추고 토지보상비 경

비교대상 33개국 중 브라질(199.3), 독일(174.9)에

감을 통해 산업단지 분양가 인하를 유도해야 하며

이어 156.7로 3위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으로 밝혀

동시에 각종 규제완화로 수도권 임대용 산업단지

졌다. 이는 대만(72.2), 싱가포르(56.0), 홍콩

공급 확충이 절실하다.

(37.0) 등 주요 경쟁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

파급효과를 다소나마 완화하기 위해서

요가 있음.

본 연구는 국내외 가격차이의 원인 중에서 국내

44

수준 및 시계열 추세를 살펴보고 국제 비교를 통해
각 요인들이 국내외 가격차이 발생에 어떻게 기여

- 무연휘발유 및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
각각 55.7%와 47%로 OECD 평균을 상회

생산자 및 판매자의 가격 설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며 국민소득 1만~3만 달러에 속하는 유사소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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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곳 가운데 1위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이다. 노동

현재 71%에 가까운 수준으로 꾸준히 상승하였다.

열화 구조는 많이 사라지고 있지만 자동차와 같은

합리적인 기준 위에서 입지제한은 더욱더 완화되

생산성 증가를 앞지르는 임금인상이 고임금의 주

이는 2000년 이후 원재료가격 상승이 중간재가격

일부품목에서는 여전히 수직적 계열화 유통구조가

어야 한다. 진입장벽은 최대한 없어져야 하며, 진

요 원인이었으며, 이는 노동비용의 증가를 통해 생

상승을 크게 앞지르고 특히 수입 원자재의 가격 상

우세하고 있다. 이는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에게

입장벽의 근거가 더 분명하고 소비자후생 또한 중

산비용 및 물가 상승압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

승이 높았던 것에 기인하였으며 또한 우리나라의

높은 가격으로 판매될 수 있다.

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고용보호의 적절한

비용구조가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에 취약한 점을

특히 희망소매가격과 같은 가격표시는 재판매가

또한 철폐되어야 할 규제 중 하나가 약사법에 의

균형을 통해 두 노동시장 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

반영한다. 이와 같은 원재료비 비중의 증가는 생산

격유지 행위의 방법으로 악용될 수 있다. 제조업자

해 규제되고 있는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금지

하고 이를 통해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상승압력을

비용의 증대 압력으로 작용하여 물가 상승에 기여

와 유통업자 간의 담합 또는 제조업체 간의 암묵적

이다. 가정상비약인 소화제, 지사제, 해열진통제,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 및 고령층의 노동

한다. 최근 생산자물가의 급등은 외부적 요인에 의

인 협조를 통해 새로운 유통업체의 진입을 제한하

감기약 등 사용법이 잘 알려져 있는 단순의약품의

시장 참여 확대를 통해 전반적인 노동공급을 확충

한 것이지만 현재의 상황을 장기적 관점에서 비용

여 진입장벽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진

일반소매점 판매는 이미 선진국에서 널리 허용되

할 필요가 있으며, 이 역시 고임금 문제의 해결에

구조의 취약성을 개선하고, 에너지 수입원의 다변

입장벽과 불공정행위를 제거하고 유통업체 간의

고 있음에도 아직 국내는 규제에 묶여서 자유로운

도움이 될 것이다.

화 및 국제 에너지원 확보와 같은 수급안정화 정책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

유통이 저해되고 있는 것이다.

을 가속화할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

치 마련이 필요하다.

한국경제연구원 및 KOTRA 세계 주요 도시 물
가조사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산업단

로 보인다.

지 분양가 수준을 비교한 결과 서울의 경우 세계
64개 대도시 중 5위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으로 세

(2) 유통부문

계평균의 약 4배, 홍콩을 제외한 중국 평균의 30
배가 넘는 수준으로 밝혀졌다.

새로운 유통구조 속에서 점차 제조업체보다 유

소비자 선택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불합리한 유통

통업체의 힘이 커짐으로써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규제이다. 향후 이러한 불합리한 유통규제는 개선

불공정 사례-판매장려금, 판촉비, 신상품 촉진비,

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개선이 궁극적으로 물가

물류장려금, 무반품장려금, 상품권 구입 등등-들

안정과 소비자후생 증대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 등장하고 있다. 거래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

(3) 세제

이와 같은 높은 산업단지 분양가는 생산비용의

유통산업의 생산성이 낮은 이유는 유통산업의

용한 불공정 거래들은 제조업체에게 비용으로 작

증가를 통해 물가 상승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높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규제를 포함한 불

용하여 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된다. 다시 말해

은 산업단지 분양가의 주요 원인은 높은 지가와 이

합리한 제도적인 문제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이

소비자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

에 따른 토지보상비 증가로 밝혀졌으며

러한 낮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역할로 불

유통혁신을 통해 유통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인

2007년 4분기 이후 무연휘발유, 경유, 난방용

2002~2007년 사이 지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은

합리한 규제의 완화를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다. 진

결과로 얻어진 판매가격 인하가 아닌 제조업체에

천연가스에 대한 세금부담이 소비자가격에서 차지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분양될 산업단지 분양가 역

입장벽은 최대한 없어져야 하며, 진입장벽의 근거

비용부담을 전가한 것이라면, 부메랑이 되어 결국

하는 비율은 각각 55.7%, 47%, 19.3%로 나타났

시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 더욱더 분명하고 소비자 후생 또한 중요하게 고

유통업체와 소비자 모두 피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다. 이는 OECD 평균인 52%, 43.2%, 16.6%를 상

려되어야 할 것이다.

제조업체를 파트너로 생각하며, 혁신을 통한 비용

회하며 각 유종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세금부담 비

절감이 소비자, 유통업체, 제조업체 모두에게 이익

율을 보인 국가들보다 4배 정도 더 높다는 점은 향

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후 세제개편 방향 설정에 고려되어야 한다.

이런 상황하에서 산업단지용 토지를 사전에 저렴

■ 김학수

하게 확보하여 토지보상비의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

전근대성을 벗어나지 못했던 국내 유통산업은

최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수도권규제를

유통시장 개방 이후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유통산

완화하여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에도 임대용 산업

업의 발전은 대형화된 유통업체의 등장으로 규모

앞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유통산업이 시장개방과

단지의 공급을 확충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정책은

의 경제를 이루며, 이러한 대형화를 바탕으로 제

함께 성장하였음에도 아직 선진국에 비해 낮은 생

산업단지 분양가 및 생산비용의 급등을 막고 물가

조업이 지배하던 유통의 주도권이 유통업체로 넘

산성을 보이고 있다. 유통산업의 생산성이 낮은 이

상승도 억제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어가는 구조적 변화를 초래했다. 이런 유통구조의

유는 유통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지속적 자유무역협정의 체결과 세계화로 인해

제조업 생산원가 중 재료비의 상승률은 2000년

변화로 유통단계가 축소되고, 유통업체가 가격의

규제를 포함한 불합리한 제도적인 문제에 의한 것

재화와 용역의 이동에 있어서 국경이 낮아지고 있

이후 연평균 2% 내외로 안정세이나 최근 원자재가

결정권을 가지게 되는 일련의 변화의 과정을 통해

일 수도 있다. 이러한 낮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는 세계화 추세에 부합하고 해외요인에 의해 발생

격의 급등으로 재료비 상승세가 가속되고 있다. 특

유통의 비효율성과 저생산성이 감소되고 있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유통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

하는 물가 상승압력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를 완화해야 한다. 국토의 보존과 효율적인 관리의

석유류를 포함한 광물성 생산품과 식물성 생산품

히 원재료비 비중은 1990년대 초반 65% 수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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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용되는 높은 관세율 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류주의 세율인 72%가 알코올 함유량이 훨씬 낮은

있다. 주요 선진국의 관세율보다 2~3배 정도 더

맥주에도 적용되고 있다는 점과 소주와 위스키의

높은 화학 또는 연관 공업제품 품목군과 기계 및

알코올 함유량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세율이

전기전자제품 품목군의 관세율을 물가 안정차원에

공장출하가격에 적용되고 있다는 점은 향후 개선

서 인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되어야 한다.

매우 낮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자가물
류활동의 비율이 현저히 높으며, 3자물류의 비중

■ 김태승(인하대)

은 미국, 일본에 비해 거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물류부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 물류활동의 전문화 및 물류기업의 대형

공급사슬의 최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공장

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비용과 기술면에서 비효율

또한 한국 전체 관세율을 크게 초과하는 고관세

2007년 4분기 이후, 무연휘발유, 경유, 난방용

에서 생산된 제품을 최종소비지까지 전달하는 과

성이 초래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물류표준화율이

율 품목군인 음식료 및 담배와 함께 섬유제품, 신

천연가스에 대한 세금부담이 소비자가격에서 차지

정에서 효율적인 수송경로를 확보하고, 최적의 물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도 물류 효율

발 및 모자류 품목군에 대한 관세율은 비교대상 국

하는 비율은 각각 55.7%, 47%, 19.3%로 나타났

류거점 입지를 선정하는 것과 더불어 유통경로를

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가들과 비교하여 평균 또는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다. 이는 OECD 평균인 52%, 43.2%, 16.6%를 상

최대한 단순화하는 것이다.

판단되지만, 이들 품목군은 일반국민들의 생활물

회하며 각 유종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세금부담비

한국은 일본에 비해 GDP 대비 국가물류비, 매

로 공급사슬의 최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물가 안정차원

율을 보인 국가들보다 4배 정도 더 높다는 점은 향

출액 대비 기업물류비 모두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최종소비지까지 전달하

에서 관세율 인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후 세제개편 방향에 고려되어야 한다.

지하고 있으며, 그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는 과정에서 효율적인 수송경로를 확보하고, 최적

한국의 담배가격 2,500원 중에서 약 63%에 달

있다. 물류비의 기능별 비중을 일본과 비교할 경우

의 물류거점 입지를 선정하는 것과 더불어 유통경

하는 1,566원이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형태로 부

재고유지관리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수송비

로를 최대한 단순화하는 것이다. 또한 하주기업은

과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담배소비세 및 관련

의 비중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수송비

본연의 생산활동에 주력하고, 물류활동은 전문 물

부담금 비율은 EU 회원국의 평균 비율인 75%를

의 경우 양국 간 국토공간의 차이 등 외생적 조건

류기업이 수행할 때, 기술적인 효율성과 규모의

국제 비교를 통해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최상은

크게 하회하며 27개 비교대상 국가들 중 가장 낮

을 고려한다면 한국의 수송비 비중이 높다고 할 수

경제가 발생하므로 대형 전문 물류기업을 육성해

아닐지라도 한국은 효율적으로 부가가치세제를 운

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향후 물가가 안정되는 등

있다. 이는 물류비 구성의 주요 항목인 수송비와

야 한다.

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낮은 세율을 유지함으

여건 조성과 함께 2007년 정부에서 추진했던 담배

보관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비효율

로써 현재 한국경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심화

가격 인상을 다시 추진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

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되고 있는 물가 상승압력에 미치는 부가가치세제

된다.

2) 주요국의 소비세제 비교
① 부가가치세

물류부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우선적으

화물거래단계의 축소는 지입제도의 폐지와 더불
어 트럭운송업의 효율화를 위한 최대의 과제이다.

국내 물류의 문제점으로는 우선 수송효율이 낮

화물거래단계 축소의 가장 중요한 관건은 화물운

의 영향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할 것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자동차

은 비영업용 트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지

송정보의 거래에 대한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를 확

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부가가치세제가 향후 더 효

생산국에서는 일반소비세 또는 주정부 소비세를

적할 수 있다. 국내 화물운송업은 도로 및 비영업

대하는 것이다. 더불어 공간이용의 효율화를 위해

율적인 일반소비세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면세

제외하고 대부분의 차량에 대해 개별소비세나 등

용 트럭 의존도가 높은데, 비영업용 트럭의 수송효

서 물류공동화를 촉진하고, 인력투입의 비효율성

및 영세율 대상범위를 축소하는 한편 세수 중립적

록세 등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주요 자동차 생산

율성이 낮아 국내 화물수송비의 비중을 높이는 중

을 극복하기 위해서 물류의 표준화 및 기계화를 달

으로 세율인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면세 및 영

국 중 하나인 한국에서는 자동차 개별소비세와 취

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성해야 한다.

세율 범위를 축소 및 세수 중립적 세율인하는 국내

₩등록세뿐만 아니라 차량 등록시점에서 강제적으

두 번째로는 보관시설 이용률 및 단위면적당 처

재화의 소비자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

로 도시철도공채나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도록 하

리화물 규모가 낮고 인력 투입률이 높다는 점을 들

니라 수입 원자재에 부과되는 수입분 부가가치세

고 있어서 세금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등

수 있다. 전체 시설면적 중 화물보관에 이용하고

의 인하로 인해 수입 원자재가격 인상에 따른 국내

록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공채매입제도의

있는 면적을 표시하는 시설의 이용률이 일본에 비

재화의 가격 인상폭을 다소나마 완화시킬 것으로

개선과 함께 최근 EU 위원회에서 고려하고 있는

해 현저히 낮으며 단위면적당 처리화물의 규모도

본 연구는 한국의 물가구조 및 업종별₩품목별

판단된다.

바와 같이, 자동차 운행에 대한 세제를 강화하는

매우 낮다. 반면, 단위면적당 인력 투입률은 일본

국내외 가격차이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외 가격차

한편 자동차 등록세를 폐지하거나 최소화하는 방

에 비해 높으며, 시설이용까지 고려한 1인당 화물

이 해소를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향으로 자동차 관련 세제의 개편을 고려할 필요가

처리효율은 일본의 7%에 불과하다.

나아가 최근의 유가 및 원재료 가격의 상승이 각

② 개별소비세제

주세의 경우 독주로 분류되는 소주를 포함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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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세 번째로는 3자물류의 비중과 물류표준화율이

3. 평가

업종 및 주요 품목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상세히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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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고 있다.

고, 기타 내용들은 체계적인 연구보다는 일부품목
의 사례 소개에 머물러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국내외 가격차이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

본 보고서에서는 연구결과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른 물가정책의 수립과 여론 형성에 중요한 기초자

확보하기 위하여 가격차이 조사 대상품목과 조사

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상 도시들을 대폭적으로 확대하였으며, 최근 발

기존의 연구는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물가₩환율
₩금리 등과의 연계관계와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

베이징올림픽 이후 중국의 변화와 한국의 과제
│대│표│연구과제│

본 연구를 통하여 한국 물가구조, 물가수준 및

표된 일련의 국내외 가격차이 조사 중 가장 포괄적
이고 대규모의 조사라는 데 의미가 있다.

박승록 외 9인

본 보고서는 베이징올림픽 개최와 관련하여 중국 경제성장의 자신감, 정권유지의
안정판, 정치체제와 외교전략의 변화, 변화하는 투자환경, 위안화절상 지속, 대외
무역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 고도화되는 소비시장, 중국 기업의 구조변화, 소수
민족정책, 지속성장 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중국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었고, 경제적
으로도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이런 환경을 돌파하

베이징올림픽은 중국이 다방면에 있어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개최된다. 따라서 베이징올림

기 위해 중국의 개혁₩개방의 의지를 세계인에게
알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올림픽 개최였다.

픽 이후 중국 경제의 변화상을 분석하고 이런 변화

1993년에 중국은 2000년 하계올림픽 개최 신청

에 대한 한국의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찾아보고자

을 했다. 이는 중국 역사상의 일대 사건이었고, 중

한다.

국의 대외개방정책의 상징이며, 국제사회에 융합
해 들어가고자 하는 중국인의 염원이 담긴 것이었
다. 그러나 올림픽 개최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중국

2. 연구내용

민의 뜨거운 관심과 거국적 준비는 중국의 인권문
제에 대해 시비를 건 미국의 반대로 실패했다. 당

가. 중국의 올림픽 개최의 의미
박승록(본원 선임연구위원)

시 올림픽 유치실패는 중국민에게 커다란 좌절감
을 주었다. 중국 정부와 국민 모두 올림픽 개최를
민족정신을 진작하고 민족의 사기를 고무할 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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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올림픽 개최 신청을 준비한 것은 1990년

의 기회로 보았다. 올림픽 개최는 단순한 스포츠행

7월이다. 1989년 천안문사태 이후 1년 만에 등소

사를 뛰어넘는 정치적 의의를 가지고 있었으며, 국

평이 직접 올림픽 개최를 언급한 것이다. 이때까지

제사회에 융합해 들어가야 한다는 중국의 절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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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이 투영되어 있었다.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이런 점들을 볼 때 중국정부

국무원-전인대의 기능조정을 통하여 민주화요구

후진타오 주석은 이를‘국내 문제’
라며 외부간섭

2008년 올림픽 유치를 준비할 때 중국의 인권개

는 기본적인 제도 변화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으

를 흡수하고 중국식 정치개혁을 장기적으로 추진

을 차단했으며, 미국의 경기침체에 대해서도‘지

선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중국은 두 번째

며, 이런 약속들을 지키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도

한다는 복안이다. 당내 개혁은 열 명도 안 되는 중

나친 규제완화’
라며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공개적

올림픽 개최를 신청하면서 인권개선 문제를 국제

부합된다는 것도 잘 이해하고 있다. 중국의 베이징

앙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집중되어 있던 각종 권한

으로,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사회에 공식적으로 약속함으로써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최를 전후해 환경문제와 관련된 제도의

을 과감하게 중앙위원회로 넘기는 작업이 진행 중

중국 외교부가 지난 달 한₩중 정상회담 중에‘한₩

올림픽 개최권을 획득할 수 있었다.

변화도 있을 것이다. 중국은 올림픽 개최를 통해

이다.

미 동맹은 냉전의 산물’
이라는 공식 입장을 재확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IOC)의 평가에 따르면

정부정책 시행에 대중들의 참여를 더욱 활성화시

장기적으로 중국 정치체제의 비전을 놓고 전직

인하여 이명박 정부를 당황케 한 대목에서도 나타

1988년 서울올림픽은 올림픽 개최가 인권개선에

킬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올림픽을 계기로 중국의

관료나 지식인들 사이에서 서구식 정치모델에 대

났다. 중국의 발전은 미₩중 관계와 더불어 한반도

가장 긍정적 영향을 미친 사례로 꼽히고 있다. 서

이런 노력은 중국 사회를 점차 자유로운 사회로 진

한 얘기들도 설왕설래하고 있지만‘중국식 정치개

의 국제적 위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중국의 발전이

울올림픽의 사례는 중국의 2008년 베이징올림픽

보하게 할 것이다.

혁’
은 움직일 수 없는 기본이다. 지금까지 나온 논

불러오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역량을 갖

의는 대략 네 가지로 정리된다. 신좌파에 속하는

추어야 할 때다.

에도 유사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인권보호 수준은 올림픽 개최 이전의
한국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당시 한국의 올림픽

나. 올림픽 이후 중국의 정치개혁과 신외교
전략

개최는 한국이 독재정치에서 민주정치로 전환되는

한광수(인천대 교수)

계기가 되었다.

를 위주로 하여 자유주의와 절충하는 방안, 그리고
자유주의를 위주로 하고 공동체주의와 절충하는

다. 중국 투자환경 변화
김주영(수출입은행 동북아팀장)

방안 등이다. 이들 방안은 서유럽과 북구, 미국에

중국은 올림픽 개최를 통해 베이징의 도시환경

오늘날 세계화의 중심에는 미국보다 더 자본주

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로마올림픽

의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중국이 있다. 이는 미국의

(1960), 도쿄올림픽(1964), 뮌헨올림픽(1972), 몬

갑부 빌 게이츠의 지적이다. 그러나 중국 자본주의

중국이 베이징올림픽을 계기 삼아 꼭 달성하고

시정하고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생산 대국에서 생

트리올올림픽(1976) 등이 올림픽 개최를 위해 대

는 미국 자본주의와는 기본 틀이 다르다. 중국 자

싶은 목표는 국가 브랜드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산 강국으로 전환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중국이 생

규모 투자를 하면서 도시환경을 극적으로 변화시

본주의를 이끌고 있는 것은 미국처럼 빌 게이츠 같

다. 무엇보다 급선무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이다. 그

산량 기준으로 세계 1위 품목이 200개가 넘지만,

킨 예이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은 역대 올림픽

은 부자들이 아니라 당정일체가 되어 움직이는 중

러기 위해서는 저임금, 저부가가치 산업을 털어내

이것의 상당부분이 환경오염, 자원낭비, 제품 리콜

개최 도시들의 특징과 비교할 때 대규모 체육시설

국 공산당과 중국 정부의 리더십이다. 워싱턴 컨센

지 않으면 안 된다. 이로 인하여 얼마 전 한국과 대

등의 값비싼 대가로 얻은 것이다.

과 사회기반시설 투자, 도시운영시스템의 변화와

서스와 대립되는 베이징 컨센서스라는 개념도 나

만, 동남아의 영세한 중소 진출기업들이 서리를 맞

최근 투자환경 변화에서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같은 도시의 일대 혁신이 이루어지는 행사가 될 것

왔다.

기도 했다. 정치₩외교 분야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내용은 성장제일주의를 달성하기 위해 취했던 세

정치 민주화도 마찬가지다. 베이징올림픽은 중

감지된다. 한편으로는 가파른 시장경제 발전에 대

제감면 등 우대혜택을 대폭 폐지 내지 축소하는 한

또 중국은 베이징올림픽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국 민주화의 기폭제가 될 것인가? 서방 언론이 즐

응하기 위하여 정치리더십을 정비하고, 다른 한편

편, 환경오염 억제를 강화하여 자원과 에너지 다소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중국의 올림픽

겨 사용하는 이런 질문은 중국의 현실과 거리가 멀

으로는 높아가는 정치경제적 위상을 외교전략의

비, 저부가가치 제품의 생산을 적극 억제하는 데

유치위원회는 베이징올림픽 유치를 위한 엠블럼과

다. 중국 공산당에 대한 일반인들의 평가는 대체로

확장으로 구체화한다는 복안이다.

있다. 반면, 내수 진작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슬로건을 공개하면서 베이징은 새로운 정책개혁과

긍정적이다. 부정부패나 빈부격차와 같은 어두운

중국은 강대국인 동시에 개도국이다. 올림픽을

도모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매년 연 10% 이상 인상

외부세계에 대한 개방을 통해 새로운 세기에 진입

면이 크게 확산되고는 있지만, 중국 공산당이 시장

개최하기에는 음식과 환경이 미흡하다는 수모를

은 물론 근로자의 종신고용을 추진하고 더 나아가

할 것임을 약속했다. 올림픽 정신의 확산과 올림픽

경제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음은 분명하다.

겪는 가운데, 올림픽을 불과 몇 달 앞두고 겪은 티

넘쳐나는 외환 유동성으로 위안화 환율의 하락을

경제적 성공은 정치역량의 확대로 나타나 국내

베트 사태와 쓰촨성 대지진 참사는 중국이 안고 있

용인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올림픽을 앞두고 더 이

위대한 올림픽(New Beijing, Great Olympics)’

적으로 정치개혁, 대외적으로는 외교전략의 적극

는 취약점을 낱낱이 보여주었다. 그러나 중국은 국

상 중국이‘세계의 공장’
,‘환율 조작국’등의 부

이란 슬로건을 세계에 내놓았다. 보도의 자유, 언

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 정치력은 카운터 파트

제정치에서 종전보다 적극적으로 제목소리를 내고

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원년으로 자리매김하

론과 출판의 자유를 보장할 제도적인 변화가 있을

너가 없는 상황에서 당내 개혁이 핵심이지만 당-

있다. 세계 여론이 들끓었던 티베트 사태에 대하여

려는 것 같다.

이다.

운동의 새로운 장으로서 중국은‘새로운 베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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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기까지 각국의 모델을 적당히 얼버무린 것들
이다.

베이징올림픽 직전에 나타나고 있는 중국의 투
자환경 변화는‘성장제일주의’
에서 나온 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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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조치는 종전에 중국의 저렴한 생

업에서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사업 환경 변화에 따

림픽 이후에는 우리의 대중 수출이 자동차와 조선

산요소를 이용하여 제3국 시장 개척에 나섰던 우

른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는 투자이익 등의 추구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다변화되고 내수용 수출

리 기업을 한계 상황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 최근

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부(富)는 영업이

비중도 크게 증가할 것이다.

우리 기업의 대중국 투자 건수가 감소한 데서 잘

익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빨리 인식하

우리는 무엇을 대비해야 하나? 첫째, 베이징올

올림픽 이후에도 중국경제는 9~9.5% 내외의 경

나타나고 있다. 대신 투자 규모는 확대되고 있다.

는 것이 앞으로 중국 성장의 과실을 향유하는 또

림픽을 계기로 세계 시장에서 한₩중 간 경쟁영역

제성장을 지속할 것이다. 글로벌 경기침체, 인플레

중국 내수시장을 지향하는 기업들이 투자 규모를

다른 방법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전 산업으로 확산될 것에 대비해야 한다. 불원

와 긴축정책, 자원과 에너지난, 환경문제, 농촌의

간 조선, 자동차, 기계설비산업도 중국과 경쟁관계

불만, 지역격차의 확대와 부패 등의 제약요인이 있

로 진입할 것이다. 중국의 급격한 추격에 대비해

긴 하지만, 정책당국의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나고

신성장산업을 적극 발굴하고 중국과의 경쟁이 약

체제 내의 개혁₩개방 에너지가 충만해 있는 데다

한 블루오션 영역을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

민간부문의 자생적 투자열기가 뜨겁다는 점에 주

히 하이테크산업을 중심으로 한 핵심 R&D와 글로

목할 필요가 있다.

확대하였기 때문이다.
내수시장 지향의 투자 증가와 관련, 주목할 사항
은 우리 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매출이 증가할수록
중국 현지에서 원부자재를 조달하는 비중이 높아

라. 성공적인 베이징올림픽이 우리 산업에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문형(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진다는 사실이다. 다름 아닌 중국 투자의 수출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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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올림픽 이후 중국경제의 지속성장 가능성
김익수(고려대 교수)

효과가 감소하여 우리의 대중국 상품수지 흑자 규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목전에 두고 있는 중국

모의 축소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대중국

은 1인당 GDP 수준이나 산업구조, 경제성장동력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2005년 233억 달러를 최고

과 단계에서 1964년 일본이나 1988년 한국과 매

둘째, 베이징올림픽 이후 중국도 인건비가 오르

수출증가율 둔화는 민간소비의 증가와 상하이 엑

로 2006년 209억 달러, 그리고 지난해에는 190억

우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베이징올

면서 수출구조가 급속도로 고도화되고 이로 인해

스포를 전후한 인프라 투자 확대에 의해 상당부분

달러로 크게 감소된 데서 잘 나타난다.

림픽은 도쿄올림픽이나 서울올림픽과 마찬가지로

첨단산업 관련 핵심부품과 소재에 대한 수입이 크

상쇄될 것이다.

중국의 투자환경 변화는 우리 기업에게 있어 마

제2의 소니와 삼성 등과 같이 숱한 중국산 브랜드

게 증가할 것이다. 중국의 수입수요 변화에 부응하

인건비 상승을 수반하는 신노동계약법 도입도

치 코끼리 등에 앉아 있는 여행객과 다를 바 없다.

들을 세계적 브랜드로 부상시키면서 우리의 생존

기 위해 핵심부품산업 생산을 담당할 중견기업의

단기적으로는 중국 경제성장에 부정적이지만 중장

과거의 코끼리는 체구도 적고 유연성(경쟁력)이 부

공간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

육성이 시급하다.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산학연 연

기적으로는 노무관리 체계를 선진화시킴으로써 중

벌 경영능력을 강화하여 전천후 경쟁력을 확보하
여야 한다.

선진국 경기침체와 위안화 절상추이는 중국의
대외수출 증대에 부정적 요인임에는 틀림없지만,

족한 데다 성장제일이라는 방향으로 그저 앞만 보

또한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는 중국산 제품의 국

구개발 지원체제도 하루빨리 구축되어야 한다. 국

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자본₩기술집약적 생산방

고 나아갔기 때문에 여행객이 한눈을 팔고 사방을

제적 신인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섬유, 생활용

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종속을 축소시키고

식의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둘러보며 자연경관을 만끽(성장 과실 향유)하더라

품, 가전 중심의 수출구조가 자동차, 조선, 기계 등

핵심부품산업의 규모경제화와 국제화, 브랜드화를

중국에 대한 무역 및 투자의존도가 높은 우리로

도 코끼리 등에서 떨어지는 그런 불상사(무단 철

으로 고도화되면서 세계 곳곳에서 한국제품을 위

실현시킬 중견기업 육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

서는 대중국 경쟁우위를 유지하면서 점차 파이가

수)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의 코끼리는

협할 것이다.

침이 없다.

커지고 있는 중국과 윈윈형 협력관계를 구축₩유지

체구도 커지고 유연성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효

베이징올림픽 이후 한₩중 간 산업협력은 어떻게

마지막으로 베이징올림픽은 중국의 위상을 세계

율이라는 방향성으로 인해 자칫 잘못하면 코끼리

변화할 것인가? 한국의 대중국 수입은 기존의 섬

의 공장에서 시장으로 전환시킬 것이다. 자가용 대

새 정부로서는 미₩일에 치우친 통상외교 전략에

등에서 쉽게 떨어질 수 있고 떨어지면 그 피해는

유, 의류, 생활용품 등 노동집약적 제품에서 전기

중화를 포함해 중국 내수시장이 크게 활성화되면

서 벗어나 중국과 실질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가히 치명적일 수 있는 상황으로 변화되었다.

전자, 철강, 기계설비 등 소재 또는 기술집약적 산

서 중원시장을 쟁탈하기 위한 중국기업과 외자기

구축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 대중

따라서 우리 기업은 중국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

업으로 고도화될 것이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 역시

업 간 경쟁도 치열해질 것이다. 중국 내에서 경쟁

국 FTA 추진에 관한 내부입장을 재정비하고 3세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할 것 같다. 다름 아닌 중국

중국의 수출구조가 고도화되고 소비수준이 향상되

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내수시장

대 이동통신, 인터넷보안, 디지털방송 분야에서 중

이 취약하면서 발전시키고자 하는 부분을 적극 파

면서 저가 중심에서 고가 중심으로 전환될 것이다.

진출 전략을 마련함과 동시에 생산, 연구개발, 판

국과의 공동 기술개발, 공용 기술표준의 설정 등에

고드는 것이다. 이를 테면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지금까지 한국의 대중 수출구조를 산업별로 살

매의 현지화가 요구된다. 중국 내수시장을 개척하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동시에 내부적으

분야, 금융 및 서비스 분야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펴보면 전기전자가 52%, 석유화학이 19% 등 소수

기 위한 요원 확충과 함께 중국 조립기업과 한국

로는 산업정책의 고도화, 연구개발 인프라의 확충

제조업은 직접 생산보다는 아웃소싱기지로 활용하

산업에 완전 편중되어 있다. 용도별로는 수출용 원

부품업체 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도 필요한 시점

에 힘쓰는 한편, 핵심기술 기술 유출 가능성 차단,

며 브랜드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 외에 중국 사

부자재가 80%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나 베이징올

이다.

농산물, 유화, 철강 등 부문 반덤핑, 상계관세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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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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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투자확대를 통해 하이테크 가전제품, LCD,

한다. 또한 IT₩ BT 분야의 핵심기업에 대한 중국

반도체, 이동통신 등 업종의 기술, 품질, 디자인,

자본의 인수시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민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표준전쟁에서 승리하기

감기술 분야의 기업인수, 기술수출 계약에 대한 사

위한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진외

전 심의를 강화하고, M&A 관련 법규도 재정비해

국 기업과의 기술교류 강화와 인력, 부품, 마케팅

야 할 것이다.

의 현지화 노력을 확대, 중국 전문인력의 육성이

기업 차원에서는 중국의 패러다임이‘질’
과‘기

시급하다.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현황 및 과제
│대│표│연구과제│

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도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박성준 외 2인

술’위주로 전환됨에 따라 글로벌 전략과 진입전략,

또한 IT₩BT 분야의 핵심기업에 대한 중국 자본

현지 경영전략의 혁신이 필요하다. 노동집약적 업

의 인수 시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기업

우리나라는 1998년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희생하였지만 안정성의 제고는

종의 경우 중국보다는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차원에서 스쳐 지나가는 올림픽이라는 국가적 이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노동시장정책을 분석한 결

북한 개성공단 등에 대한 투자를 우선 검토하고, 중

벤트라고 생각하지 말고 중장기적 시각에서 중국

과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한 적절한 노동시장정책의 조합이

국시장에 대해서는 제조업보다도 보험₩금융₩증권,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면서 경쟁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상생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된다.

유통, 물류 등 서비스시장 개척 노력이 확대되어야

력을 강화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본다.

한다. 또한 지금까지의 연예인 공연, 드라마 수출
등 일방향적 문화수출에서 벗어나 영상₩문화 컨텐
츠 상품의 공동개발, 영화₩드라마의 공동제작 중심

3. 평가

으로 쌍방향형 교류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기 진출기업의 경우 올림픽 이후에는 중국 내 사

본 연구는 베이징올림픽 이후 예상되는 중국의

회적 책임(CSR) 경영 요구가 증대할 것으로 보임

변화를 다양한 측면에서 심도 있게 다루고 있으며,

에 따라 세무, 노동 등 관련 법규 준수, 환경보호,

이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에너지 절약 등에 힘써야 한다. 또한 재투자와

제공해 주고 있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덜란드와 덴마크를 들고 있으면서도 이들이 어떠
1987년 민주화의 물결 속에 노동운동이 활성화
된 지 20년이 넘었다. 그동안에 노사관계 및 노동
시장을 둘러싼 경제 환경은 세계화, 지식정보화 및
고령화 등으로 크게 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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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노동시장의 유연안정화에 성공한 나라로 네
한 방식으로 성공하였는지에 대해 피상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우선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OECD 국가들의 유

따라서 글로벌 무한경쟁 속에서 우리 경제가 경

연안정성을 측정₩비교하고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무엇

유연안정성 수준과 변화를 측정하고자 한다. 동시

보다 중요하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에 성공적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이루어낸 네덜란

서는 기업 활동을 규제하는 각종 법₩제도를 개혁

드와 덴마크의 사례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특히 이

해야 하겠지만 노동부문에서는 노사관계가 안정되

들 국가가 어떤 배경에서 어떠한 방식을 통해 성공

고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이 확

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안정화를 달성하였는지를

립되어야 한다.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간

그러나 노동시장 유연안정화의 중요성은 인식하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어

면서도 유연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

떠한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졌으며 또한 노동시장

안은 고사하고 우리나라의 유연안정성이 어느 정

의 유연안정화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는

도인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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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내용
가. 유연안정성 측정 및 국제 비교
■ 변양규

의 고용안정성(employment security) 및 소득안

드의 노동시장 정책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한 징검다리쯤이 아닌 사용자와 근로자가 스스로

정성(income security)을 제고하여 고용가능성

서 유연성과 안정성 간의 선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연결

의 필요에 의해 선택한 독립적인 일자리로 보는 유

(employability)을 높여주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고리를 찾아낼 수 있느냐가 중요하며, 우리나라에 적합

연안정성 정책을 추진했다. 이를 위하여 비정규직

의 시행이 미흡했던 까닭에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한 유연안정성 모델이 어떤 것이든 외부 수량적 유연성

근로자의 안정성을 보장해 주는 동시에 최대한의

안정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 고용의 안정성이 유연안정성 정책의 출발점과 목표점

유연한 활용도 보장해 주었다. 계약, 파견 및 단시

이 된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간 근로자의 사용규제가 폐지되는 대신 이들의 권

OECD 22개국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을 측정한

한편, 지난 1998년 이후 비교대상국 노동시장의

결과 우리나라는 1998년 이후 안정성의 개선이 병행되

유연성 및 안정성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정책적

지 않은 채 유연성만 희생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유연성

결합에 따라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이 상호

덴마크는 현실 노동시장에서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아져 가는 여성들의 사회참여에 따라 일과 가정

과 안정성을 동시에 개선한 일부 국가들의 성공사례를

보완적일 수 있다는 인식에 기초한 유연안정성 정

조화롭게 구현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평가되

의 부조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제적 뒷받침이 이

정책적 결합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적용 가능성을 검

책이 네덜란드, 덴마크, 이탈리아를 포함한 일부

고 있으며, 네덜란드는 유연안정성(flexicurity)의

루어졌다.

증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개념을 최초로 도입하고 유연안정성법을 비롯한

두 나라의 사례는 유연성과 안정성의 균형과

1998년에서 2005년 사이 우리나라는 노동시장

다양한 법제도를 통해 양자 간의 조화를 시도해 온

조화를 위한 관건은 우리가 우리의 노동시장에서

OECD 국가 중 22개국을 중심으로 1998년,

의 유연성을 희생하면서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방

선도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두 나라는 유연안정성

유연성과 안정성 간의 선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2003년 및 2005년 각국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

향의 정책적 결합을 시도하였지만 안정성의 개선

을 노동시장 정책의 목표로 추구했다는 점에서는

연결고리를 찾아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

정성을 측정하고 국제 비교를 시도하였다.

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유연성만 하락하는 결과를

같지만 실제 정책적 결합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

과 우리나라에 적합한 유연안정성 모델이 어떤

본 연구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나타

보여주었다. 또한 2003년에서 2005년 사이에는

를 보이고 있다.

것이든 외부 수량적 유연성과 고용의 안정성이

내는 개별 변수들의 수준이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

유연성과 안정성이 동시에 하락하기도 하였다. 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 모두 근로자의 고용

유연안정성 정책의 출발점과 목표점이 된다는 점

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고 특정 개별 변수만을 이

라서 지난 1998년에서 2005년 사이 우리나라 노

가능성(employability) 향상에 정책의 목표를 두

을 시사해 준다. 이는 고용이 불안할 때 다른 유

용한 분석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동시장정책의 방향에 대한 심각한 재고가 필요한

고 직업훈련을 강화해 나갔다는 점에서는 공통적

형의 유연성과 안정성은 그 의미가 반감되어 버

또한 개별 변수들이 나타내는 공통적인 추세를 파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

이다. 본 연구는 두 나라가 유연성과 안정성의 조

리기 때문이며 고용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무엇보

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주성분분석

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결합이 왜 불

화를 위해 어떠한 노동정책을, 왜 선택하게 되었

다 채용과 해고가 자유롭고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이용하여 각

가능하였는가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고, 그를 통해 어떤 성과를 얻었는지를 분석하고

하기 때문이다.

국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의 수준과 그 변화

고 보겠다. 이런 의미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높은 유연성을

정성을 동시에 제고시킨 일부 국가들의 사례를 살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정책은 안정성의 차원에서

점차 높아져 가고 있으나 양자를 어떻게 결합할 것

유지하면서 안정성이 낮은 앵글로색슨형, 여기에

펴보고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는 소득보장의 수준을 낮추어 실업자가 노동시장

인가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이

비해 낮은 유연성과 높은 안정성을 보인 유럽대륙

정책적 결합은 과연 어떤 것이며, 우리나라도 유연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면서 재직근로자

들의 사례는 앞으로의 노동정책에 좋은 시사점을

형, 유연성 및 안정성에 있어서 모두 낮은 수준을

안정성 정책의 시행이 가능한 것인지 또는 바람직

가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이들의 고용가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보이고 있는 남유럽형, 그리고 유럽대륙형과 유사

한 것인지에 대해 깊이 연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

능성(employability)을 향상시키는 것이었으며,

한 유연성을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안정성을

인다.

유연성의 차원에서는 채용과 해고를 더욱 자유롭

동 관련 법₩제도를 개정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였고 그 결과 1998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비교대상의 평균수준을 나타냈다. 그러
나 직업안정성(job security) 수준에 비해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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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성과 안정성의 조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다. 경제위기 이후 한국 노동시장의 변화

게 하고 일자리 순환 등을 통해 기업의 기능적 유

나타내는 북유럽형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1998년 우리나라는 외환위기의 극복을 위해 노

리와 균등처우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었다. 특히,

나. 선진국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모델과
시사점
■ 정현용
유연성과 안정성의 성공적 결합을 이룬 덴마크와 네덜란

연성을 높이는 것이었다.

■ 박성준

그리고 양자는 직업훈련의 효과적 운영을 연결

1998년 이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악화되면서

고리로 하여 성공적으로 결합될 수 있었다. 정규직

안정성의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정규직 노동시장으로 분절이 심화되어 가고 있

한 실증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동시장 유연화의 걸림

었던 네덜란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가기 위

돌은 대립적 노사관계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상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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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문제

노조를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을 조합원이 지

국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을 측정하여 국제

이다.

급하게 되면 자연 노조들은 조합원 확보를 위해 경

비교를 시도하였고, 지난 1998년 이후 유연안정성

그리고 우리나라 노동시장 유연안정화의 걸림돌

쟁적으로 종업원 권익신장을 위한 서비스로 눈을

의 변화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은 대립적인 노사관계라는 점을 실증분석을 통해

돌리게 된다.

성공적으로 노동시장을 개혁한 덴마크와 네덜란드

지적하고 대립적 노사관계를 종식시키고 상생적 노

1998년 경제위기 직후부터 2005년까지 우리 노

서 또 다른 의의가 있다.

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의 변화 및 노조가 기업의 구

또한 그동안의 대립적 노사관계는 고용을 둘러

의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유연

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조조정(유연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경제

싼 문제이기 때문에 기업은 단지 고용의 수량적

성과 안정성 간의 선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적

과제임을 지적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위기 직후 경제의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numerical) 유연화 외에 임금(wage)의 유연화 및

결합을 찾는 작업이 중요함을 지적하였다는 점에

위해 정리해고제의 즉시 도입과 도입 범위 확대,

기능적(functional) 유연화를 통해 노사관계의 갈

근로자파견제도의 합법화 등 노동관계법 개정이

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루어졌다. 그러나 미처 사회안전망이 갖추어 지

또한 다른 한편으로,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투자

지 않아 고용의 안정성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있었다.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

2003년까지 정부는 나름대로 사회안전망을 확

(active labor market policy), 사회안전망 구축 및

충하여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반면

고용보험을 통한 고용안정성(employment

노동운동은 오히려 파업 등 물리력의 사용과 더불

security) 및 소득의 안정성(income security) 제

어 노사정위원회 탈퇴 및 시위 등 과도하게 정치화

고에 보다 힘을 기울여야 한다.

되는 가운데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고용안정을 외
치는 노조와 기업 간에 사사건건이 충돌하는 등 대
립적 노사관계가 지속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3. 평가

오히려 악화되었다. 그러한 대립적 노사관계는
2005년에도 지속되면서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마

국제경영개발원(IMD), OECD 및 세계은행 등에

저 야기함으로써 고용안정성은 오히려 후퇴되었고

서 지적하였듯이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여전히 불

유연성은 여전히 하락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

안하고 노동시장은 경직적이며 또한 양극화가 심

음을 알 수 있다.

화되고 있다. 특히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IMF가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동시장 유

구제금융의 전제조건으로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요

연안정화의 걸림돌은 대립적인 노사관계라고 볼

구함에 따라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대두되었고, 다

수 있다. 특히 민주노총 소속의 노조로 인해 기업

른 한편으로는 고용의 불안에 따른 노조의 거센 반

들이 구조조정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발로 고용안정성이 이슈화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

있다. 따라서 대립적 노사관계를 종식시키고 상생

안정화는 현 우리 노동시장에서 태풍의 눈으로 부

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시

각되고 있다.

급한 문제이다.
이를 위해 먼저 법과 원칙을 노사 모두 준수해야

노동시장이 유연하고 또한 고용의 안정화를 조화

한다. 그리고 현재 13년째 미루고 있는 복수노조의

롭게 이루는 소위 유연안정화(flexicurity)가 정착

허용과 교섭창구의 단일화 및 노조 전임자 임금지

되어야 한다.

급 금지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 이는 복수

60

다시 말해 우리 경제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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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한 KERI-CGE모형
개발 연구: 한-EU FTA 분석을 중심으로

조경엽₩송원근

기술진보를 고려하지 않은 모형과 고려한 내생적
성장모형의 두 가지 모형에 기초해서 행해졌고, 모

한-EU FTA 협상의 핵심쟁점은 EU의 자동차

형별로 세 가지 시나리오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

관세철폐 시한과 기술표준 인정 문제로 EU는

째 시나리오는 농업 및 제조업 관세 완전 철폐, 두

FTA로 인한 자동차시장 개방 충격의 최소화를 위

번째 시나리오는 첫 번째 시나리오에 서비스 무역

해 한-미 FTA보다 긴 관세철폐 시한을 주장하고

장벽 50% 감축 포함, 세 번째 시나리오는 두 번째

있고 기술표준에 대해서도 EU 기준의 동등성 인

시나리오와 농업 50% 관세철폐라는 점에서 차이

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EU 원산지 기준의 완화

점이 있다.

본 연구는 분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 모형을 개발하였고 이를 통해 한-

문제와 한국 서비스시장의 개방 수준도 협상의 핵

EU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한-EU FTA로 우리

심쟁점이다.

분석결과 한-EU FTA로 한국의 GDP는 2010년
에 시나리오에 따라 1.28~3.59% 증가할 전망이

나라의 GDP는 1.28~3.59% 증가할 전망이고 교역 확대와 더불어 농업 및 음

현재까지 진행된 협상내용으로 볼 때 한-EU

며, EU의 GDP는 0.023~0.36% 증가할 것으로

식료품을 제외한 모든 산업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서비

FTA는 제조업부문에서는 한-미 FTA와 유사한

예측된다. EU는 역내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

높은 수준의 개방이, 농업부문에서는 한-미 FTA

아 FTA로 인한 무역전환효과로 GDP 증대효과가

보다 낮은 수준의 개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전망되고 서비스시장의

고 서비스시장은 적어도 한-미 FTA 수준 이상으

개방은 GDP 증대효과 및 교역확대 효과를 더 증

로 개방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폭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스시장 개방에 따른 고용증대 효과가 크게 나타나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서비스부
문 개방이 요구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한-EU 간 교역구조를 보면 한국은 자동차, 전

또한 FTA로 인한 관세철폐는 분석결과 당사국

기전자제품, 선박 등의 수출비중이 높고 수입에 있

의 교역 규모를 큰 폭으로 증대시킬 것으로 전망되

따라서 이와 같은 기존 모형의 단점을 보완한

어서는 기계 및 화학제품, 전기전자제품 등의 비중

었다. 산업별로 보면 한-EU FTA로 인해 한국의

CGE모형의 개발 필요성이 본 연구배경이라고 할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국의 관세구조를

자동차산업의 생산량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고,

FTA의 세계적 확산 추세에서 대외의존도가 높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자체 CGE모형의 개발을 통

통해 EU의 자동차, 한국의 기계 및 정밀화학에 대

의류, 전자, 기타 수송장비의 생산량 증가가 클 것

은 우리나라가 지속적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해 FTA 경제적 효과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한 민감성을 파악할 수 있다. EU의 한국에 대한

으로 전망되며 농업 및 음식료품의 생산량은 감소

서는 주요 국가들과 FTA를 신속하게 체결하는 것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최대투자국으로서의 지위, 그리고 한국의 동유럽

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한-EU FTA로 인해

1. 연구배경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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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내용

이 필수적이며, 특히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거대경

EU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시장을 지닌 거대

국가 및 서유럽 선진국에 대한 직접투자 확대 등의

한국의 고용은 11만4500~35만 명가량 증가할 것

제권과의 FTA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

경제권으로, EU와의 FTA 체결은 교역 및 투자 확

투자 현황을 고려하면 FTA 체결로 인한 투자환경

으로 전망되었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서

하다.

대와 더불어 적지 않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개선은 양국 간 투자 증대를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비스산업의 개방이 요구된다는 것이 분석결과의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결과에 대한 논쟁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07년부터 진행된 EU와

전망된다.

시사점이다.

은 신뢰성 있는 모형개발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

의 FTA 협상은 자동차 관세 및 기술표준, 원산지

본 연구에서 구축한 KER-CGE모형은 기존 모

다. 일반균형모형으로 FTA 효과 분석을 한 기존의

기준 및 서비스시장 개방 수준 등이 핵심쟁점으로

형과 달리 자본축적과 기술진보에 따른 규모의 경

연구는 주로 GTAP모형을 이용하고 있으나 GTAP

부각되어 진행되고 있고 2009년 상반기 협상이 타

제가 내생적으로 반영된 모형을 통해 FTA의 정태

모형은 기술진보의 외생성, 요소의 지역 간 이동 배

결될 전망이다. 따라서 한-EU의 기존 교역구조

적 효과뿐만 아니라 동태적 효과를 동시에 분석할

제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GTAP모형의 단점

및 투자 현황에 대해 분석하고 이와 더불어 진행

수 있다. 또한 노동과 여가가 모형 내에서 동시에

본 연구는 FTA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함에 있어

을 보완할 수 있는 FTA에 따른 재화의 수요₩공급

중인 FTA 협상의 핵심쟁점들을 파악하여 한-EU

결정되기 때문에 FTA에 따른 고용의 변화를 보다

서 기존의 모형과 다른 완전 동태적 연산가능한 일

및 저축₩투자₩자본축적의 변화가 모두 내생적으로

FTA 협상결과에 대한 예상 및 시사점을 파악하는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균형모형을 구축하여 기술진보를 내생적으로 반

결정되는 완전동태적 CGE모형의 구축이 필요하다.

것도 본 연구의 또 다른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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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CGE모형을 이용한 한-EU FTA 분석은

3. 평가

영함과 동시에 고용변화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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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의 신뢰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첫 번째 의

추정된 Hoekman지수를 사용하고 있는 등의 한계

의를 찾을 수 있다. 이는 앞으로 진행될 FTA의 경

도 가지고 있다. Hoekman지수에 대한 문제점은

제적 분석결과에 대해 신뢰도 높은 분석결과를 제

여러 차례 지적되었지만 대안이 될 수 있는 국가별

시할 가능성을 높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비스 무역장벽지수는 아직까지 제시되고 있지

또한 본 연구는 조만간 그 효과가 가시화될 거대
경제권과의 FTA인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를

않아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본 연구
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자체 개발한 모형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협상 타결

향후 과제는 구축된 KERI 글로벌 CGE 모형의

이후에도 한-EU FTA의 비준과정에서의 정보 제

장점을 이용함과 더불어 모형의 현실적합성에 대

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또 다른 의의라고 할

한 지속적인 검토₩개선을 통해 앞으로 진행될 일

수 있다.

본, 중국, 메르코수르 등 여러 지역₩국가와의 FTA

본 연구는 서비스 무역자유화의 효과를 분석하
는 데 있어서 UR 양허안을 바탕으로 자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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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신뢰도 높은 분석이 이루어
지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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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책의 주요 이슈

64

2008년 시장경제연구백서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주│제│별│연구과제│

거시경제의 조망

허찬국 외

2008년은 고유가 및 미국발 금융위기 등의 부정적 영향이 예상보다 강하게 작

-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용한 한 해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는 연간 4.1%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
상되며 2009년에는 경기침체의 본격화로 인해 실질GDP 성장률이 외환위기 이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정책의 평가

후 최저 수준인 2.4%를 기록할 전망이다. 본 연구는 경기침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방향 제시에 큰 기여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 재정지출 분석과 개선방안
-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장과 대응방안
- 선진경제로의 도약방안 모색

1. 연구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국내외 경제동향과 현안에 대한 심층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경제의 흐름을 정확히 예측

2. 연구내용
2008년 4월호(통권 제18-1호)

서비스산업 제도개선을 통한 경상수지 개선방안

함으로써 기업의 대응전략 마련을 용이하게 하고
경제정책 당국에 바람직한 운영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2008년 성장률은 대외여건의 악화 등으로 4.5%
로 둔화될 전망이다. 이는 세계경기 둔화, 국제 유

실물경제, 금융시장 여건, 해외경제부문 등에 대

가 및 원자재가격 급등 등 성장률 하락요인이 많기

해 심도 있는 분석과 예측은 자체 경제연구소를 보

때문이다. 소비자물가는 원화절하, 국제 유가 및

유하고 있지 않은 본원의 대부분 회원사들에게 직

국제 원자재가격 강세 등의 영향으로 지난 2001년

접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의가 있다.

(4.1%)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4%대의 상승률을

이러한 정책방향 제시는 민간의 시각을 대변하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수지는 서비스수지 적

는 종합연구소로서의 본원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상품수지 흑자폭이 크게 축

기여할 것이다.

소되면서 97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약
-86억 달러)로 반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대외여건의 악화를 상쇄할 수 있는 적극
적인 내수 활성화 정책이 필요한데, 올해 30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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룹의 투자계획(92조8천억 원)의 실현 여부에 따라
5%대의 성장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적으로 필요하다.
경기상황과 관계없이 규제개혁, 공기업 민영화,

에는 글로벌 달러 약세,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빠

SOC사업, 수도권 규제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

른 하락세를 보이며 연평균 1,210원 정도를 유지

이 절실하다.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부진이 심화될 경우 상반기 중 금리인하도

투자여건 개선, 노동시장 유연화는 지속적으로 추

고려해야 한다. 이는 2007년 물가 상승률이 2.5%

진되어야 하며 시장경제 창달의 전제조건으로서

이고 2007~2009년 한국은행의 물가목표가 3.5%

법치주의가 확립되어야 한다. 이런 문제들의 개선

2008년 12월호(통권 제18-4호)

로 한 것으로 만약 중국의 경기부양책이 기대만큼

인 점을 감안해 볼 때 현재의 물가 상승추세는 단

이 이루어져야만 내년 이후 우리 경제의 상황호전

2009년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효과를 내지 못할 경우 대중국 수출 둔화를 통해

기적으로 수용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비용 상

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승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리인상 등

이번 전망은 중국 성장률 8.5%의 연착륙을 전제

우리의 성장률은 1%대로 추락할 수 있다. 내수 진
2009년 성장률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작을 통한 경기부양이 시급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총수요 억제정책보다는 생산비 절감을 통한 물가

2008년 10월호(통권 제18-3호)

2.4%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 10월 전

고용증대를 통한 민간소비 확대가 중요하다. 특히

안정정책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는 물류, 유통

2009년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망치 3.8%에 비해 1.4%포인트로 하향조정된 수치

2009년에는 경기적 요인에 의한 고용부진이 심각

로 선진국 및 개도국 경제 동반침체 등에 따라 수

할 것이기 때문에 제도적 개선을 통한 고용증대로

구조 개선, 규제비용 및 세금부담 완화, 임금안정
및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 경상수지 적자 축소를

2009년 우리 경제는 국제 금융불안 여파, 세계

출증가세가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

경기침체의 영향을 완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위해서는 물가부담이 큰 인위적 환율정책보다는

경제 하강, 리스크 증가 등에 따른 수출부문의 부

문이다. 또한 고용불안, 가계소득 악화, 신용경색

비정규직 사용 제한을 완화하여 불필요한 해고를

서비스부문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서비스수지 개선

진으로 인해 3%대 후반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

등으로 소비 및 투자심리 위축이 지속되면서 민간

막고 동시에 임금 상승억제, 근로시간 조정 및 다

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망된다. 반기별로는 국내외 금융정책 완화, 유가안

소비와 고정투자도 모두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

양한 고용형태 허용을 통하여 추가적 고용을 창출

정, 국제 금융시장 안정이 예상되는 2008년 하반

망된다. 다만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국제공조 및

하여야 한다.

기부터 성장률이 점진적으로 상향될 것이다.

국내 경기부양 노력의 영향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2008년 6월호(통권 제18-2호)

현 상황에 대한 인식과 향후 정책과제

경상수지는 2008년도 100억 달러 적자에 이어

성장률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KERI Economic Bulletin

2009년에도 58억 달러 적자를 보일 전망이다. 소

경상수지는 내수부진 및 국제 유가 하락 등의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여 한국경제 현황과 전망

2008년 하반기 우리 경제는 경기침체와 물가 상

비자물가는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물가 상승압력

영향으로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3.4%)하면서 약

에 관련된 정보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소위 스태그플레이션

둔화로 올 4.9%에서 2009년에는 3%대로 하락할

160억 달러의 흑자가 예상된다. 소비자물가는 글

주한 외국대사관, 외국의 주요 연구소 및 대학교,

(stagflation)의 우려에 처해 있다. 올 하반기 소비

것으로 전망된다.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신용경

로벌 물가 상승압력 하락, 국내 수요부진 등으로

외국의 주요기관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자물가가 수입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98년 하반기

색, 수출둔화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 높은 수준을

2%대의 낮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

한국경제의 흐름과 향후 전망에 대한 대외적인 이

이후 가장 높은 5.6%의 증가율을 보일 것이며, 이

유지하겠으나 2009년 하반기 이후에는 신용경색

편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신용경색 등의 영향으로

해를 증진시킴과 동시에 한국경제연구원의 국제적

는 소비심리를 크게 위축시켜 하반기 성장률을 상

이 완화되고 경상수지 적자 축소되면서 완만한 하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으나 내년 하반기 중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기(5.2%)에 비해 크게 낮은 3.3%에 그치게 할

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것으로 전망된다.

68

해서는 적극적인 감세정책, 금리인하, 비수도권

한편 9월 1일 발표된 정부의‘2008년 세제개편’

이에 따라 하반기 경제정책의 초점은 당연히 물

에 따른 총 11조7천억 원의 감세정책은 민간소비 및

가안정에 맞추어져야 하며 특히 물가 상승→임금

투자 증가 등을 통해 성장률을 기본 전망 대비 약

인상→물가 상승의 악순환을 초래하는 인플레 기

0.4%포인트 높이는 효과를 보일 것으로 분석된다.

대심리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최근 국제 금융위기의 여파는 세계 실물경제 위

서 정책당국은 환율의 안정적인 운용, 정책금리의

축을 통해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히

동결 등을 통해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의지를 확고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히 표명해야 한다.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실물경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는 내수기반 확충을 통한 수

제 악화의 충격을 완화해 주기 위한 지원조치도 단

요기반 유지 및 고용창출에 두어야 하며, 이를 위

2008년 시장경제연구백서

Ⅰ. 2008년 연구사업 69

│주│제│별│연구과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정책의 평가

유, 경유 등 유류와 대학교 등록금 등 교육 납입금,

격에 반영하지 못할 경우 업계의 수익성 악화에 따

집세 등 주거비에 대한 물가관리로 최소화할 필요

른 다른 회피수단의 시도, 더욱 값비싼 대체상품

가 있다.

개발 등으로 물가관리를 회피하기 위한 다른 부작

둘째, 정부는 직접적 가격규제보다는 가격안정
기반의 구축에 전념하며 불필요한 시장개입은 하

따라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대책은 관리

지 않겠다는 입장이기는 하지만“10일 주기로 가

대상 품목의 최소화, 탄력적 조세운용, 교육비 인

격동향을 집중 모니터링하며, 매월 1일 소비자물

하, 유통구조의 개선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추진될

가지수 발표 후 서민생활 안정 T/F를 통해 52개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물가안정에 대한 경쟁력

현재 서민물가 대책은 관리대상 품목수의 과다, 과도한 시장개입의 위험, 성장지

품목의 가격동향을 집중점검”
하기로 하였기 때문

강화차원의 접근, 해외 원자재의 확보를 위한 노력

향 정책과의 부조화, 일자리 창출기회 축소, 중소기업과 대기업 차별화 위험성이

에 해당업계에는 실제로‘가격규제’
의 위협으로

이 일조를 한다면 물가안정과 동시에 건실한 경제

있으므로 관리대상 품목의 축소, 거시정책과의 조화, 탄력적 유류세 운용, 교육비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만약 정부의지가 시장개입

성장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즉 효과적

상승 완화, 소비자의 절약 유도, 해외자원의 적극 활용이 필요하다.

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이라면 구태여 실제 72개 품

인 물가관리를 위해서는 첫째, 물가 관리대상 품목

목에 대한 집중적 가격동향 모니터링 등을 통한 집

의 축소가 필요하다. 실제 서민생활물가를 크게 증

중점검으로 지나친 시장개입이라는 오해를 살 필

가시키는 품목은 유류(휘발유, 경유 등)₩납입금₩주

요가 없을 것이다.

거비₩교통비이므로 이들 일부품목의 물가관리에

박승록

1. 연구배경 및 목적

대해 다양한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정부의 물가관리 대책은 거시정책과의 조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현재 추진

율부족, 일자리 창출기회의 상실, 중소기업과 대기

중인 유류에 대한 관세인하, 유통구조 개선, 시장

업의 차별화, 업계의 물가관리 회피로 인한 부작용

경쟁 촉진 등 간접적 물가관리정책을 더욱 강조할

이 우려된다. 즉, 효율적인 물가관리를 위해서는

필요가 있다.

정부는 물가 상승의 직접적 원인이 원가 상승에

미시정책과 거시정책의 조화가 필요하지만 정책집

둘째, 물가관리를 위한 미시정책과 거시정책과

유가, 각종 원자재, 환율 상승 등 외부적 요인에

있는 경우 정부가 직접 가격규제는 하지 않도록 하

행기관의 효율적 공조체제 구축이 힘들고, 성장우

의 조화가 필요하다. 인위적 경제부양책은 원유,

의한 물가 상승이 서민생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

되, 할당관세 적용₩유통구조 개선₩시장경쟁 촉진

선정책으로 인한 재정지출 확대의 유인이 존재하

원자재, 곡물 수입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물가 상

는 실태와 물가관리정책의 개선방안 제시하는 것

을 통해 가격 안정 기반을 마련할 것이며 불필요한

므로 당초 품목별 물가안정이란 미시정책과 상반

승을 더욱 가중시킬 위험성이 있다. 하지만 물가

이 본 보고서의 목적이다.

시장개입은 자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몇 가지 측

되는 거시정책이 구사될 가능성이 있다.

상승억제를 위한 성장정책의 지나친 완화는 성장

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물가안정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거시정책을

둔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 기회를 축소하여 서민생

첫째, 정부의 물가관리 대책은 관리대상 품목이

운용할 경우 경제성장이 억제됨으로써 오히려 일

활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많아서 부작용이 우려되거나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자리 창출기회가 감소할 것이며, 이는 당초 물가안

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있다고 하였다. 정부는 저소득 계층의 구입빈도가

정을 통한 서민생활 보호란 의도와 달리 서민생활

셋째, 최근 생활물가의 급등이 국제 원유가, 곡

최근(2008. 3. 25) 기획재정부가‘서민생활 안

높고, 소비지출 비중이 높은 52개 품목을 선정하

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수도 있다. 뿐만 아니

물가격의 상승이란 통제하기 힘든 외부요인에 의

정을 위한 생활필수품 점검 및 대응계획’
을 마련

였으나 소비자물가 작성을 위한 품목기준으로는

라 정부의 물가관리는 관리대상 품목의 성격상 최

해 발생했다는 점에서 물가안정을 위한 획기적 대

하여 국제 원유가의 상승, 환율 절하, 밀, 옥수수

72개(소비자물가 작성을 위한 489개, 생활물가 작

종 유통과정에 있는 중소기업들만 관리대상이 되

안이 없으므로 휘발유, 경유 등 유류품에서는 정부

등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

성을 위한 152개 품목)의 품목이 관리대상이 되고

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차별화를 가져오게 되

의 탄력적인 유류세 운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저소득층의 구입빈도가 높

있어서 실제 물가 상승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품목

며, 이는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임이 틀림없다.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안마련이 가능하고 시장

고, 소비지출 비중이 높은 52개 품목을 선정하여

까지도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물

아울러 원유, 밀, 옥수수의 수입 가격 상승으로

개입을 최소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

이를 집중 관리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 데

가 또는 생활물가 상승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휘발

인한 어쩔 수 없는 원가 상승요인을 관련업계가 가

부 역시 물가안정을 위해 밀₩옥수수 등 가공용₩사

2. 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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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과거 한국 제조업의 경우 수입 원자재의 가

유 등 석유제품에 대한 할당관세(3%) 인하를 추진

격변화에 비교적 활발한 생산성 증가를 통해 대응

하고 있으나 물가안정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기 때

해 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재정지출 분석과 개선방안
│주│제│별│연구과제│

료용 원료로 사용되는 물품에 대한 무관세화, 휘발

문에 추가적으로 유류에 대한 교통세의 탄력성 운

마지막으로 해외 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

용을 통한 유류가격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하다.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를 위해 해외자원 개

넷째, 교육비 상승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발을 통한 자주개발률을 크게 제고할 필요가 있으

현재 서민생활을 어렵게 하는 물가 상승요인 가운

며, 안보적 차원에서 원유, 원자재, 전략품목, 농

데는 환율, 원유가, 곡물가격 상승과 큰 관련성이

업부문 등에서 적극적으로 해외기업의 인수합병

적은 집세, 교육비 상승으로 인한 서민생활 물가

을 통한 전략적인 원자재 확보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5년 동안 정부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사회복지₩보건, 국토균형발전 분야에

상승이 현저하다. 특히 지난 1년간 교육을 위한 납

정부의 넘치는 외환보유고를 국부펀드로 운영하

대한 지출을 큰 폭으로 증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양극화와 소득불균등은 더욱 악

입금 상승률은 휘발유, 경유 다음으로 서민생활물

거나 각종 연기금을 활용한 해외 원자재 확보 노

화되어 왔다. 분배에 초점을 맞춘 재정지출정책은 분배를 개선하지 못하면서 성

가를 상승시킨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특히 대학 등

력이 결실을 이룬다면 장기적인 물가안정에 크게

장 둔화, 일자리 창출 부진, 소득불균등 심화라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

록금 상승이 납입금 상승의 커다란 원인이 되고 있

기여할 것이다.

서 향후 재정정책의 목표를 중산층 복원에 두고, 투자 및 내수 활성화, 성장동력

조경엽₩김학수

확충, 고용증가라는 선순환구조를 정착하는 데 국가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다. 대학등록금 상승은 지난 1년간의 추세에 그치
는 것이 아니라 2000년대에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생활물가 상승에 크게 기여한 요인으로 작용하였기

3. 평가

때문에 등록금 인상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
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급등에 따

다섯째, 상품 경쟁력 강화 노력을 통한 물가안

라 국내물가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물

정이 필요하다. 외부요인에 대한 물가 상승압력에

가상승의 요인분석과 물가정책의 문제점 파악을

대해서는 업계의 생산원가 절감, 기술혁신을 통한

통해 시의적절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비용증가요인의 극복이 최선의 물가대책이 될 것

에서 높이 평가된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재정지출 구조 개선방향과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
했으며, 2018년에는 고령 사회로 2026년에는 초고
령 사회로 진입할 예정이어서 노인인구부양이 사회

2. 연구내용

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고령화에 따
라 노동과 자본 공급이 위축되어 잠재성장률도 크
게 둔화되고 있다.
향후에도 고령화에 대비한 재정지출과 세부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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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의 재정지출의 특징은 사회복지₩보건
분야, 통일₩외교, 국토균형발전의 확대와 SOC 및
기타 경제 분야의 지출 축소로 요약된다.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세

사회복지₩보건 분야의 지출은 연평균 20%를 넘

계화에 편승한 자본과 고급인력의 해외 유출이 더

는 증가율을 보임에 따라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욱 심화될 전망이다.

있다. 외환위기 이후 2002년까지 GDP대비 국가

따라서 경제의 효율성 향상을 통한 잠재성장률

채무의 비중이 20% 수준이던 것이 2006년에는

확충과 양극화 해소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우

33.3%까지 치솟아 재정건전성 강화가 시급한 과

리가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난 5년간의 재정지출 구조의

우리나라의 공교육에 대한 정부부담 비중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성장과 분배를 조화할 수 있는

4.4%로 OECD 평균 5.0%보다 낮은 반면 민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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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은 2.8%로 OECD 평균 0.7%보다 높아 공교육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약한 사회복지 분야보다 고

에 대한 지출 증가가 시급한 실정이다.

용창출효과가 큰 분야와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분
야에 대한 지출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소득증가

증가율을 기록하였지만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를 도모해야 한다. 또한 세제 등을 통한 주택의 수

은 4.2%로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

요억제정책을 지양하고 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가

고 있다.

격 안정화를 도모해야 하며 SOC 확충을 통해 물

교육과 R&D 분야는 미래의 성장동력을 제고하
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에 대한 지출을 더

류비용, 교통 혼잡 등 사회적 비용을 줄여 국가경

허찬국 외

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부 조직개편, 공무원 인

본 연구는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금융위기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정책적 대응

력조정, 동일 목적의 유사 및 중복사업 조정 등을

방향을 모색하고자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영향 및 세계 주요국의 정책공조 내

통해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강화

3. 평가

용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성장잠재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원가능
한 모든 정책수단을 이용하여 실물경제의 침체를 막아야 한다. 특히 재정지출구

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빠른 증가를 보여 왔던 사
회복지₩보건 분야에 대한 지출 증가를 완화하고,

본 보고서는 지난 5년간의 재정지출정책에 대한

교육 및 R&D 분야에 대한 지출 비중을 늘릴 경우

분석을 통해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키면서 개방화

GDP와 고용은 0.9%와 0.11% 증가하고, 지니계수

와 고령화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재정지출구조 개

는 3.3% 개선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양극화 해소를 위

관리대상수지의 균형 또는 흑자기조로의 전환,

해 사회복지₩보건, 국토균형발전 분야에 대한 지

지출상한선 도입을 통한 재정규율 확립, 우발적 채

출을 큰 폭으로 증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양극화

무의 적극적 관리 등을 통해 국가채무의 규모나 증

와 소득불균등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

가속도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다. 특히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대한 빠른 지출증

조를 성장 친화적으로 개편하는 노력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술개발 등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
를 위해서는 기업이 글로벌 위기 후 세계시장 점유

또한 정부조직개편, 공무원 인력조정, 동일 목적

가는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켰으며, 이로 인해 국가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글로벌 신용경색이 실

율 확대를 위한 선제적 투자 및 인재확보에 나서고

의 유사 및 중복사업 조정 등을 통해 예산낭비를

채무의 급속한 증가가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물경제로 전이되면서 세계경제 침체가 가속화되고

재정지출 확대 대상도 고용창출효과가 큰 서비스

방지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강화하여 재정의 건전

되고 있다.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도 외환₩금융시장의 불

산업 활성화, 친환경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일자

성을 유지해야 하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구속력

또한 사회복지₩보건, 국토균형발전 분야 등 분

안과 함께 실물경제의 침체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리 나누기 지원 등에 집중되어야 한다. 또한 내수

을 강화함으로써 해마다 다시 작성되어서 재정지

배위주의 지출구조에서 교육, R&D, SOC 등 성장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파장 그리고 위기 극복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일자리 지키기와 나누기의

출 확대의 도구로 활용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

동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지출구조를 개선할 경

위한 각국의 정책공조 내용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비정규직 사용제한 완화, 시

해야 한다.

우 성장과 분배가 동시에 개선될 수 있음을 실증적

정책방안을 찾아야 한다.

간제(파트타임제) 근로확대 및 노사의 상생협력 등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R&D 분야의 비중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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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분야에 대한 지출이 연평균 11.3%로 높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장과 대응방안

대하고, 근로의욕 저하를 유발하는 공공부조를 축

따라서 본 보고서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성

소하고, 공교육 강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

장과 분배를 조화할 수 있는 재정지출 구조개선을

써 성장과 분배를 조화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

위한 정책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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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중요하다.

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9월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촉발된 미국

2. 연구내용

발 금융위기 이후 정부와 한국은행의 다양한 금융
₩외환시장 안정대책 및 실물경제 대책이 어느 정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실물경제 침체

도 효과를 발휘하면서 금융시장의 불안과 외환유

는 재정지출 확대만으로는 해결하기 쉽지 않다. 규

동성 위기는 큰 고비를 넘겼다고 판단된다. 이제

제완화, 기업가정신 회복 등 시장의 활력을 되살리

신용경색과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급속한 경기

는 대책을 통해 기업의 투자, 일자리 나누기, 신기

하강국면의 폭과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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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의 최대 과제이다. 따라서 신용경색을 보

낭비적 요소를 최대한 억제해야 할 것이다.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위기 대책

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가려주는 구조조정을 신속

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금융감독체제의 기능 정비,

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특히 글로벌 경기

정부와 중앙은행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는 사실

악화로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위축되어 상당수 업

이 드러났다. 따라서 위기극복 후 금융시장 안정과

종이 타격을 입을 경우 정부주도의 구조조정도 불

관련하여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책임과 권한의

가피할 것이다.

재조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은행

선진경제로의 도약방안 모색
│주│제│별│연구과제│

다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기업

배상근

또한 2009년에 본격화될 가계, 중소기업 등 실

과 금융감독원의 공동감독권 행사의 실효성을 높

물부문의 구조조정에 대비하여 채권은행 간 손실

임으로써 물가안정뿐 아니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최근 우리 경제는 금융시장이 매우 불안한 가운데 내수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분담 방안과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자금지원 방안

대한 한국은행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논

수출마저 감소하고 있는 경제난국에 빠져 있다. 이런 상황에선 우선 경제난국을

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 2003년 카드대란 발생 이

의해 보아야 한다.

극복한 이후에 선진경제들이 추진했던 정책대안들을 우리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
하여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모색하는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후 부실화된 LG카드의 처리와 관련한 채권은행
간 손실분담 원칙과 처리비용 등을 둘러싼 정책 혼
선과 실기 등을 교훈 삼아 부실금융기관 처리의 사

3. 평가

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준비가 필요하
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우선 그동안 진행되어 온 글로벌 금융

위기상황이라도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성장

위기의 원인은 물론 위기의 영향 및 주요국의 정책

잠재력을 훼손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공조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한 보고서로 평

두어야 한다. 내수경기 부양차원에서 재정지출 확

가할 수 있다. 또한 금리인하, 유동성 공급 및 재정

대가 불가피하더라도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

확대 등 거의 모든 정책수단을 적극 동원할 것을

을 위해 지출구조를 성장친화적으로 개편하는 노

주문하면서도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가 성장잠재

우리 경제는 최근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고 새로

서도 투자효율성이 낮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또

력이 필요하다. 추가 재정 지출확대는 교육, R&D,

력 확충이라는 점을 인식시키면서 성장잠재력을

운 성장동력도 찾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글로벌

한 위축되었다. 게다가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인

재생에너지부문에 집중하고 SOC투자는 환경, 문

훼손하는 어떠한 정책도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

금융위기로 인해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실물경

해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산

화, 관광, 서비스부문과 연계하여 공공건설 지출의

을 분명히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제가 더욱 악화되어 1인당 국민소득이 2007년 2만

업구조 변화, 고용창출능력 저하, 생산성 향상, 글

달러 수준에서 불과 1년 만에 다시 1만 달러대로

로벌 아웃소싱 증가 등에 따라 일자리 창출이 매우

주저앉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흡할 뿐만 아니라 그나마 새로 늘어난 일자리의

1. 연구배경 및 목적

라 양적 투입이 크게 둔화되었으며, 질적인 측면에

따라서 본 연구는 선진경제 대열에 합류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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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 산업 성숙, 투자의 한계수익률 저하 등에 따

질도 우려스러운 모습이다.

들의 선례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급변하

더구나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부진과 수출둔화

고 있는 대외여건을 살펴보고 우리 경제의 최우선

의 어려움에 빠져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쉽게 찾지

과제인 경제난국 극복방안과 우리 경제가 1인당

못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 부족, 소득증가 미흡,

국민소득 3만 달러 수준의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해외투자 확대, 외국인투자 둔화, 해외소비 증가,

위한 중장기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자산가치 하락, 소비와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내수

과거 우리 경제는 생산요소의 양적 투입을 크게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다. 여기에 우리 경제를 견인

늘리면서 높은 성장세를 구현해 왔다. 하지만 외환

해 온 수출마저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되면서

위기 이후 기업투자 행태 변화, 대출 행태 보수화,

선진국 경제의 침체 지속,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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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신흥경제의 위축 등에 따라 크게 둔화될 것으

변방의 빈국이었던 아일랜드는 여야의 파트너십

화해야 한다. 먼저,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친

센터 유치 등을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을 기반으로 선성장₩후분배의 사회연대협약을 체

시장적인 투자유인체제 구축, 규제완화와 투자여

국내 금융자본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자금조달

국내 금융시장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 외환

결해 강력한 경제개혁과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건 개선, 외국인투자 유치, 기업가정신 강화, 노사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금융기관의 단계적 민영화를

시장과 주식시장이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고 유동

장기간 추진하면서 노사안정을 유도하였다. 영어

관계 안정화 도모,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기업도

추진하며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기

성 부족과 신용경색이 지속되고 있는 등 매우 불안

권 국가라는 유리한 위치에서 무역자유화, 규제완

시 추진 등을 통해 자본축적부터 제고해야 한다.

업은 규모별로 대형화, 전문화 등 차별화된 전략을

한 모습이다. 또한 가계부채 급증, 미분양 주택 증

화, 적극적인 외자유치 등을 통해 외국기업을 유치

다음으로 노령층 고용, 여성 경제활동참여 확대,

세워 추진하고 우수한 금융인력을 대규모로 양성

가나 부동산가격 하락 등에 따른 중소 건설업계나

하였으며 해외인력을 활용하고 국내 실무인력을

저출산 완화 등을 통해 생산가능인력을 확충하는

해야 한다.

저축은행 PF대출의 부실도 우려되고 있다.

양성해 안정적인 고용기반을 창출하였다. 뿐만 아

동시에 기술혁신, 연구개발, 산업구조고도화 등을

지금으로서는 전망 자체가 다소 무의미할 정도

니라 공공부문과 국가부채를 줄이고 R&D 투자를

통해 생산성 향상에도 노력해야 한다. 인력의 질

로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대체로 세계경제는

확대하면서 신성장동력을 육성하였으며 법인세를

적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이고 인력수급의 질적 불

U자형과 L자형의 중간 형태의 모습으로 전개될

단계적으로 인하해 기업경영을 지원하였다.

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경쟁력이 있는 우수한 인력

로 예상된다.

가능성이 크다.

2. 연구내용

스웨덴은 1982년 사회협약을 체결해 성장을 중

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여기에 새로운 성

본 연구는 정책보고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시하고 단체교섭을 약화했고 1990년부터 전통산

장동력과 대규모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

주장한 정책이나 제시한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업을 정보통신산업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

업을 육성해야 한다.

학술적 논거, 관련 연구, 객관적 분석 등이 다소 미

는 동시에 금융규제 완화와 기업경쟁을 촉진했으

선진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경쟁역량 강화는 필

흡하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선진경제로의 도약

며 R&D 투자의 활성화와 글로벌 기업의 부상을

수적이다. 이를 위해 우선 혁신주도형으로 산업발

방안으로 제시된 각 사안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화사회를 구현할 수 있

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실증분석을 향후 연구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

었다.

를 추진하며 부품₩소재 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도

럼에도 불구하고‘위기가 곧 기회’
라는 말처럼 세

세기적 경제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선 우리 경제

모해야 한다. 다음으로 R&D 투자에 대한 규제완

기적 위기에 직면한 우리 경제가 단기적으로 경제

우선 미국은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시장원

가 바로 선진경제로 도약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

화 및 인센티브 강화, 체계적인 단계별 성과관리체

난국을 극복하고 중장기적으로 선진경제로의 도약

리에 기초한 경제시스템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고

로 우선 경제난국의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우

제 구축, 국가적 차원의 우선순위에 입각한 지원

을 모색하자는 단계별 대응방안을 담은 시의적절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유도했다. 규제완화, 법인세

리 경제를 안정화시킨 이후에 선진경제로의 도약

규모 및 기간 조정, 해외 첨단기업과 글로벌 R&D

한 연구로 판단된다.

인하,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 등으로 기업경영환

을 모색하는 단계별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

경을 개선했고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통해 생산

다. 따라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실물경제

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켰다. 또한 지속적인 성장

의 침체를 막으면서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모색하

을 위해 국가 주도의 기술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

고 신속하고 과감하며 철저한 구조조정에 나서는

였으며,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함께 금융업을

등 단기적으로 경제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수준인 선진경제에 진
입한 주요 국가들의 경험을 통해 선진경제로의 도
약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육성시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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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로 향후 우리 경제가 안정화되는 모습

영국은 대처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을 찾게 되면 우리 경제를 선진경제로 도약시킬

사회보장과 재정지출을 축소하고 노동시장의 유연

수 있는 방안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우선

성을 제고하였으며 규제완화나 법인세 인하를 통

미국의 레이건 정부나 영국의 대처 정부가 보여줬

해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공공부문의 민영화에 과

던 강력한 리더십과 아일랜드와 스웨덴의 자율적

감히 나서는 등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장기간 유

인 사회협약을 바탕으로 선진경제들이 추진했던

지했다. 또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금융업 등 고부

정책대안들을 우리 상황에 알맞게 수정₩보완해서

가가치 서비스업을 육성했다.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경쟁역량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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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지역의 금융통합 논의 현황과 시사점
│주│제│별│연구과제│

국제 및 지역경제의 주요 현안

김필헌

본 연구는 아시아 지역 국가 간 자본흐름의 자유화는 역내국 간 상호이해 및 교

- 동아시아지역의 금융통합 논의 현황과 시사점

류를 증진시켜 역내 구성원 간 공동체 인식을 확대시키는 한편, 자본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역내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 한-EU FTA의 자동차 교역 영향 및 EU 자동차시장 분석

한 이에 수반된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하여 역내에 초국가적 기구 설립이나 기존
의 상호감시체제 등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21세기 한-미 관계의 재정립: 글로벌 동맹관계를 위한 로
드맵

1. 연구배경 및 목적

더 커짐으로써 얻는 규모의 효과도 간과할 수 없
다. 또한 금융통합은 국가 간에 자유로운 자본이동

최근 들어 아시아의 지역경제는 중국을 중심으

을 가능케 함으로써 요소시장의 유연화를 도모할

로 고성장을 이룩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이 지역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고도의 경제성장과

의 수출시장 규모도 급증하여 최근 들어 세계 수출

더불어 역외경제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인한 불

시장에서의 비중이 절반에 육박할 정도가 되었다.

안정성 등의 특징을 지닌 아시아 경제에 있어 역내

이렇듯 아시아 지역의 대내외적 경제규모와 산업

경제통합은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과정의 문제인

구조가 급변하는 가운데, 아시아 지역도 NAFTA

것처럼 보인다.

나 EU와 같은 다자간 경제협력체제가 필요하다는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여 년간 아시아의 금융시

주장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또한 초창기 외환 및

장은 질적₩양적인 면에서 많은 변화를 거쳐 왔다.

국제 자본시장 안정화에 그 주안점을 두었던 금융

그러나 동아시아지역의 금융통합 수준은 과거에

통합 노력은 이제 그 범위가 금융뿐만이 아니라 역

비해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 특히 그간 아시아개

내국가 경제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다.

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을 비롯하여

역내 금융통합은 아시아 지역경제에 다각적으로

대내외적으로 공식적인 통합 관련 논의가 꾸준히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우선 역내 국가들의 대내외

진행되어 왔다는 측면에서 볼 때 역내 금융통합 노

경제정책 조율을 통해 역내 경제의 안정성 증진이

력이 가시적인 성과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것은 현

가능해진다. 그리고 통합으로 인해 시장규모가 좀

재 진행 중인 논의의 방향과 효율성을 재점검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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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을 시사한다.

역내국 간 금융시장 개방 및 자본흐름 자유화의

향후 정책과제는 국가 간 자본이동의 자유화를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재 진

시행은 상대국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상호교류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관련 금융제도기반의 정비

행 중인 통합 관련 주요 사안들을 개괄해 보고 앞

를 증진시킴으로써 경제공동체로서의 아시아에 대

및 역내 관련 정책들의 수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아시아 지역의 금융산업은 지난 10년간 건전성

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

자본이동 자유화로 파생될 수 있는 단기적인 부정

이나 규모의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그

다. 상품무역과 달리 자본흐름의 자유화는 해당국

적 효과에 대한 방안마련이 요구된다. 자본흐름 자

러나 이 같은 질적ㆍ양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

간의 정보 공유를 촉진시키며 나아가 국가 간 금융

유화에 따른 역내국 간 편차를 줄이기 위해 초국가

아시아지역의 금융통합 수준은 과거에 비해 크게

산업의 경쟁 및 규범의 수렴을 통해 역내 금융산업

적 기구를 설치하거나 기존의 아시아개발은행의

달라진 점이 없다.

의 수준 향상에 촉매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능을 확대하여 국가 간 이익 충돌을 효율적으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재 진

2. 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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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최근 아시아 경제권의 국제적 위상이 변화하면

또한 확대된 금융시장이라는 훈련장을 제공함으

중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역내국 간 자본이동 활

행 중인 통합 관련 주요 사안들을 개괄해 보고 앞

서, 역내 금융협력에 대한 논의도 그 초점이 초기

로써 국제 금융자본에 대한 역내 금융시장의 개방

성화가 원활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수행되

의 유동성 확보 및 정책 공조를 통한 위기예방이라

에서 오는 시장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정책당국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자본흐름에 대

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아시아 역내 금융협

는 수동적 차원에서 경제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협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 아시아 경제통합의 최대 장

한 감시 및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력 방안들과 역내 금융시장의 변화를 상세히 정리

력 내지는 통합으로 진일보하고 있다. 지금껏 제시

애물로 역내국들의 공감대 부족과 제도의 차이에서

앞서 지적된 바와 같이 지금과 같은 자발적 참여

함으로써 향후 연구를 위한 훌륭한 참조 자료로 활

된 방안들은 여러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으나 역내

오는 금융 관련 정보의 불확실성이 꼽히고 있는 것

가 아닌 강제성을 지닌 정보 공유 및 상호 감시가

용될 수 있을 것이며, 역내 금융통합이 미진하다는

국가 간 유사시 상호유동성 지원체제 방안, 역내

을 생각해 볼 때 자본이동 자유화 노력은 금융통합

필요하며, 국가 간 정보교환에 대한 기준도 규범화

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그 원인

환율 안정을 위한 제도방안, 역내 상호감시체제 강

에 필수적인 단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감독기관의 독립

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고 있고, 아시아를 대상으로

화 방안, 그리고 포괄적인 통합을 통한 아시아 지

자본흐름 자유화의 당위성을 획득하기 위해 자

성 및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자본이동 자유화에 의해 예상되는 효과를 실증분

역경제의 블록화 방안 등 크게 네 줄기로 나눌 수

본흐름 자유화를 거부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비용의

부여하고, 적절한 감시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필요

석한 점은 기존 문헌에서 찾아보기 힘든 참신하면

있다.

파악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 따르면 자본자유화에

하다.

서도 중요한 연구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통합에 의한 참여국들의 정치적 내지 경

따른 자본의 효율적 분배는 성장효과와 레벨효과

제적 주권의 상실이나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금융

를 함께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자본

통합에 가장 큰 장애요소로 지적받아 오고 있는 아

의 재분배의 가장 큰 수혜자는 중국인 것으로 나타

시아 특유의 사회적, 경제적, 혹은 문화적인 통합

났다. 반면 일본과 뉴질랜드는 자본재분배 결과 연

장애요소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논의는

평균 약 8~9%의 생산량 감소를 보였다. 우리나라

그다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자본한계생산성을 보였

아시아의 금융시장은 외적 규모와 질적 개선에

지만, 재분배로 인해 얻는 자본의 유출효과는 기간

도 불구하고 금융시장 운영의 기반이 되는 제도적

전체로 봤을 때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측면에서 국가 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지역경제 전체의 후생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이러한 차이가 향후 역내 경제의 순조로운 통합 노

는데, 총생산으로 측정된 지역경제의 성장률은 평

력에 장애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균 0.13%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 간 금융제도적 차이가 외환위기 이후 더

자본이동 자유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욱 심화되었다는 것은 외환위기의 원인에 대한 인

대한 정확한 인식은 향후 역내국의 정책수립에 도

식이 다르다는 것을 시사하며, 이는 경제적 요인

움을 줄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자본이동 자유화에

이외에도 각 나라 고유의 사회적 내지 문화적인 차

따른 단기적 피해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계

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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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의 자동차 교역 영향 및
EU 자동차시장 분석

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EU FTA의 관세철폐 효과를

따라서 한-EU FTA로 수입관세가 철폐되면

파악하기 위해 수출 및 수입수요탄력성 추정모형

EU로부터의 중₩대형 승용차 수입증대가 예상되며

을 다양하게 설정하였다. 또 로그-선형모형을 이

특히 대형승용차(HS 870324)의 수입증대가 클 것

용해 품목별 수출 및 수입수요함수를 1차 자기회

으로 전망된다.

귀 보정 최소자승법(least squares with first-

자동차부품의 대EU 수출수요의 가격탄력성 추

order autoregressive correction)으로 추정하였

정 결과 한-EU FTA로 인한 관세철폐로 HS

다. 또한 단위근검정을 통해 변수들의 비정상성을

870870(로드휠 및 그 부분품), HS 870891(방열기

본 연구는 한-EU FTA 체결의 자동차 교역에 대한 영향과 EU 자동차시장의 통

검정하고 Johansen 공적분검정을 통해 변수들 간

와 그 부분품), HS 870894(운전대₩스티어링컬럼

합 수준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EU FTA는 우리나라의 대EU 자동차 수출

의 공적분관계를 확인하고, 벡터오차수정모형의

및 운전박스와 그 부분품)의 수출이 크게 증대될

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통합 수준이 높은 유로

추정을 통해 도출한 공적분회귀식의 계수로 수출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EU 자동차부품 수입수

존 국가에 대해서는 동질적 시장에 대한 접근전략이 요구되는 반면 동유럽 국가

및 수입수요의 장기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였다.

요 가격탄력성의 품목별 추정 결과 한-EU FTA

송원근

들에 대해서는 시장선점을 위한 차별적 전략이 필요하다.

EU로의 승용차 수출의 가격탄력성 추정은 분석

관세철폐로 인한 수입 가격 하락으로 HS

이 가능한 수준의 수출데이터가 존재하는 승용차

870850(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과 비구동차축

품목인 가솔린엔진 소형승용차(HS 870322) 및 중

및 그 부분품), HS 870870(로드휠 및 그 부분품),

형승용차(HS 870323)와 디젤엔진 중형승용차

HS 870880(서스펜션 시스템과 그 부분품) 등의

(HS 870332) 및 대형승용차(HS870333)에 대해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루어졌다.

FTA로 인해 부여되는 시장접근의 기회를 효과

동차 수출입의 가격 및 소득탄력성을 추정하는 데

분석결과 가솔린엔진 소형승용차(HS 870322)

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EU 자동차시장의 통합

있다. 한편 EU 자동차시장은 형식적으로 통합되

의 경우 유의한 수출가격탄력성을 보이지 않고 있

수준을 상세히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EU 국가

한-EU FTA의 체결은 거대시장에의 접근성 증

어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일물일가의 법칙(Law

으나, 가솔린엔진 중형승용차(HS 870323)의 경우

간 교역장벽으로 최근까지 존재했던 것은 자동차

대, 선진화된 경제권과의 경제통합으로 인한 경제

of One Price)이 관철되지 않는 세분화된 시장의

는 수출수요의 장기 가격탄력성이 매우 높아 한-

형식승인(type approval)제도의 국가 간 차별성,

시스템의 선진화라는 성과가 기대된다. 한-EU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져 왔다. 따라서 최근의 가격

EU FTA의 관세철폐로 인한 수출증대 효과가 클

국가별 자동차 수입쿼터제 및 자동차 등록(national

FTA의 체결로 인해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산업으로

자료를 토대로 EU 자동차시장의 통합 수준을 평

것으로 전망된다. 디젤엔진 승용차의 경우는 중형

registration)제도, 그리고 지난 20년간 자동차메

자동차산업을 꼽는다. 따라서 한-EU FTA의 체결

가하고 이와 연관된 제도적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승용차(HS 870332)와 대형승용차(HS 870333)

이커들에게 부여된 독점적 유통시스템(car block

이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통해 한-EU FTA로 인한 시장접근 개선의 기회를

모두 수출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은 수준으로 유

exemption)이 있다.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의하게 나타나 한-EU FTA로 인한 관세철폐로 큰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의 또 다른 목적이다.

폭의 수출증대가 예상된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이와 같은 제도적 요인들을 보면 1993년 국가별
자동차 수입쿼터제의 폐지, 2000년 EU의 자동차

EU와의 FTA 체결은 가격경쟁력 확보에 따른

EU로부터의 승용차 수입의 경우 분석이 가능한

수입쿼터제의 완전폐지로 국가별 자동차등록제의

EU 시장에서의 점유율 제고의 계기가 되어 산업

수입데이터가 존재하는 승용차 품목은 가솔린엔진

역내교역 제한 기능은 사라졌고, EU 역내 자동차

중형승용차(HS 870323)와 대형승용차(HS

교역의 가장 큰 장애물로 기능했던 독점적 유통시

870324)가 있다. EU로부터의 승용차 수입을 외환

스템도 2002년 새롭게 개정(BER 1400/2002)되어

한-EU FTA 체결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

위기 이후의 기간에 한정하여 추정한 결과는 중형

자동차메이커의 딜러에 대한 통제권을 완화해 국

로 예측되는 산업은 자동차산업이다. 따라서 한-

승용차와 대형승용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가 간 가격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가 가능해졌다.

EU FTA로 인한 자동차부문 교역증대 효과를 파

기대부호와 일치하는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추

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2. 연구내용

높다. FTA로 인한 교역증대 효과는 관세철폐로 인
한 가격하락이나 FTA를 통한 양국의 소득증대가
수출입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에 달려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한-EU 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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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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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한 통화 사용에 따른 환율변동성의 문제로, 유

결과 유로존의 경우는 EMU가 창립된 1999년과

결과가 예상되어 이들 국가들에 대해 완성차업체와

럽 경제통화동맹(EMU)과 단일통화 유로의 도입

2007년의 시장통합 수준이 큰 차이가 없고 변동성

더불어 자동차부품업체들의 직접투자의 추진도 검

으로 EU 27개국 중 13개국이 참여하는 유로존 국

도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기존 EU 12개국

토할 필요가 있다.

가들 간에는 이 문제가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의 경우 2000년 이후 변동계수가 감소 추세를 보

과를 예측하고 있으므로 기존에 경쟁력을 지니고

유럽시장에서 대표적인 4개 차종(Renault Clio,

여 시장통합 수준이 안정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있는 품목이 아닌 새로운 차종에서 FTA에 대응한

VW Golf, BMW 320d, Honda Accord)의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EMU의 창립에 따

2004~2007년간의 국가 간 자동차 가격차이와 변

른 환율변동성의 감소효과로 유로존의 시장통합

동계수로 자동차시장통합 수준을 살펴보면 유럽시

수준이 높아졌으나 효과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본 연구는 한-EU FTA에 따라 나타날 자동차부

또한 유로화가 통용되기 시작한 기간이 얼마 되

장에서 대표적으로 대중적인 차종들의 경우 EU 전

시장통합 수준을 높여준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가

문 관세철폐의 양국 간 교역증대 효과를 다양한 모

지 않아 달러화 표시 가격을 자료로 이용한 점도

체시장의 통합 수준은 그리 높지 않음을 알 수 있

능하다. 기존 EU 12개국의 경우는 환율변동성의

형의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자동차 및 자동차

본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로화 통

다. 또한 전반적으로 유로존이 비유로존에 비해 시

감소효과와 더불어 차익거래를 제한하던 유통시스

부품 품목별로 대EU 수출 및 수입의 변화를 예측

용기간이 충분히 길어진 시점에서 축적된 자료를

장통합 수준이 월등히 높다는 증거도 찾기 어렵다.

템 자유화 등 제도적 변화로 인해 시장통합 수준이

해 보았다는 점에서 첫 번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용할 경우 수출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더 정확하

반면 시장통합 수준이 뚜렷이 높게 나타나는 부

높아졌고 추세적으로도 변동계수가 미세한 감소추

분은 4개 차종 모두 기존 EU 12개국의 경우이고

그러나 본 연구는 기존의 교역자료에 근거한 탄
력성 추정으로 한-EU FTA로 인한 관세철폐의 효

기술 및 품질 향상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교역
증대 효과는 예측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차종별로 국가 간 가격차이를 추정하고 변

게 추정될 수 있을 것이다.

동계수의 변화를 통해 EU 자동차시장의 통합 수

또한 EU 자동차시장통합에 대한 분석에서는 대

이는 EU 자동차시장의 통합을 저해하던 제도적

EU 자동차시장통합에 대한 분석결과 EU의 기존

준을 분석하여 한-EU FTA로 인한 시장접근 개선

표 차종을 대상으로 분석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

요인들이 사라짐에 따라 EU 기존 회원국인 12개

12개국의 자동차시장과 신규 가입한 15개국의 자동

의 기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

다.

국에서의 시장통합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음을 보여

차시장이 세분화되어 있고 유로존의 자동차시장과

주는 분석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EU에 신규

비유로존의 자동차시장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세

가입한 15개국 그룹의 시장통합 수준이 낮은 것은

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EU 자동차시장

이들 국가 간의 소득편차가 크고 대부분의 국가들

은 이전에 알려졌던 것과는 다르게 기존의 회원국

이 비유로존에 속해 있어 환율변동성의 차이가 큰

들, 즉 서유럽 국가 간에는 시장통합의 수준이 상대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적으로 높고 유로존에 속하는 국가 간의 시장통합

유럽시장에서 대중적인 다른 4개 차종(Fi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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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평가

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수준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Punto, Ford Focus, Opel Astra, Peugeot 207)의

따라서 한-EU FTA로 나타날 시장접근 개선의

2004~2007년간의 국가 간 자동차 가격차이와 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EU

동계수로 본 자동차시장통합 수준은 EU 전체, 기

기존 회원국과 유로존에 대해서는 같은 그룹으로

존 EU 12개국 그룹, 신규 15개국 그룹에서 앞서 분

분류하여 국가별 전략보다는 동질적인 시장에 대한

석한 차종들과 큰 차이가 없다. 반면 변동계수로 확

전략에 더 높은 비중을 두는 접근이 바람직하다.

인한 시장통합 수준은 4개 차종 모두에서 유로존의

반면 현재 시장통합 수준은 낮지만 향후 소득수

시장통합이 비유로존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을

준의 향상으로 시장 규모의 확대가 예상되는 유로

보이고 있다. 그러나 유로화 통용 이후 유로존의 시

존에 속해 있지 않고 최근에 EU에 가입한 동유럽

장통합 수준이 같은 기간(2004~2007년) 지속적으

국가들에 대해서는 통합적인 전략보다는 시장을 선

로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점하기 위한 국가별 전략이 요구된다.

유럽경제통화동맹(EMU) 창립(1999년) 이후 위

또한 EU와의 FTA는 낮은 노동비용의 이점이 있

의 8개 차종 시장통합 수준의 변화 추이를 분석한

는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투자여건을 개선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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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한-미 관계의 재정립
: 글로벌 동맹관계를 위한 로드맵

직 미진하다. 앞으로 한국의 정책적 선택은 한-미

21세기 지식정보사회를 주도할 지식기반과 혁신능

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되 동

력을 갖춘 나라로, 미국의 자본주의적 경제 질서는

맹의 한계 - 변화의 불가피성, 동맹 역할의 제한성

결코 몰락하거나 쇠퇴하지 않을 것이다.

등 - 에 대한 솔직한 인식 공유를 바탕으로 동맹의

그러나 현재의 경제위기가 단순히 장기적 경기

신뢰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변동주기 속의 한 침체기에 해당하는 현상이 아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맹의 필요에 대한 명확

라 지식정보사회에 진입한 인류가 새로운 문명에

한 인식을 바탕으로 상호신뢰 제고, 건전한 의사소

적합한 국제관계와 사회구조, 생활양식을 가지고

통 구조 유지, 미국 주도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한

있지 못한 것에 대한 심각한 반성의 필요성을 제기

한-미 동맹은 21세기를 맞아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미 동맹은 1953년

국의 국익을 조화시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

하는 것이며 지금까지 세계의 시장질서를 형성하

에 출범할 당시와는 전혀 다른 안보환경에 처해 있으며, 이제 새로운 단계로의

리고 미국의 정파에 상관없는 초당적 네트워크 구

던 경제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는 것임에는

도약을 준비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 현 시점에서 21세기의 한-미 관계를 새

축을 통해 인적, 제도적 네트워크 확립을 위해 노

틀림없다. 세계 속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위상이 변

로운 지평으로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것은 한국의 국가경영

력할 필요가 있다.

화함으로써 일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의 변환, 실

이각범 외 4인

에 중차대한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21세기 한미 동맹의 바람직한 방향을 재정립하고 있다.

물경제의 실질적 가치와 금융권의 유동성 사이에
괴리 발생 등 다양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 중에서도 동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어 불확실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며,

2. 연구내용

북한이라는 고위험 변수를 포함하고 있어 위험사
회의 진원지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1. 연구배경 및 목적

현재의 동북아 상황에서 한-미 동맹이 해체될 경

가. 전환기 시대 한-미 동맹의 업그레이드

우 한국의 선택권은 지극히 제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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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랑의 동아시아라는 바다에서 한-미 동맹은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침반과 닻 역할을

■ 이각범(한국미래연구원)

한국 안보에 있어서 미국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지난 정부에서 논의되었던 여러 대안들은 모두

점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다. 예를 들면 한국이 한-미

본 연구는 미국과 자본주의적 경제 질서의 침체라는 전

한-미 동맹은 위험의 진원지 동북아에서 불확실

참여정부 집권 이래 한국의 입장은 동맹 중심의 대

동맹을 탈피해 독자적 노선을 걷다가는 주변 4강

환기에 불확실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한

성을 제거하는 데 필수요소이며, 이를 바탕으로 지

미전략에서 자주를 강조하는 입장으로 서서히 변화

의 발길에 채일 것이 확실하다. 양자동맹을 대신해

국이 동아시아의 질서와 세력균형 유지를 위하여 한-미

구적 차원에서도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면서 평화와

해 왔다. 그 결과 서울과 워싱턴 양측의 지미(知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나

동맹의 질을 높여 상호호혜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

번영을 구축하는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다. 한-

美)₩지한(知韓) 인사들로부터 한-미 동맹의 미래를

실상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는 연기만 무성하고 실

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미 동맹이 21세기 국제적으로 유효하고도 강력한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체가 없는 담론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중국이나

수행해 왔다.

힘을 갖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 두 나라에서 서로

한-미 동맹은 다양한 변화요인에 직면해 있다.

일본과 새로운 동맹관계를 맺는 것은 현재의 동북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로 확산되어 글로벌 경

의 동맹관계가 매우 중요한 자산임을 인식하여야

안으로는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달성으로 인한 민

아 실정에서는 더더욱 상상하기 어렵다. 결국 아직

제위기가 촉발된 지금, 세계에서는 미국이 주도하

한다. 이명박 정부는 그간 자주에 지나치게 중점을

족자긍심의 증대, 밖으로는 9₩11 테러 이후 본격화

은 한-미 동맹을 벗어날 시기도, 여건도 되지 않는

던 세계질서에 커다란 균열이 생긴 것이 아닌가 하

두어 손상됐던 양국의 관계를 새로운 차원에서 복

된 미국의 동맹개념 변화 등이 불가피하게 동맹의

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또한 이 경제위기가 미

원하고 주로 군사분야에 한정되어 왔던 동맹을 가

변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요인은

이미 한-미 양국은 수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국이 주도하던 자본주의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 아

치동맹, 신뢰동맹, 평화구축동맹으로 격상시키고

한-미 동맹의 미래비전을 새롭게 규정해야 할 과

‘포괄적₩역동적₩호혜적 동맹관계’
를 지향하기로

닌가 하는 논의도 조심스럽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

자 노력해야 한다.

제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한-미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한-미 동맹을 21세기의 새

나 미국은 엄청난 경제력과 세계적인 군사력 외에

심각하고 복잡한 불확실성의 문제들이 제기되

동맹의 축소나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로운 동맹으로 변환시키기 위한 노력과 성과는 아

도 이보다 더 강력한 소프트파워를 가지고 있으며,

고, 지식과 정보가 세계를 재편하고 있는 이때,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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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균형을 잡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한국은

이래 최대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한-미 양국 국

활동에 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 셋째, 한-미 동

한-미 관계를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지정학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한국이 이러

민과 정부의 긴밀한 제휴하에 이러한 도전을 슬기

맹의 역할과 존재의의에 관한 한-미 양국 국민의

는 선언 이상의 협상과 전략이 필요하다. 전략동맹

한 지정학적 지위를 활용하여 동아시아 각국의 갈

롭게 극복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물론 동아

지지기반이 굳건히 유지되도록 조직적 노력을 강

을 선언하는 것만으로 현재 한-미의 여러 현안들

등을 중재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중심축

시아에서의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화해 나가야 한다. 넷째, 슬기로운 동맹은 가치와

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군사적 측면의

이 되기 위해서는 세계변화의 흐름과 다양한 힘의

새로운 비전으로 무장하여 다시 태어남이 절실히

문화에 대한 상호이해와 우의, 그리고 협력의 증진

과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된다. 첫째, 동맹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유기적이고 복합적인 한-

요구되고 있다. 동맹의 새로운 비전이 이렇게 한반

을 중심으로 한 소프트파워를 중시해야 한다. 다섯

현안과 관련해 조만간 추진될 구체적인 조치 가운

미 관계의 수립이 필요하다.

도의 항구적인 평화 구축이라는 제2의 도약에 맞

째, 한-미 동맹의 특수성이 처한 현안을 다룸에 있

데 가장 중요한 것은 201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

이를 위하여 한국은 첫째, 소프트파워를 함께 증

추어져야 하는 시대가 다가온 것이다. 한-미 동맹

어서도 충실히 고려되어야 한다. 여섯째, 한국은

통제권 전환 문제이다. 둘째, 전작권 전환과 밀접

진시키는 부드럽지만 강한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의 선택과 조정이 그러한 도약의 귀중한 발판을 마

자주국방의 목표가 실질적으로 달성되도록 철저히

히 연관된 사안으로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한다. 둘째, 자원고갈과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문제

련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

방위력을 격상시키고, 한-미 동맹의 파트너로서

운용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셋째, 미

에 대해 인류의 공존, 공생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 시점이라 하겠다.

방위분담의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각오

국의 방위비 분담요구도 문제가 된다. 넷째, 대량

한다. 셋째, 국가외교의 범주를 지식과 문화의 영

한-미 동맹이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되기 위해서

로 필요한 계획을 서둘러야 한다. 이로써 한국은

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과 미사일방어(MD)

역으로 확장해야 한다. 넷째, 한-미 간 신뢰가 보

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획기적인 역할을 기대할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있어 문제점을 극복하고, 한

참여 여부이다. 다섯째, 북한 급변 사태에 대한 공

다 돈독해져야 한다. 다섯째, 미래 첨단범죄에 대

수 있을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미국적 가치와 시장

반도 평화에 집중하면서 지역 및 세계적 안보에도

동의 대비가 필요하다. 여섯째, 아프간 재파병 및

한 대응체계 구축에 동참해야 한다.

에 대한 더욱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경쟁력을 향상

기여하는 21세기의 확고한 기제로 동맹을 구축해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해야 한다.

시키면서 안정적 개방체제를 다져나가는 동시에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외개발원조(ODA) 확대를 통한 국제

나. 한-미 동맹과 한반도 제2의 도약

또한 미국으로서도 동맹의 성공모델로서 한국의
■ 조상훈(전 호주대사)
본 연구는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안보의 불안에서 한반도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확인하는 동시에 동아시아

다.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의 군사적 측면
: 가치동맹 구현을 위한 과제

아지역 전반에 자유무역지역을 확대해 나가기 위

로 한-미 동맹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한 전초기지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2008년 미국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의회마저 민주당이 장
악함으로써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도 변화가 예

에서 자유무역의 거점을 확고히 확보하고, 동아시

의 항구적인 평화 구축이라는 제2의 도약을 위한 발판으

■ 이상현(세종연구소)

상된다. 하지만 오바마도 기본적으로 동맹을 중시

본 연구는 한-미 동맹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 중 군사

한다는 점에서 부시 행정부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한-미 동맹이 단순히 미국적 가치나 이익을 보

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가치동맹 구현을 위한 군사적

않다.‘21세기 전략동맹’
이라는 기본 틀을 유지하

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정치₩경제₩사회₩문화

과제를 식별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가

면서 한-미 동맹의 강화라는 원칙 아래 전작권 전

1989년 냉전의 종식은 정부의 실패를 극명하게

의 모든 분야에서 양국 국민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

치동맹의 틀 속에서 한국은 동북아지역을 품는 것은 물

환과 연합사 해체, 주한미군 이전사업, 주한미군사

드러내는 사건이었고, 2008년의 경제위기는 시장

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한국과 한반도의 안보를

론 글로벌 차원으로 외교지평을 확대해야 한다.

령부 개편 등의 현안이 이전과 유사하게 추진될 것

의 실패를 결정적으로 노정시킨 사변이었다고 할

위한 미국의 역할에 관한 대중교육으로부터 사회

수 있다. 2008년의 사태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적

활동의 장려와 한-미 교류의 기회 확대 등 정책적

요소로서 미국이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에 대한 신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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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활동 기여이다.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에 정진할 수 있을 것이다.

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한-미 동맹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

우리의 입장에서도 부시 행정부와 합의한‘21세

중 군사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가치동맹 구현을

기 한-미 전략동맹’
의 비전을 오바마 행정부와도

념에 깊은 상처를 안겨주었다. 전 세계가 예측하기

한-미 동맹이 슬기로운 동맹으로 거듭나기 위해

위한 군사적 관계를 식별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지속적으로 논의,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인권과

어려운 방향과 속도로 흘러가는 지금, 자유민주주

서 지향해야 할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미

중점을 두었다. 한-미 동맹이 가치동맹으로 발전

민주주의 등, 미국적 가치를 중시하는 민주당의 전

의의 종국적 승리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높아

동맹은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한

하기 위해서는 한-미 양국이 기본적인 가치, 제도

통에 비추어 볼 때,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은 우리

보인다.

반도 제2의 도약의 비전을 확고히 하고, 이러한 비

와 이념의 공유를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을 지향하

에게 기회인 동시에 도전이 될 것이다.

한-미 동맹 역시 미국의 세계적 위상의 가변성

전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체제를 서둘러 마련해

는 의지연대를 동맹의 비전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과 북한 정세의 불안한 유동성이라는 동맹의 창설

야 한다. 둘째, 한-미 동맹은 중국을 목표로 하는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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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철학이 요구되며 한국이 처한 지정, 지경학적

강한 강대국 속에서 통상전략을 짜야 한다. 경제관

장을 통한 미국의 대외 이미지 개선과 관련해서도,

위상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반영한 현명한 대전략

계의 균형을 위해서도 한국의 균형자적 기능은

한국은 미국의 전략적 동반자가 될 수 있다. 한국

재집권에 성공한 한국의 보수정권은 한-미 관계

수립이 필요하다. 그러한 대전략의 핵심은 한-미

한-미 FTA를 통한 전통적인 경제 및 안보 동맹의

은 미국과 함께 기존의 안보동맹을 더욱 격상시켜,

의 복원 내지 정상화를 주요 국정목표 가운데 하나

동맹을 21세기에 적합한 전략동맹인 동시에 가치

기조 위에서 중국, 일본, 러시아, 인도 그리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체제공유를 넘어서 인권

로 삼았다. 2008년 4월,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을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또한 향후 한국

ASEAN과의‘사통팔달(四通八達)’
의 FTA 등 본

신장, 저개발국 질병 퇴치, 발전 경험의 대개도국

방문하고‘가치동맹, 신뢰동맹, 평화구축동맹’
이

은 한-미 가치동맹을 기축삼아 한국의 역내 및 글

격적 개방정책으로 한국의 지경학적 입지조건을

확산, 기후변화에 대처 등, 지구적 공공재 생산에

라는 양국의 공동비전을 제시했다. 가치동맹은 특

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가능

최대한 상품화하여야 한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

어깨를 나란히 하는‘가치동맹’
으로까지 발전시킬

정 현안이나 정권의 차원을 넘어 한-미 관계에 구

하면 한-미-일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이를 미-

어있는 넛크래커(nutcracker) 입장에 서 있는 한

수 있다. 그리하여 한국의 국격을 신장하고 민족의

조적 안정성과 지속성을 부여할 수 있으며 냉전의

중-일, 한-중-일 복합 네트워크의 세계로 들어가

국경제의 탈출은 미국 경제의 원심력을 활용하면

자존을 바로세울 수 있을 것이다.

종식과 한국의 국력신장을 전제로 하여 양국관계

는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확대

서도 동아시아의 구심점에 서는 것이다.

는 아시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것이며, 더 나아가

한국은 오랜 역사를 통하여 주변 열강으로부터

글로벌 차원으로 우리의 외교지평을 확대해 주어

빈번한 외침을 당하였으며, 해방 이후 지난 60년

한국의 위상과 국격을 높여줄 것이다.

동안 갈등과 혼란의 민족사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변방에서 중심무대로 진입하였다. 한국은 세계에

라. 한-미 경제동맹에서 가치동맹을 향하여
: 현황과 과제
■ 안충영(중앙대)

를 비교적 상호대등한 위치에 설정할 수 있다. 가

마. 가치동맹에 의한 21세기 한-미 관계의 새
로운 비전

치동맹은 또한 냉전해체 이후 탈이념시대의 보편
적인 가치를 찾아야 한다는 문명사적 요구에 부응
할 수 있는데 더해 21세기에 나날이 늘어나는‘소

■ 전상인(서울대)₩유재의(고려대)

프트파워’
의 중요성에도 적절히 부응할 수 있다는

서도 IT시대에 앞서가는 기초기반을 다졌고 다종

본 연구는 한-미 간 전통적인 동맹관계가 시대적 수명을

교 화합사회의 강점을 지니고 있다. 인구와 국토

다하게 된 현 시점에서 21세기 한-미 관계의 새로운 비

한-미 관계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동맹으로 자

면에 있어서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일본에

전으로‘포괄적 가치동맹’
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방향을

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강화전략이 요구된

비교하여 훨씬 작지만 평화애호국가로서 문화적

제시하고 있다.

다. 먼저 동맹 당사국인 양국 간의 신뢰구축이 가

본 연구는 기존의 한-미 관계가 초기 안보동맹에서 경제

가치와 인권신장을 적극 추진하며, 압축성장의 발

동맹으로 변화한 데서 더 나아가 범지구적 문제를 해결

전 경험을 저개발국과 공유할 수 있는 중급 연성강

하는 데 있어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가치동맹으로까지 발

국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점에서 한-미 관계의 새로운 비전이 되어야 한다.

장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반
한-미 관계는 이제 더 이상 예전 냉전시대의 모

미감정 및 반한정서를 해결하고, 양국 국민들 사이

습이 아니다. 김대중-노무현이 집권했던 지난 10

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함으로써 양국 간 공감

한-미 FTA를 기반으로 하는 한-미 경제동맹관

년 동안 한-미 관계에 있어서‘혈맹의 유대’
라는

대를 바탕으로 한 신뢰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

계는 한국으로 하여금 대중국 과다 의존에서 발생

전통적 표현은 이제 무색해졌으며 진보적 정권의

또한 대외적으로는 한-미 가치동맹에 대한 우호적

할 수 있는 잠재적 차이나 리스크를 줄이고, 한국

자주 외교노선 강화, 한-미 관계에 대한 민족공조

인 인식을 갖는 국가를 양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

지난 100여 년 동안 한-미 양국의 쌍무적 관계

경제의 선진화에 돌파구를 열며, 한-중-일 FTA

의 우위 및 그에 따른 유화적 대북정책, 그리고 그

한-미 가치동맹이 평화체제의 구축을 목표로 하지

는 안보, 경제, 외교적 측면에 일방적 의존의 비대

등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데 한국이 강력

것과 밀접히 연관된 중국 중시 대외전략은 한-미

만, 그 과정에서 군사적으로든 비군사적으로든 힘

칭관계에서 한국의 국력 신장과 더불어 점차 상호

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정치₩경제학적 의미

관계를 전반적으로 약화시켰다.

의 투사가 발생하는 만큼 한-미 동맹이 공격적이

의존의 대칭관계로 발전되어 왔다. 초기에는 안보

를 지니고 있다. 국제관계에서 신자유주의 관점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한-미 관계는 한-중 관계

거나 제국주의적 기제가 아닌, 어디까지나 세계문

동맹의 파트너였으나, 두 나라 사이에 자유무역협

로 보더라도 한국은 원교근균형(遠交近均衡)의 통

에 의해 뒤로 밀려나고 있다. 2007년 한-미 간에

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호 기제라는 사실을 인식시

정(FTA)이 타결되어 국회비준을 기다릴 만큼 점차

상정책 기조를 유지할 때 동북아 통합운동에서 적

FTA가 체결되기는 했지만 양국 의회의 비준을 언

킬 필요가 있다.

상호의존의 경제동맹관계로 접어들고 있다. 한-미

극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 받을지 모르는 상황인 데다 한국 내에서 반미감

한-미 간 포괄적 가치동맹은 쌍방적인 것이어

양국에서 신정부가 들어서면 이념과 문화적 가치

동아시아 경제통합운동에서 한국은 APEC에서처

정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이 한

야 하고 대등한 것이어야 하며, 또한 세계적이어

까지도 공유하는 가치동맹으로까지 발전될 수 있

럼 미국이 포한된 동아시아의 개방적 지역주의를

국을 보는 시각도 덩달아 싸늘해졌다. 미국이 아태

야 한다. 이때 요구되는 것은 이 시대가 새롭게 요

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유도하여야 한다.

지역에서 일본과 호주와 3각 동맹관계 형성에 중

구하는 문명적 가치를 재구성하고 이를 한-미 양

점을 두는 동안,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계속 추락

국이 서로 합의하고 동의하는 것이다. 또한 가치

전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설명과 이에 따른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지리적으로 근접한 한국보다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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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은 군사 및 경제부문 위주가 아닌 더욱더 문

의미를 가진다.

화적이고 일상적인 차원, 그리고 시민적인 차원에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 중 명실상부하게 근대화

서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부드럽고 두터운

에 성공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한국은

(soft and thick)’가치동맹으로부터 세 번째 세

한-미 동맹의 그늘 아래서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기로 접어든 한-미 관계는 더욱 생산적으로 발전

짧은 기간 동안에 놀란 만한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할 것이다.

이룩하였다. 또한 미국에 있어서도 한국은 중요한
가치동맹의 대상이다. 한국도 한 차원 높은 한-미

변화하는 경영환경과 이에 대한 대응

동맹을 중심으로 동북아 국제체제 재편과정에서

3. 평가

주도권과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 21세기의 유동적
인 동북아 질서에서 한-미-일 협력을 통해 중국을

한-미 동맹은 21세기를 맞아 근본적인 변화의

견제하거나 유인하고, 마찬가지로 한-미-중 협력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한-미 동맹은 1953년에 출

을 통해 일본을 견제하는 것이 한국의 국익이다.

범할 당시와는 전혀 다른 안보환경에 처해있으며,

어느 경우에도 한-미 관계가 주축이 되어야 가능

이제 새로운 단계로의 도약을 준비해야 할 시점에

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한-미 군사안보

놓여 있다. 현 시점에서 21세기의 한-미 관계를 새

협력을 사회경제 차원의 협력으로 보강하여 시너

로운 지평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전

지효과를 내는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략을 모색하는 것은 한국의 국가경영에 중차대한

바로 본 연구의 핵심부분이 될 것이다.

- 외환시장의 불안요인 점검과 대응방안
-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영향과 기업의 대응방안
- 외국인 직접투자 환경과 제도개선 과제
- 세계 신흥시장의 M&A 실태와 한국의 활용방안
- 한국 기업의 생존 보고서
-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국제 동향과 시사점
- 주요국의 표준비용모델 운용 경험과 정책적 시사점
: 기업의 행정부담 감축방안을 중심으로
- 이노베이션 한국을 위한 국가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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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의 불안요인 점검과 대응방안

번 통화폭락사태의 경우 외환위기로 비화될 가능성

환율 수준은 더 오를 수 있으며 반대로 신용경색이

은 희박하다고 판단되지만 미국의 금융위기가 해소

점차 완화될 경우 적정환율 수준도 점진적으로 하

되는 데는 향후 1~2년이 소요될 것이며 그때까지

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외환시장의 불안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변동성이 높아진 외환

현재의 과도한 원화약세는 미국발 금융불안의

시장을 안정시키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

충격에 따라 국내 외환시장에 경제의 펀더멘털 외

환시장의 과민반응과 불안심리에 의한 쏠림현상을

에 심리적 요인과 환투기 등에 의한 노이즈(Noise)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신뢰회복과 국민의

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의 펀더멘털과 크

협조가 중요하다. 둘째,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을

본 연구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환율이 급변동하고 있는 외환시장의 불안요인으로

게 벗어나 외환시장의 노이즈 발생으로 지나치게

위한 10₩19 대책에 이어 증시주변자금 안정대책,

외국인 자금의 국내시장 이탈,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동반 적자, 외환보유액 감

절하된 원화 환율은 글로벌 신용경색이 진정되어

추가 기준금리 인하 및 과감한 재정지출 확대를 통

소에 대한 우려 등을 분석하고 향후 전개방향을 전망하며, 현 상황에서 적정환율

외화차입 여건이 개선될 경우 빠른 속도로 정상 수

한 경기부양책 제시 등 실물경제 대책도 잇달아 나

추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적정 환율을 추정한 후 미국과의 통화스왑 체결, 중

준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

와야 할 것이다. 이번에 취약점이 드러난 은행의

안순권

국₩일본과의 통화스왑 확대 등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2008년 9월 현재 주요 20개국 무역가중치와 물

과도한 은행채 발행에 의한 자금조달 대책 마련 등

가 등을 고려한 실질실효환율로 산정한 균형환율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강화와 함께 가계부채, 중

은 달러당 약 1,040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교역

소기업 부실화, 부동산가격 급락 등에 대한 대책에

상대국의 물가변동에 따른 실질구매력을 반영하는

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셋째, 일본과의 통화스왑

실질실효환율의 산정에는 주로 제조업 품목이 반

규모를 확대시켜 일본의 엔화강세 저지와 한국의

영되고 서비스 상품은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 우리

원화약세 저지에 공조하는 상생경제 외교를 펼쳐

나라와 같이 서비스수지 적자규모가 큰 국가의 경

야 한다.

우 실질실효환율이 과대평가될 수 있다.

96

미국발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원/달러 환율이 급

미국발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원화는 미 달러화에

실질실효환율로 계산된 균형환율에 서비스수지

등하며 변동성이 확대됨으로써 외환시장의 불안심

대해 올 들어 약 50% 하락함으로써 통화폭락 사태

적자, 최근의 원자재 및 유가의 안정세 및 임금수

리가 고조되고 있다. 원화가치는 미 달러화에 대해

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

준 등을 감안하여 경상수지 균형이 가능한 환율은

올 들어 10월 24일 현재 약 50% 폭락하였다.

째, 미국발 금융위기가 국내 은행의 외화자금 조달

1,150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3. 평가
본 연구는 2008년 10월 30일 한-미 통화스왑

Frankel and Rose(1996)의 기준에 따르면 한

을 어렵게 하고 외국인 자금의 국내시장 이탈을 가

그러나 또 하나 고려해야 할 것은 실질실효환율

협정이 체결되기 직전인 10월 27일 열린 대외정책

국은 주요국 중 브라질(31.2%), 호주(30.5%), 뉴질

속화함으로써 달러화 유동성이 부족해졌다. 둘째,

은 상품의 교역 및 물가 수준 등 실물여건 뿐 아니

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으로 외환시장의 불안이

랜드(28.7%), 인도(26.8%), 노르웨이(26.4%), 캐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동반 적자 기록에다 최근

라 외부충격의 전달경로로서 통화 및 금융여건을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원인 및 대응방안을 제

나다(25.6%) 등과 함께 통화폭락(currency

수년간 대규모 환헤지의 후유증, 단기외채의 만기

반영하기는 하지만 이는 국제금융시장의 자금이동

시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했다고 볼 수 있다.

crash) 사태를 경험한 국가로 볼 수 있다.

연장상의 어려움 및 환투기세력의 득세 등도 환율

이 정상적인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선행연구들이 실질구매력을 반영하는 실질실효

본 연구는 최근 통화폭락 사태를 겪고 있는 외환

불안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일관성

금리, 물가수준, 기타 투자수익률 등에 따른 국

환율의 산정에서 서비스 상품이 제외되는 문제점

시장 현황과 불안요인을 분석하고 향후 전개방향

이 부족한 외환시장 개입은 시장의 불신과 외환보

가 간 원활한 자금이동이 사실상 막힌 글로벌 신용

을 간과함으로써 우리나라와 같이 서비스수지 적

을 전망한 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

유액 감소에 대한 우려를 초래해 환율변동성을 확

경색 상황을 감안할 때 현 상황에서 과도한 심리적

자규모가 큰 국가의 경우 실질실효환율이 과대평

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 현 상황에서 적정환율 추

대시켰다. 넷째, 가계부채, 중소기업 대출성 및 프

불안에 의한 쏠림현상이 제거된 적정환율 수준은

가해 온 점을 해결한 것은 적정환율 산정에서 새로

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적정환율을 추정해 보고

로젝트 파이낸싱(PF) 등 부동산 관련 대출 부실화

달러당 1,250원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자 한다.

등도 외환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글로벌 신용경색이 지속되거나 심화될 경우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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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체결, 중국 및 일본과의 통화스왑 규모 확대

정환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

를 제안한 것은 현실화되었거나 추진 중이라는 점

한 점도 적지 않은 기여라고 할 것이다.

에서 설득력 있는 정책대안 제시로 평가할 만하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미국과의 통화스왑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영향과 기업의 대응방안
│주│제│별│연구과제│

기관의 해외차입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는 적

다.

강선민 외

우리나라는 회계투명성 제고 및 회계기준 선진화의 일환으로 회계기준 통일화라
는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기 위하여 2007년 3월 15일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
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 적용이 국내 기업의 재무제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는 매우 불확실하다. 따라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새로운 회계기
준, 즉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으로 기업의 총자산, 부채, 자본, 순이익 등이 어떻게
얼마나 변동될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IFRS를 실제
적용하여 재무제표 수치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은 재무제표 작성 및

비교하는 방안이 고려할 수 있다.

보고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업무프로세스, 정

그러나 국제회계기준(IFRS)에는 회계처리에 있

보시스템, 기업조직 등 경영활동 전반에 걸쳐 중요

어 경영자와 기업의 선택을 요구하는 많은 항목들

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단순히 재무

이 많기 때문에, 여러 대체안 중 기업들의 선호도

제표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관련법의 개정 등

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연구자가 자의적으

그 파장은 그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로 선택한 대안을 적용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

이에 따라 IFRS 도입에 따른 관련법 개정과 기
업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국
제회계기준 도입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구
체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향을 파악하는 것은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IFRS를 이미 도입한 다른 나
라 기업들의 자료를 포괄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그러나 국제회계기준 도입은 확정되었으나, 연

IFRS 도입이 국내 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구예산확보 및 국내기업 자료수집의 어려움 등으

과 그로 인해 회계정보의 투명성이 제고될 가능성

로 인해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개별기업 나아가 국

을 유추해보고자 한다.

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증조
사 연구가 부재한 상태이다.

98

2008년 시장경제연구백서

Ⅰ. 2008년 연구사업

99

2. 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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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당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주요 재무제표 항목

은 전반적으로 증가하긴 하였으나 그 정도는

들의 일부 또는 전부가 ±25% 이상 변동한 기업들

0~1% 수준으로 미미하였다.

3. 평가

본 연구는 200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

이 다수 있었으며, 반면에 별로 변동하지 않은 기

또한 IFRS 적용으로 영국과 호주 기업들의 이

국제회계기준 도입은 재무제표의 작성 및 보고

연도부터 IFRS를 도입한 영국과 호주의 상장기업

업들도 적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소기업보다는 대

익조정의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아졌는

뿐만 아니라 업무프로세스, 정보시스템, 기업조직

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IFRS 도입에 따른 재무

기업의 경우 변동한 빈도가 높았으며 변동한 정도

지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량적 발생액

등 기업의 경영활동 전 분야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제표에의 영향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동일

도 컸다.

(discretionary accruals)으로 측정한 이익조정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의 도입과 정착에는 막대

한 회계연도에 대해 각국의 기존 회계기준을 적용

우선 영국과 호주기업의 자산항목 변동을 살펴

대한 분석결과는 영국은 기존 회계기준(UK-

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우리나라의

한 재무제표와 IFRS를 새로이 적용한 재무제표가

보면 IFRS하에서 보다 엄격한 손상평가, 감가상

GAAP)을 적용한 경우보다 IFRS를 적용한 경우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한 국제회계기준이

동시에 필요하다.

각에 대한 주기적 재검토와 이에 따른 회계추정의

재량적 발생액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다면 이와 관련한 비용은 고

IFRS가 도입된 영국과 호주의 최초 연도(2005

변경 등으로 유형자산은 감소하였다. 반면 무형자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호주는 기존 회계기준

스란히 우리나라 기업들과 국가의 손해로 이어질

년) 재무제표에는 비교목적으로 공시되는 전년도

산은 그 인식기준이 완화와 영업권상각 폐지 등으

(A(Australian)-GAAP)과 IFRS 간에 재량적 발

수밖에 없다.

(2004년)의 재무제표가 IFRS로 재작성된다. 그런

로 대폭 증가하였다. 영국의 경우 자산총계의 증가

생액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확대

본 보고서는 국제회계기준을 이미 도입한 외국

데 2004년도에는 기존 영국과 호주기준에 따라 재

율은 전반적으로 1~5%(호주의 경우 0~1%) 정도

하여 기업의 규모를 대₩중₩소를 구분한 후 분석한

의 경우를 실증분석함으로써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무제표가 이미 작성되어 있다. 따라서 2004년도는

였다.

결과에서는 영국의 대기업에서만 IFRS 전환으로

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재무제표, 더 나아가 회계투

기존 영국과 호주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와

부채항목 변동에 대해 살펴보면 IFRS하에서는

재량적 발생액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명성에 미치는 영향을 유추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IFRS를 적용하여 재작성된 재무제표가 동시에 이

부채 인식기준의 중요한 척도인 자원유출가능성이

났다. 따라서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기업의 이익조

추진되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우리 기업

용가능한 유일한 연도이다. 즉 2004년도에 두 가

보다 폭넓게 해석됨으로써 일반적으로 부채의 증

정 크기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별, 기업규모별, 그

과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국제회계기준 적용의 효

지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비교함으로써

가가 예상된다. 호주의 경우는 이러한 예상과 일치

리고 업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과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이를 통해 그들이 국

IFRS 도입이 영국과 호주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친

하게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가 모두 증가하였으나

는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고품질의 회계기준 채

제회계기준 도입에 적절히 대비하는 데 중요한 자

영향을 직접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다지 크지는 않았다. 즉 부채총계의 전반적인 증

택이 각 국가의 회계투명성 정도에 미치는 영향이

료가 될 것이다. 나아가 감독당국이 국제회계기준

다만 영국과 호주 기업들의 경험을 활용하기 위

가율은 미미하게 0~1% 정도에 불과하였다. 영국

다르다는 Ball et al.(2003)의 연구결과를 뒷받침

과 관련한 기업정책을 마련하는 데 구체적인 가이

해서 그 두 국가들에서의 IFRS 도입으로 인한 회

의 경우 특이하게 충당부채(퇴직급여부채 등)가 상

한다.

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계기준의 변경 내용과 정도가 우리나라와 얼마나

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영국의 기존

유사한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검토한 결과 IFRS

회계기준이 퇴직급여부채의 산정에 있어 IFRS보

도입으로 인한 영국과 호주의 회계기준 변경내용

다 오히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였기 때문으로 판

은 크게 보면 우리나라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

단된다. 그렇지만 영국의 경우 부채총계의 전반적

다. 따라서 IFRS 도입으로 인한 영국과 호주기업

인 증가율은 호주의 경우보다 훨씬 크게 5% 정도

들의 경험이 큰 골격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대체

로 나타났다.

로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IFRS는 기존의 각

자본항목은 영국과 호주에서 IFRS의 도입은 자

국 회계기준에 비해 다양한 회계처리 방법을 허용

본을 증가시키는 유인과 감소시키는 유인을 모두

하는 경향이 있어 국가별로 회계환경과 사회문화

갖고 있어 그 효과를 종합할 때 자본총계는 전반적

적 차이로 인해 기업이 선택하는 회계처리방법이

으로 그다지 변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익

체계적으로 다를 가능성은 존재한다.

의 변동에 대해 살펴보면 IFRS 도입으로 영국기업

연구결과 IFRS 도입으로 인한 영국과 호주기업

의 당기순이익은 전반적으로 0~5% 정도 증가하

들의 자산, 부채, 자본 및 이익의 변이(variance)

였으며, 호주의 경우 IFRS 도입으로 당기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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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접투자 환경과 제도개선 과제

첫째로 중력모형에서 설명변수로 사용되는

자비용 등 여러 종류의 거래비용이 절감되는 효과

GDP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 거리변수는 통계적

가 있으며, 따라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한다고

으로 유의한 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할 수 있다.

둘째로 법인세의 증가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감
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법인세의 증가는
FDI 스톡을 감소시키는 것을 추정되고 있다.

이병기

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법인세제의 인하이다. 세계 주요국은 지금

셋째로 FTA는 FDI의 증가를 가져오는 요인으

조세경쟁, 특히 법인세 인하경쟁이 치열하다. 우리

로 분석되었으며, FTA가 FDI에 매우 중요한 영향

나라는 2007년 현재 법인세율이 약 27.5%에 이르

법인세의 증가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FTA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TA를 체결한 국가

고 있다. 아일랜드는 국내외 모든 기업(제조업, 금융

체결은 FDI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질서의 향상은 FDI에 긍정적

간 FDI가 그렇지 않은 국가의 FDI에 비해 평균적

서비스업 등)에 대해 유럽 최저인 12.5%의 법인소

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투자유치국의 높은 임금 상승률은

으로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FTA가 FDI에

득세를 일률적용하고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의 획

FDI를 감소시키는 요인이었다. 이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할 때 법인세의 인하,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기적인 증대를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

FTA의 확대, 노사관계 및 임금 안정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타나, FTA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촉진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둘째, 개방 및 FTA 확대이다. 아일랜드가 EU
회원국이 된 것은 거대한 EU시장에 대한 아일랜

넷째로 투자유치국의 높은 임금 상승률은 FDI를

드 산업의 접근을 가능하게 해준 효과를 가져왔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은 투

다. 우리나라는 지금 한-칠레, 한-싱가포르 등

자유치국의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 상승이 FDI

FTA 시작단계에 있지만, 최근 현안으로 떠오르고

유치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있는 한-미 FTA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

한편 외국인 직접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아

다섯째로 경제개방 및 제도변수는 거의 모두 이

대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일랜드의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외국인

론적으로 기대한 부호를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통

FTA 확대는 FDI 증가를 가져오는 주요 요인으로

본 연구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어떤 제도적인 조

직접투자정책의 문제점과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

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무역

FDI 확대를 위해서는 FTA의 적극적 추진이 바람

건하에서 증가하는지를 국별 자료를 이용하여 실

고 있다. 만성적 가난, 높은 실업률, 극심한 노사분

개방의 확대가 FDI를 촉진시킨다는 가설을 뒷받

직하다.

증분석하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어떤 환경

규로 유럽의 열등국으로 불리던 아일랜드가 1980

침하는 결과로 보인다.

에서 투자를 증대시키는가를 국제데이터를 이용하

년대 후반 고속성장을 통해 켈틱 타이거(Celtic

여섯째로 법질서의 향상은 FDI에 긍정적인 영향

랜드는 1987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사

여 실증분석하였다. 외국인 직접투자를 결정하는

tiger)로 도약하게 된 배경을 검토하였다. 외국인 직

을 주는 요인으로 분석되어 법질서의 향상을 통해

회연대협약을 체결하여 임금인상의 완화를 추진하

환경적인 요인 중 제도적인 요인들을 중심으로 분

접투자의 제도적인 변동요인 분석결과와 아일랜드

FDI 유인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였다. 이 같은 조치는 임금안정뿐만 아니라 노사관

석함으로써 더욱더 현실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

의 외국인 투자정책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외

일곱째로 관료체제의 질의 향상은 업무효율성의

계의 안정을 가져왔고,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증가

하였다.

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에 주는 정책

향상을 가져와 FDI의 증가시키는 요인이라 할 수

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적인 시사점이 무엇인가를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있으며, FDI를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의 질이 FDI

높은 임금증가율은 외국인투자를 억제하는 요인으

를 유인하는 요소임을 보여주고 있다.

로 작용한다는 실증분석 결과는 노동생산성보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본 연구에서는 OECD의 양방향 FDI 자료를 이
용하여 그 변동요인을 분석하며, 이 분석과정에서
제도변수를 구체화하여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에서
얻어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직접투자 증

2. 연구내용

대를 위해 변화되어야 할 국내의 제도요인은 무엇
인가를 검토하여 FDI-friendly policy를 제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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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FDI의 변동
요인을 우선 실증분석하였다.

셋째, 노사관계 및 임금안정의 필요성이다. 아일

여덟째로 복합안정지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위험

높은 임금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 상

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복합안정지

황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주한

수의 증가는 FDI를 촉진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일본상공회의소(Japan club)는 노사관계의 안정

투자국과 투자유치국 양국이 공통의 언어를 사용

이 외국인투자 유치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하는 국가인 경우 직접투자에 따르는 정보수집, 투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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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

서울은 상하이나 도쿄보다 우위에 있지만 홍콩이

하다. 현행의 법령, 제도, 관행 등 사회적 인프라를

나 싱가포르에 비해서 낮은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일치성, 투명성, 예측성

언어는 네트워크 외부성이 있어서 무역을 촉진시

등을 고려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세계 신흥시장의 M&A 실태와 한국의 활용방안
│주│제│별│연구과제│

넷째, 실용언어의 경제학이다. 영어구사력에서

키는 효과가 매우 크지만, 아직 한국 사회에서 영
어 몰입교육이나 공용화론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아일랜드는 영어사용국의

3. 평가

박승록

이점을 이용하여 적극적인 FDI 유치정책을 전개
이 연구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변동요인을 분석

BRICKs, TVT, VISTA, IBSA, NEXT-11 등으로 정의되는 세계 주요 신흥시

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

장의 M&A 실태를 OUT-IN, IN-IN으로 나누어 연도별 산업별 추이, 진출국 현

다섯째, 법치 및 정치₩경제 위험요인 축소이다. 법

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FTA 체결, 법

황, M&A의 형태, 자금조달 및 자금지급 방법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

질서의 확립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위해 매우

인세 인하의 효과 등을 주요한 변동요인으로 분석

를 다시 G7국과도 비교하여 이를 활용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외국인들은 다양한 형태

함으로써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의 법질서 훼손행위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다.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였고, 상당한 외국인투자 유치의 성공을 거둔 국
가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여섯째, FDI 관련 제도의 선진화이다. 제도의

특히 이 연구에서는 가난한 국가에서 외국인투

질을 높이려는 노력, 투자국의 제도수준으로 경제

자 유치의 성공으로 선진국의 대열에 오른 아일랜

사회 전반의 제도들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투자유

드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과 그 성과를 분

치국이 보다 많은 FDI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이다.

석해 봄으로써 지지부진한 우리나라 외국인투자

FDI 유치의 촉진을 위해 FDI에 관한 법규가 적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여가 있

불가능한 사항만 적시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허용

다고 할 수 있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돌입하는 움직임이 있고, 이는 실물부문의 경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기업의 새로

하지만 이런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재

운 성장전략으로서 M&A 실태를 분석하고 자원

무구조와 자금사정이 양호한 기업들은 미래를 위

확보, 기업 성장, 시장지배력 확보 등 다양한 차원

한 공격적 투자, 세계 도처에서 매물로 나서는 알

에서의 M&A 활용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짜기업들의 M&A에 나서고 있다.

특히 중국, 일본, 인도 등은 이런 세계적인 M&A

글로벌 경제위기를 오히려 경쟁기업을 따돌리

트렌드를 잘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도 큰

고, 업계의 주도적 위치로 도약할 수 있는 호기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삼고자 하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움직임이다. 세계
적으로 금융부문, 실물부문 가릴 것 없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는 당연히 많은 기업들이

2. 연구내용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구조조정과정에서 매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는 세계적인 M&A시장에서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되고, 금융부문에서 다시 실물부문으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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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공급물량이 출하되어 M&A시장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되면서 전 세계가 심각한 불황에 직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경제하에서 세계적으로 새

많은 기업들은 기업실적이 악화되면서 감량경영에

로운 기업성장의 모델이 되고 있는 기업 M&A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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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흥시장에서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과거 10여 년간 세계 도처에서 일어난 국내 기업

네시아₩멕시코₩나이지리아₩필리핀₩이집트₩파키스
탄₩이란₩방글라데시의 11개 나라를 말한다.

M&A(OUT-IN) 사례 등 약 41만 건을 대상으로

아울러 신흥시장권과 이를 구성하는 주요국

신흥시장에서의 특징을 연도별, 국가별, 지역별,

M&A시장에서의 특징으로부터 기업 진출 및 정책

산업별로 살펴볼 뿐만 아니라 M&A의 형태, 자금

에 대한 시사점을 발굴하고 한국 기업의 신흥시장

조달방법, 대금 지급방법, 전 세계 M&A시장에서

진출에 필요한 정책적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실태를 살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

한국 기업의 생존 보고서
│주│제│별│연구과제│

간 M&A(IN-IN), 해외 기업의 국내 기업

5개 나라를, NEXT-11은 한국₩터키₩베트남₩인도

전용욱(중앙대)

그리고 부록에서는 신흥시장을 구성하는 주요
국가의 M&A시장에서의 보다 자세한 특징을 상술

세계적인 대기업들도 초우량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많은 위기를 겪었다. 그러나

하였다.

이들 기업은 온갖 난관을 겪으면서 발 빠른 변신과 함께 환경 대응력을 높여 오

리아, 캐나다의 7개 선진국으로 구성된 G7과 신흥

늘날까지 장수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초우량 장수기업들의 생존을 결정하는

시장(BRICKs, IBSA, TVT, VISTA, NEXT-11)을

요인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어떻게 장수기업의

정의하고 이들 신흥경제권에서의 M&A시장 형태

생존 DNA를 구성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3. 평가

한국 기업들이 급변하는 미래 환경 속에서 지속적 성장을 구가할 수 있는 길을

와 주요국의 특징을 상호 비교분석하였다.
여기서 BRICKs는 소위 BRICs에 속한 브라질

주요 선진국 및 신흥경제권, 신흥경제권을 구성

₩러시아₩인도₩중국에 한국을 포함한 5개 나라를,

하는 주요국에서의 M&A시장에 대한 풍부한 자료

IBSA는 인도₩브라질₩남아공화국의 3개 나라를,

정리 및 기업의 활용방안 정책적 시사점과 정책과

TVT는 터키₩베트남₩태국의 3개 나라를, VISTA는

제에 대한 연구내용은 업계, 학계, 정책부서에 많

베트남₩인도네시아₩남아공화국₩터키₩아르헨티나

은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된다.

탐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연구배경과 목적

온갖 난관을 겪으면서 발 빠른 변신과 함께 환경
대응력을 높여 오늘날까지 장수하고 있다.

이 연구는 초일류 장수기업들의 장수 비결을 설

따라서 우리는 초우량 장수기업들의 생존을 결

명해 주는 통합적인 프레임워크를 도출하는 것이

정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

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고 하듯 기업환경에 있

이 상호작용을 통해 어떻게 장수기업의 생존 DNA

어서도 조직 안팎의 변화에 따라 기업들은 하루아

를 구성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질문을 던져볼 수

침에 사라질 운명에 처할 수도 있다.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설립된 지 30년이 지나면

이를 바탕으로 한국 기업들이 급변하는 미래 환

80%가 사라진다는 통계를 감안하면 한 기업이 50

경 속에서 지속적 성장을 구가할 수 있는 길을 탐

년, 100년 동안 존속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 그러나 글로벌 초일류 장수기업들은 경쟁사들

이를 위해 대표적인 산업으로 자동차, 화학, 철

과 구별되는 그들만의 DNA를 갖고 있다. 한국 기

강산업 내에 한국, 미국, 유럽, 일본의 장수기업들

업들이 세계적 장수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에 대한 사례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초일류

이들이 보유한 우성 유전자를 복제하듯 수용할 필

장수기업들의 경쟁력과 생존을 설명할 수 있는 통

요가 있다.

합적인 프레임워크를 도출하고, 이 모델이 한국 기

세계적인 대기업들도 초우량기업으로 성장하기
까지 많은 위기를 겪었다. 그러나 이들 기업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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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들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리하
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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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내용

DNA가 장수기업 내에 축적된다고 볼 수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초일류 장수기업은 명
확한 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차별적인 자원 및

Framework)을 도출하고, 기업 생존을 위한 주요

핵심역량을 보유하고, 이를 통해 외부의 환경 변화

결정요소를 규명하고, 한국 대기업의 지속적 성장

에 맞서 위기대응 및 기회활용 능력을 배가하며,

을 위한 시사점들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

환경 대응과정에서 다시 자신의 비전을 명확히 하

를 진행하였으며, 기업의 장수가 의미하는 바가 무

고 차별적인 핵심역량을 축적해 왔다.

│주│제│별│연구과제│

이 보고서는 기업 생존의 개념적 틀(Conceptual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국제 동향과 시사점

채수찬(New Globe SC Corp.)

엇인지에 대해 밝히고, 세계 장수기업들의 사례연

보고서는 초일류 장수기업들에 대한 연구결과가

구를 통해 초일류 장수기업 내에 생존 DNA가 축

한국기업들에게 주는 시사점으로 위기를 기회로

본 연구는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기구의 논의 동향과 CSR 국제

적되는 메커니즘을 살펴보았으며, 해외 장수기업

전환하는 퀀텀 점프,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는 관성

표준(ISO 26000) 제정작업에 대해 소개하고, EU 및 유럽 각국, 미국, 일본 등

과 비교하여 열악해지는 생존환경을 극복하기 위

의 극복, 효과적인 비즈니스 생태계의 구축 등을

주요 선진국의 정부₩기업의 CSR 추진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또한 한국 정부와

해 한국 대기업이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사점

도출하였다. 또한 기업의 체질로 내화된 생존

기업의 CSR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CSR에 관한 국제적인 사례와의 비

및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을 연구하였다.

DNA는 시대를 거쳐 유전되며, 시간과 공간을 초

교를 통해 시사점 및 과제를 도출하고 있다.

기업의 생존패턴은 각 기업이 처해 있는 산업의

월하여 모든 환경에 적합한 우성 유전자가 없듯 기

환경 및 시간적, 공간적 차이로 인해 모두 다르게

업의 장수 유전자 역시 열성으로 변할 수 있다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것을 보여주고 있다.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각 산업별, 지역별 대표적 장
수기업의 사례를 정리하고 정리된 특징을 바탕으
로 기업 생존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자 한

3. 평가

1. 연구배경과 목적

국제기구의 논의 동향과 주요 선진국의 정부 및 기

다. 보고서는 대표적인 산업으로 자동차, 화학,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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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CSR 국제표준(ISO 26000) 제정 경과와 전망,

강산업 내에 한국, 미국, 유럽, 일본의 장수기업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생존모델은 다소 정적인 모

기업의 사회적 책임(Coporate Social Respon-

업의 대응, 그리고 국내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살

에 대한 사례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초일류

델(Static Model)이라는 한계를 지닐 수 있다. 그

sibility; CSR)에 관한 최근의 논의는 국제표준화

펴보고, 국내 기업들이 CSR을 추진하는 데 있어

장수기업들의 경쟁력과 생존을 설명할 수 있는 통

러나 이 경우도 앞의 네 가지 요소들 간의 상호작

기구(ISO)의 SR(Social Responsibility) 국제표준

서 착안해야 할 점과 준비해야 할 과제에 대해 제

합적인 프레임워크를 도출하고, 이 모델이 한국 기

용이 서로 어떠한 적합성(시너지)을 만들어내느냐

(ISO 26000) 제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안하고자 한다.

업들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리하

에 따라 기업은 생존을 영유할 수도 소멸을 고할

ISO는 2010년 중반까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표

고자 하였다.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본 연구

준을 만들기 위해 2005년부터 SR WG(working

자동차산업의 포드₩폭스바겐₩도요타와 화학산업

에서 제시된 생존모델을 바탕으로 시사점에서 제

group) 회의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2008년 말까

의 듀폰₩바스프₩미쯔비시화학, 철강산업의 US스틸

시된 퀀텀 점프, 관성의 극복, 비즈니스 생태계

지 위원회 안을 도출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티센크룹₩신일본제철이 분석대상 기업으로 선정되

(Business Ecosystem)의 구축을 통해 보다 역동

국제기구와 선진 각국의 정부₩기업들이 그동안

본 연구는 첫째, CSR 관련 국제 동향을 분석하

었으며, 이들 기업들의 생존 패턴을 그 산업의 한국

적인 생존모델(Dynamic Model)을 구성해 나갈

CSR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온 데 비해, 우리는

고 있다. 먼저 ISO(국제표준화기구)가 사회적 책

대표 장수기업인 현대자동차, LG화학, 포스코와 비

수 있을 것이다.

CSR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준비하는 데 소

임에 관한 국제표준인 ISO 26000 제정에 나선 배

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과 경과를 분석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ISO의

2. 연구내용

교분석하였다. 사례분석의 주요 관찰 포인트는 외

본 연구에서는 장수기업의 일반적인 생존모델을

부와 내부의 환경변수에 따라 환경의 위협, 환경의

제시하였지만, 이를 역동적인 모델로 구축해가는

본 연구보고서는 CSR에 대한 최근의 국제적 동

SR WG(작업반) 최근 활동까지 비교적 상세하게

기회, 자원과 역량, 비전 등을 가설적으로 선정하였

것은 한국 기업들이 이 모델의 시사점을 어떻게 받

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내 기업과 정부 및 이해

살펴보고 있다. 다음으로 UN의 글로벌 컴팩트와

다. 이 두 가지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특정한 생존

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관계자의 인식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ISO

PRI, OECD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기업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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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능동적 대응, CSR에 대한 전략적 접근, 시대 변

에 대해, 그리고 GRI의 G3 가이드라인 등 국제기

화와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CSR, 국가 차

구의 동향과 논의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원의 대응과 취약부문(중소기업 등) 지원 등 CSR

둘째, 주요 선진국 정부와 기업의 대응에 대해

추진에서의 시사점 및 과제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주요국의 표준비용모델 운용 경험과 정책적 시사점
: 기업의 행정부담 감축방안을 중심으로

3. 평가

이병기

│주│제│별│연구과제│

구조 원칙 및 최근의 OECD-ILO CSR 컨퍼런스

살펴보고 있다. EU와 영국 ,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과 기업들의 CSR 추진사례, 미국과 일본의
CSR 현황 및 주요 기업의 CSR 추진사례 등을 분
석하고 있다. 여기서는 주요 선진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요소로 CSR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

CSR에 관해서는 국제적인 논의 동향이나 기업

현행 행정부담 측정모델에 대해서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또 한국에 이 같

럽 국가와 미국의 차이점, 기업 특성에 맞는 CSR

의 추진사례를 소개하거나 특정 분야(예컨대 노동

은 모델을 적용하였을 때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및 양질의 규제개혁을 위한 행

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부문, SRI 분야 등)의 과제를 제시하는 다수의 기

정부담 감축방안은 없는지를 살펴보았다. 표준비용모델 도입 시 e-정부의 확대,

존 연구들이 있다.

양적₩질적 규제의 병행, 납세순응비용의 측정 및 중소기업 행정부담의 경감방안

셋째, 국내의 CSR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
고 있다. CSR 추진배경, 정부와 기업의 대응(기업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CSR에 대한 최근의 국제

등 민간부문의 CSR 추진현황, 주요 기업의 CSR

동향과 국내 실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

추진사례)에 대해 분석₩평가하고 있다. 여기서는

하고 대책을 세우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우리 정부의 CSR 대응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한계가 있었다.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점, 기업의 대응도 아직은

본 연구는 2008년 말까지의 최신 국제 동향을

소극적₩수동적인 점,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발간비

소개하면서 국제기구와 주요 선진국의 CSR 추진

율이나 수준이 만족스럽지 못한 점 등을 확인할 수

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한편, 한국 정부와

있다.

기업들의 실태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해

넷째, 본 연구의 결론부분으로 CSR에 대한 적극

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의 행정비용을 측정하고 이를 실행하려는 연구가
일부 진행된 바 있다. 행정부담의 정량적인 측정을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을 가지고 진행

통해 행정부담을 더 정확히 식별할 수 있고, 행정

하였다. 첫째, 유럽 여러 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담 감축을 위한 개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게

표준비용모델의 이론모델의 기초를 이해하는 것이

된다.

다. 둘째, 표준비용모델을 가지고 행정부담을 실제

현행의 행정부담 측정모델에 대해서는 다양한

측정한 사례와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실증적인 문제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또 한국에 이 같은 모델을

점을 검토하는 것이다. 즉, 유럽 여러 나라의 행정

적용하였을 때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및 양질의

부담 운용경험을 정리한다. 셋째, 이를 토대로 표

규제개혁을 위한 행정부담 감축방안은 없는지를

준비용모델 적용 시 고려할 필요가 있는 행정부담

살펴보았다.

측정상 고려사항 및 행정부담 측정 추진 시 정책적
인 고려사항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 것이다.
이미 OECD 국가 중에는 1990년대 네덜란드에

2. 연구내용

서 개발된 표준비용모델을 이용하여 회원국 간 행
정부담을 측정₩비교하고 양질의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환경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표준비용모델을 이용하여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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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을 밟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비용모

었다. 기업에 가해지고 있는 불합리하고 후진적인

성안하고 중소기업 정책당국이 소규모기업 소유자

델을 이용하여 행정부담을 추정할 때, 표준비용모

다양한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 규제의 양적 축소와

의 규제순응 문제와 집행에 대한 코멘트와 불평을

델의 원형(prototype)과 변형(variants)에 대한

규제의 품질 제고는 대체관계에 있다기보다는 보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사전 검토가 필요하며, 이 같은 논의를 반영하여

완관계에 있을 때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표준비용모델을 설계할 필

을 것이다.

표준비용모델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도 행정

마지막으로 행정부담 감축을 위한 행정체계의

부담을 측정한 일부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확보문제이다. 행정부담 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정

행정부담 측정에 대한 이론적인 정리뿐만 아니라

셋째로 규제순응비용과 납세협력비용 추정이

부 내 관련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일부의 연구는 실제 행정부담이 얼마나 되는가에

네덜란드를 비롯해 덴마크, 체코, 영국, 독일 등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체로 기업은 조

경우 현재 대통령 직속의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

대한 매우 기초적인 실증을 시도하였다. 그럼에도

은 이미 표준비용모델을 이용하여 행정부담액의

세행정 분야에서 많은 행정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개혁의 총괄기구로서 규제영향평가, 규제심사, 기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관련 이론의 엄격한 적용을

기준측정을 시작하였거나 마친 상태에 있다. 표준

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제

존규제 정비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부담 감

통해 비교적 신뢰할 만한 연구결과에 이르는 데는

비용모델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정상효율기업의

정된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하여 1998년부터 규

축정책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통합적으로 추진되

아직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정, 행정부담 측정의 포괄범위, 핵심적인 추정식

제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세금 관련 분야

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

이 연구는 이러한 행정부담을 측정하는 모델의 이

의 차이, 일회성₩일상적 비용 포함 여부, 자료요구

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영국은 KPMG를 통해

이 행정부담에 대한 실무기구로서 기능할 수 있을

론적인 배경, 측정상의 문제점 및 보완과제 등을 검토

수준, 완전규제준수 가정의 비현실성 등 다양한 문

조세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행정부담 조사를 실시

것이고 행정부담 감축에 들어가는 전문성과 업무

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

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나,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양

한 바 있고, 이를 보고서로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

의 양에 따라 기존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나라에서 행정부담 측정을 위한 모델개발에 있어서

적인 규제개혁은 물론 규제품질 제고를 통해 기업

에는 각 조세 분야별로 조세규제를 보여주고 있고

₩개편할 필요가 있다.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행정부

행정부담을 추정해 놓고 있다. 세법 등 규제의 변

담 감축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다.

화로 인해 납세자, 특히 기업에 추가적인 행정부

이 연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책적인 시사점은

담을 지우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추정 등 수량적

요가 있다.

다음과 같다.
첫째로 e-정부의 확대이다. 우리나라는 전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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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분석을 법적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를 꾸준히 추진해 왔으나 행정부담 감축의 관점

넷째로 중소기업 행정부담의 경감을 위한 행정

에서 정부를 재조직하는 노력은 부족하였다. 우리

감축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행정부담이 대기업

나라 경우 행정부담의 획기적인 감축을 위해서는

의 그것보다 훨씬 과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e-정부의 추진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중소기업 대상의 행정부담 감축이 매우 현실적인

법제는 아직 여러 측면에서 미흡하고 일부 법률이

문제인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규제 시행 시 중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이미 2006년에 정부에 의

소기업 준수지침 공표의무화를 위해 미국에서 시

해 마련된 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 등 정비를 통해

행중인 중소기업규제집행공정화법(SBREFA)을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중소기업의

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

행정부담이 과중하다는 업계의 의견에 따라 중소

둘째로 양적₩질적 규제개혁을 병행할 필요성이

기업규제집행공정화법을 발의하여 기존의 규제유

크다. 규제개혁이란 정부규제의 품질을 관리하는

연화법(Regulatory Flexibility Act)을 강화하였

과정으로서 고비용₩저효율의 불량규제를 비규제

다. 이 법은 중소기업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인 정책수단 또는 양질의 규제수단으로 전환하

연방규제 순응원칙과 가이드를 평이한 영어로 쓸

는 과정이다. 이제는 규제의 양적 개혁단계에서 규

것과 함께 연방정부가 중소기업이 규제를 침해하

제의 품질제고에 관심을 기울이는 단계로 접어들

여 발생한 벌칙을 경감시키거나 철회하는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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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연구과제│

이노베이션 한국을 위한 국가 구상

박승록 외

네트워킹과 클러스터링, 기술 확산, 혁신형 금융산업 육성,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제고, 서비스과학의 발전을 통한 서비스산업 분야에서의 실천가능한 정책
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참여정부와 현 정

임기철 STEPI 부원장은 과학기술 발전에 있어

부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본정책을 검토한 후

서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연구

아래 연구자들의 연구분야가 장래 과학기술발전을

개발 자원배분과 사업기획의 선진화, 정부-민간

위해 핵심적인 연구과제임을 지적하고 있다.

간의 파트너십(PPP) 및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국

이원영 경기개발연구원 과학기술센터 소장은 과

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가치창출형 사업추진체계

학기술발전을 위한 네트워킹과 클러스터링을 위해

구축, 성과창출 극대화를 위한 정부연구개발 사업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구조의 혁신, 과

관리제도의 개선, 과학기술 인프라 및 사용자 기반

학기술인력의 유동성 제고, 클러스터 기반의 정책

시설 구축 투자의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추진의 필요성들을 제기하였다.

마지막으로 이강윤 한국IBM연구소장은 서비스

이철원 날리지웍스 대표는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산업의 발전이 경제의 중요한 성장축이 되기 위해

기술 확산을 촉진시키기 위해 Lean R&BD 프로

서비스과학의 발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서비스

세스 확립을 위한‘혁신교류회’
의 운영, 기술사업

혁신을 위한‘T자’
형 전문가 양성, 서비스 혁신 지

화 전문‘Techno-Business Developer’양성, 개

원제도의 개선, 서비스 사이언스 연구센터 설립 등

방형 e-기술이전 허브사업 추진, 연구개발 전문기

을 주장하였다.

업(CRO)의 핵심역량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신장섭 싱가포르대 교수는 과학기술발전
을 위한 혁신촉진형 금융시스템의 구축의 필요성

3. 평가

을 제기하고 이를 위해 산업금융 시스템의 재구축,

1. 연구배경 및 목적
과학기술의 발전이 일류국가 건설의 첩경이라는
문제의식하에 네트워킹과 클러스터링, 기술 확산,

류국가 건설을 위한 첩경이라는 문제의식하에 전

정책자금 On-lending 및 Mezzanine 방식을 통

연구자들의 심도 있는 연구, 관련 전문가의 자

경련, IBM 등과 함께 국내외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한 중견기업 지원, 지방 정책금융의 재구축과

문, 주요 정책집행부서의 평가를 거쳐 실천 가능

참여한‘이노베이션 코리아(KII : Korea Innovation

RDF의 설립, 벤처캐피털형 세계적 IB 육성의 필

한 과학기술 정책과제를 제시한 데 큰 의미가 있

Initiative)’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다.

혁신형 금융산업 육성,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효율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과학기술발전

성 제고, 서비스과학의 발전을 통한 서비스산업의

의 당위성(박승록 본원 선임연구위원), 주요 정책과

발전 분야에서 정부정책을 발굴하는 데 본 연구의

제로서 과학기술정책 분야에서의 네트워킹과 클러

목적이 있다.

스터링(이원영 경기개발연구원 과학기술센터 소
장), 기술 확산(이철원 날리지웍스 대표), 혁신촉진
형 금융시스템의 구축(신장섭 싱가포르대 교수), 정

2. 연구내용

부 연구개발투자의 성과 창출(임기철 STEPI 부원
장), 서비스사이언스 확립을 통한 서비스산업의 경

국제적인 금융위기에 따른 실물경제의 위축으로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이 불투명해지고 수출이 어려

114

쟁력 강화(이강윤 한국IBM연구소장) 분야에서 연
구자들이 실천가능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워지며, 사회 전반의 양극화에 따른 분배문제가 악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승록 본 연구원

화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은 등 경제

선임연구위원은 경제성장이론적 관점, 과학기술 혁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이 일

신체계의 관점에서 한국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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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위의 사회적 비용
│주│제│별│연구과제│

시장경제의 심층 분석

조경엽 외

본 보고서는 촛불시위에 따른 경제적 손실규모가 총 1조9,228억 원에 달해

- 촛불시위의 사회적 비용

GDP의 0.2%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비용이 최대한 제
한적으로 추정된 값이라고 밝히면서, 만약 불법 촛불시위가 장기간 지속된다면

- 감세의 경제적 효과와 귀착: 법인세를 중심으로

사회적 비용이 7조 원을 상회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대외적 이미지 훼손
과 개혁과제의 지연에 따라 나타날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장기적인 성장기반을
잠식하고 선진국 진입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 촛불시위의 심각성이 있다

- 외환위기 전후 기업의 구조조정과 성과변화 분석

고 보고 있다.

- KOBACO체제 비판 및 미디어렙 경쟁도입
: 지상파방송 광고시장의 효율성 증진방안에 관한 연구
- 규제개혁 집행의 개선방안 연구
- 미등록규제 총조사 보고서
- 규제등록제도 개선방안 연구

1. 연구배경 및 목적

민의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향후 비슷한 유형의 소
모적이고 비생산적인 시위의 근절을 목적으로 하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촛불시위가 장기

고 있다.

화되고 불법시위로 변질됨에 따라 시위의 직₩간접
적인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촛불시위

- 국가번영을 위한 근본적 세제개혁 방안

가 장기화되고 불법화되면서 인근지역의 통행권과

2. 연구내용

영업권 침해 등 제3자에 대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
- 주요국의 산업별 총요소생산성 분석

으며, 나아가 국가 이미지 훼손, 주요 국정과제의
지연 등 국가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이익집단들이‘촛불’
에
편승하면서 공기업 민영화, 교육개혁, 기업환경개

본 연구는 KDI(2006) 및 경찰대학교(2008)의
방법론에 기초하여 촛불시위의 사회적 비용을 추
계하는데 목적이 있으나, 자료의 제약 상 추정범위
를 다음과 같이 한정했다.

선을 위한 규제개혁, 한-미 FTA 등 미국산 쇠고기

우선 참가자의 직접손실은 생산손실비용, 공공

문제와 무관한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고 있는 실정

지출은 경찰관서의 관리비용과 인적₩물적 피해비

이다.

용, 제3자의 손실은 차량 지₩정체로 인한 교통 관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방법론에 기초하여 촛불

련 비용, 인근 지역 사업체의 영업손실로 국한했

시위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불

다. 촛불시위가 주말 및 휴일과 저녁시간에 주로

법₩폭력 시위의 부정적인 경제적 효과에 대한 국

이루어지고, 학생 및 주부 등 비근로자가 다수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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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되어 있어 생산활동인구를 구분하기 어려운 측

정서의 확산도 통상정책의 효율성 감소효과와 더

이러한 성격의 집단시위는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면이 있어 촛불시위 참가자의 생산손실은 사회적

불어 외국인투자 및 외국인력 유입 촉진을 위한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가 우리나라의 시위문화

비용에서 제외했다. 또한 심리적 피해와 같은 비시

제도개선을 어렵게 만들어 장기적인 성장기반 확

를 개선하는 데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장적 요인을 가치화하는 과정에서 객관성과 합리

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촛불

평가된다.

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KDI(2006) 및 경

시위의 지속으로 인해 공기업의 민영화, 교육개

찰대학교(2008)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일반국민의

혁, 규제개혁, 한-미 FTA 등 시급한 개혁과제 추

심리적 부담 비용은 추계에서 제외했다.

진이 지연되는 것은 장기적인 성장기반 및 성장잠

추정 결과, 촛불시위로 인한 직접피해비용이
6,685억 원에 이르고, 사회 불안정에 따른 거시경

재력의 약화라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것
으로 예상된다.

제적 비용이 1조3,520억 원에 달하며, 공공개혁

촛불시위가 장기화 된다면 추정된 사회적 비용

지연에 따른 비용은 5,708억 원에 달해 촛불시위

을 초과하는 막대한 유무형의 국가적 손실을 야기

로 인한 총 국가적 손실이 GDP의 0.2%를 상회하

할 수 있기 때문에 촛불시위에 대한 인식전환과 국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촛불시위가 장기간 지속

회와 정부의 역할 재정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촛불

된다면 사회적 비용은 7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

시위와 같은 사회적 혼란이 일상화되고 구조화된

망된다.

다면 우리나라는 선진국 진입 좌절은 물론 국제경

본 연구의 정합성을 위하여 제외되었던 기타 여

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음을 인식해야 하며, 국회

건들을 감안한다면 사회적 비용은 더욱 커질 것으

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를 제도권 내에서 논의

로 보인다. 촛불시위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심리적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하며, 서민생활 안정

부담과 분석에서 제외한 참가자들의 생산손실을

과 국가 발전을 위해 국회 개원을 더 이상 미루어

포함한다면 그 비용은 크게 상승할 것이며, 실추된

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공공개혁, 민영화, 기업환

국가 이미지를 회복하는 데 드는 추가적 비용, 공

경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교육개혁, 한-미 FTA 비

공개혁 이외의 국정과제 지연비용 등을 포함한다

준 등 초기의 개혁과제를 계획대로 일관되게 추진

면 촛불시위의 사회적 비용은 본 연구에서 추정한

할 필요가 있다.

액수를 크게 상회할 전망이다.
대외적 이미지 훼손과 개혁과제의 지연에 따라
나타날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장기적인 성장기

3. 평가

반을 잠식하고 선진국 진입을 어렵게 만들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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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에 촛불시위의 심각성이 있다. 촛불시위로

본 연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촉발된 촛불

나타난 국수적 민족주의 및 반개방적 이미지는

시위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고 있다. 추정에 있어

FTA 추진동력의 상실, 대외신인도 하락에 따른

학계에서 인정된 방법을 이용하고, 추정에 필요한

외국인들의 국내 투자 기피현상 증가, 서비스시장

가정의 범위를 최대한 제한함으로써 추정치에 대

개방 지연 등의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이

한 신뢰도를 높인 것이 본 연구의 특징이라 할 수

로 인해 우리 경제의 효율성 증대 및 지속성장을

있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불

위한 성장동력 확보 등에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

법₩폭력 시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가히 천문

로 예상된다. 촛불시위로 인한 국내에서의 반개방

학적인 규모에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2008년 시장경제연구백서

Ⅰ. 2008년 연구사업 119

│주│제│별│연구과제│

감세의 경제적 효과와 귀착: 법인세를 중심으로

안종범(성균관대)

2. 연구내용

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율 5%포인

먼저 법인세 부담이 투자결정과정에서 어떤 역할

트 인하의 경우를 예를 들어 법인세 감세의 일반균

을 하는가를 자본의 사용자 비용모형을 통해 알아

형 귀착(general equilibrium incidence)효과를

본 결과 법인세 인하는 사용자비용의 감소 즉 초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익률의 증가를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으

첫째, 법인세율 5%포인트 인하의 경제적 귀착

나 그 절대적 크기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파급효과를 각종 경제부문별로 살펴본 결과 전체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조세조정 Q모형

법인세율을 5%포인트 인하할 경우 전체 사회적 잉여가 7조7,800억 원 정도 발

사회적 잉여는 7조7,800억 원으로 추정되었고 이

을 기반으로 법인세와 투자 간의 인과관계를 연구

생하고,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법인세율을 3%포인트

에 따른 소비자 및 생산자 잉여의 변화는 각각 1조

한 현진권 외(2006)의 추정결과와 산업연관표를

인하하는 경우 자본스톡 대비 투자 비율은 약 1.5%포인트 증가하여 6조~7조

2,300억 원과 6조5,500억 원으로 나타나 법인세

활용하여 법인세 인하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

원 규모의 투자액 증대가 예상되고, 간접적인 유발효과로 고용은 11만 명 정도가

율 인하를 통한 자본과세의 약화는 연간기준으로

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명목 법인세율을 25%에

최소한 소비자보다는 대부분 생산자에게 혜택이

서 22%로 3%포인트 인하하는 경우 자본스톡 대비

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비율은 약 1.5%포인트 증가하여 자본스톡 규

늘어나며 이에 따른 부가가치 유발액도 4조~5조 원이 증가하여 GDP를
0.48~0.59% 증가시킬 전망이다.

둘째, 자본 및 노동 요소의 기능별 귀착효과를

모가 424조 원이라 한다면 이러한 투자비율의 증

살펴본 결과 노동 및 자본에 대한 귀속은 각각

가는 세율인하 시점에서 6조~7조 원 규모의 투자

7,200억 원, 5조8,300억 원 정도로 기능별 소득분

액 증대가 예상되었다.

배의 측면에서 볼 때 대부분이 자본에 귀속되는 것

1. 연구배경 및 목적
경제이론, 국내 투자 상황, 국제 동향 등을 감
안하여 우리나라도 법인세율을 낮추고 있다. 실

으로 보인다.

또한 투자 변화의 지속성을 고려할 때 장기 투자
증가에 따른 간접적인 유발효과로 고용은 11만 명

셋째, 법인세 감세에 따른 기업규모별 귀착효과

정도가 늘어나며 이에 따른 부가가치유발액도 4조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 말 기준으로 약

경우 노동에 귀속되는 법인세 인하의 혜택분

~5조 원이 증가하여 GDP를 0.48~0.59% 정도 증

20.6% 수준이다.

7,200억 원은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높은 소

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로 1990년대 초에는 35%였던 최고 법인세율

결론적으로 세율 인하 등으로 법인의 한계세율

규모 기업에 집중되고 반면 자본에 귀속되는 법인

이 25%로 낮아졌고, 2008년도 세제개편안에 따

이나 평균세율이 낮아지고 있지만 법인의 수익성

세 인하의 혜택분 5조8,200억 원은 매출액 대비

르면 2010년까지 최고 법인세율을 20%로 낮출

이 높아지면서 조세부담률이나 영업잉여 대비 조

영업잉여의 비중이 큰 대규모 기업에 집중된 것으

예정이다.

세부담은 높아지고 있다.

로 나타났다.

3. 평가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이자율이 하락하고 기업

따라서 경제의 잠재성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넷째, 소득계층별 후생효과의 경우 소득불평등

본 보고서는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인

의 부채 비중이 낮아져 법인세 세수가 증가하여

우리나라의 기업에 대한 세부담 완화의 필요성에

도를 의미하는 지니계수가 법인세 인하 전 대략

세 인하가 효율성뿐만 아니라 형평성에 미치는 효

2007년 기준으로 약 35조 원이며, GDP 대비로 보

대두되고 있다.

0.3408에서 인하 후 0.3414로 높아지는 것으로

과를 분석하고 있다. 법인세 인하의 혜택이 소비자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법인세 인하의 필요성을 국

나타나 현행 법인세율의 인하는 조세체계의 누진

보다는 생산자, 노동보다는 자본, 중소기업보다는

국세청 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연도 소득 기준으

제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 법인세 인하의 거시 경

도를 낮추어 소득재분배 기능을 다소 약화시키는

대기업에 귀착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로 법인의 실효세율을 계산하면 1998년까지 20%

제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니계수는 무시해도 좋

법인세 인하가 조세체계의 누진도를 낮추어 소

를 상회하던 것이 최근 약 16.5%대로 하락하고 있

있다. 또한 법인세 이외의 세목도 경제성장 및 소

은 정도로 상승함에 따라 법인세 인하는 형평성 문

득재분배 기능을 다소 약화시킬 것으로 평가되지

다. 반면 국민계정에 있는 법인의 영업잉여를 사용

득분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분석도

제를 야기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만 지니계수는 무시해도 좋은 정도로 상승함에 따

한 자료를 보면 1990년대에는 법인세 실효세율이

병행하였다.

면 약 4%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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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과 고용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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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법인세 인하가 투자에 미치는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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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08년 연구사업 121

으로 해석된다.

를 반대하던 그동안의 논리가 미약하다는 점을 실
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데 의의를 찾을 수 있

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를 촉진한다는 점을

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세계화라는 세

고려할 때 법인세 인하 정책이 성장과 분배를 조화

계적인 추세에 맞춰 자본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

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출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인

본 보고서는 형평성 악화의 문제로 법인세 인하

외환위기 전후 기업의 구조조정과 성과변화 분석
│주│제│별│연구과제│

그러나 법인세 인하가 소비자의 잉여를 증가시

세 인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병기

기업성과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자본, 노동 등 자원이 효율적인 부문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요소시장의 제도적인 제약을 개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외환위
기 직후 고용조정 및 자산처분과 같은 제도 시행은 기업성과를 개선하는 데 기여
하였다. 기업 구조조정은 단순한 파괴라기보다 창조적인 파괴과정이다. 새로운 첨
단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시장에 출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기업성과 지표가 어떤 변화를 보였는가를 분석한
다. 이윤율과 생산성 두 지표를 분해하여 분석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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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외환위기 전후 우리나라 기업의 이윤

로써 우리나라 기업 구조조정의 문제점을 알아본

율 및 생산성 변화를 기업특성별로 나누어 분석하

다. 둘째로 조직구조 및 재무구조의 조정이 기업의

고, 기업 구조조정이 기업의 성과변화 및 기업회생

성과개선에 도움이 되었는가와 어떤 요인이 기업

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실증분석함으로써 기

의 성과개선에 많은 도움을 주었는가를 검토하기

업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

로 한다. 이를 위해 이 보고서에서는 노동, 유형고

이다.

정자본 및 부채의 구조조정이 성과에 어떤 영향을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분석하였

주었는가를 검토한다. 또한 외환위기 전후 기간의

다. 첫째는 외환위기가 일어난 전후기간에 기업의

재무구조, 조직구조 등 기업 구조조정 변수와 기업

이윤율과 생산성의 변화는 어떠하였는가를 분석한

재무 변수가 생산성 및 이윤율 등 기업성과 변수에

다. 이를 위해 먼저, 재벌₩비재벌기업, 대₩중소기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분석한다. 이 같은 분석결

업, 첨단₩전통기업으로 구분하여 이들의 기업성과

과를 기초로 하여 향후 기업의 성과개선을 가져올

가 어떠한 변화를 보였는가를 시계열적으로 분석

수 있는 정책방향 및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의

한다. 또한 외환위기 전후 기업 구조조정이 가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셋째로 부실기업의 경우 기

온 기업성과 변화를 생산성과 이윤율 변화를 가지

업의 구조조정이 성패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고 분석하며,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이후에 이들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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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외환위기 전후 기간의 법정관리,

있어서도 외환위기 이전에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나 비재벌기업이나 전통기업 등에 있어서는 생산

져올 수 있었던 데는 제도 변화가 큰 역할을 한 것

화의 등 부실기업 표본을 이용하여 기업성패에 미

2.5%였으나, 외환위기 이후에 총요소생산성 증가

성 향상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더 나은 경영환경을 갖추

치는 영향요인을 실증분석하였다.

율은 약 3.0%로 외환위기 전에 비해 외환위기 이

자본이나 노동 등이 비효율적인 부분에서 효율적

도록 꾸준히 제도를 개혁함으로써 기업 구조조정

후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성 변

인 부분으로 자연스러운 시장경쟁과정을 통해 조

과 새로운 산업의 창출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새

화요인의 분해분석 결과 총요소생산성이 낮은 기

정될 수 있도록 자본, 노동, 자금시장 등 요소시장

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쉽도록 창업 규제를 푸는

업에서 총요소생산성이 높은 기업부문으로 산출의

의 제도적 제약을 계속 개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일, 기존 기업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

둘째, 외환위기 이후 첨단기업의 성과가 지속적

한 투자를 억제하는 제도적 제약들을 푸는 작업이

2. 연구내용

재배분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섯째, 첨단기업의 빠른 성과 개선과 전통기업

으로 개선되었다. 향후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첫째, 기업부채는 외환위기 이후 매우 낮은 수준

의 느린 성과회복이 좋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외

위해서는 비교적 이윤율이 높고 생산성이 높은 첨

으로 저하되었다. 각 부채의 총자산에 대한 비율로

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첨단기업은 이윤율과 생산

단기업으로의 구조개편을 위한 적극적인 산업 구

나타낸 부채비율은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에

성 측면에서 전통기업에 비해 높은 성과를 나타냈

조조정과 함께 새로운 첨단기술을 갖는 기업들이

정점인 76.5%를 보였지만 그 이후로 빠른 감소를

으며 낮은 부채비율, 높은 현금흐름비율을 보였고

시장에 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타냈다. 즉, 외환위기 직후 국내 부채비율이 급

전통기업에 비해 높은 투자비율을 보였다. 이는 향

셋째, 우리 기업의 지식집약화가 매우 빠르게 진

이 연구는 외환위기 전후 기간에 우리나라 구조

격히 조정되었다.

후 우리나라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의 방향을 보여

행되고 있는 점이다. 기업이 보유한 현금흐름이 신

조정의 성과를 생산성과 이윤성의 관점에서 평가

주는 것으로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성장동력 발굴을 뒷받침할 R&D 투자로 이어지도

한 연구이다. 이러한 성과 평가를 통해 향후 기업

록 하는 조세감면 등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구조조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

둘째, 노동자 수는 외환위기 이전 기간인

3. 평가

1991~1997년에는 연평균 0.7%씩 감소한 것으로

여섯째, 산업조정 노동변화율, 산업조정 부채비

나타났지만, 외환위기 이후에는 연평균 1.0% 씩

율, 산업조정 유형고정자산 증가율로 측정한 구조

넷째, 외환위기 이후에 위험과 불확실성을 기업

하는 바가 매우 크다. 최근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형고정자산의 증

조정 변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변수로

투자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함으로써 투자와 차

금융위기 이후 기업의 잠재부실의 증가와 함께 기

가율은 1991~1997년에 8.7%의 높은 증가율을 나

나타났다. 이는 이러한 구조조정 변수가 증가하였

입 때 부도위험을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인식하게

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잠재부

타냈으나 외환위기 이후 연평균 1.6% 씩 감소를

을 때 이윤율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투자결정이 매우 보수적으로 이루어지게 되

실의 확대를 막기 위해서는 기업의 건전성 유지가

나타냈다.

노동 감소, 유형고정자본 감소, 부채 감소는 이윤

었다. 기업투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이나 정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부실요인을 사전에

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책환경 전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정부정책의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 메커니즘의 상시적인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작동과 함께 자본, 노동의 이동을 제약하는 요인을

셋째, 높은 수준의 현금흐름을 가지고 있어도
투자비율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저투자 현

일곱째, 부실기업 표본을 대상으로 로짓모형을

상이 고착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외환위기

이용하여 기업 구조조정 성패분석을 하였다. 부실

다섯째,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

이후 7.1%를 나타낸 현금흐름비율은 외환위기 이

기업의 회생 여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가

과 이윤성₩생산성 향상 등 경제적 성과 개선을 가

전에는 6.5%였으며, 기업들은 최근 유형고정자

를 분석한 결과, 기업규모, 무형고정자산의 비중,

산에 대한 투자비율을 줄이는 대신에 무형고정자

현금흐름비율의 증가는 기업회생에 양의 영향을

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증대시키고 있는 것으로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채 구조조정은

나타났다.

기업회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

넷째,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기업의 성과가 개
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경제성과를
이윤율과 생산성으로 측정하였을 때 이윤율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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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을 지적하고 있다.

났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주는 정책적인 시사점은 다
음과 같다.

산성이 외환위기 이후 뚜렷이 개선되고 있었다. 외

첫째, 외환위기 이후 기업성과가 나쁜 기업은 자

환위기 이후 기간을 볼 때 총자산 경상이익률은 큰

연스러운 도태과정을 거쳐 기업의 성과가 이윤율

폭으로 개선되었다. 또한 총요소생산성 변화율에

및 생산성 측면에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2008년 시장경제연구백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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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ACO체제 비판 및 미디어렙 경쟁도입
: 지상파방송 광고시장의 효율성 증진방안에 관한 연구

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방송광고시장에도 시장의

광고주, 방송사, 그리고 시청자들의 이익에 미치는

경쟁원리가 작동될 수 있도록 경쟁도입과

효과를 분석해 보았다.

KOBACO체제의 해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
이 목적이다.

5장은 개혁을 반대하는 핵심논리에 대한 비판이
다. KOBACO체제와 경쟁도입의 논의에서 가장 중
요한 부분으로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정리하여 분
석하고, 동시에 새로운 실증자료들을 통해 보완함

김재홍(한동대)

2. 연구내용

으로써 공익론자들의 주장이 허구적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광고시장의 거래와 요금을 독점적으로 규제하고

2장은 KOBACO체제의 개혁과 관련된 몇 가지

시청률 경쟁은 광고비를 상승시키고 이는 다시

있는 소위 KOBACO체제의 비효율성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입증하고, 그 대안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한다. 전파의 공공성, 전파의

상품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의 후생

으로 미디어렙시장에 대한 경쟁도입 방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미

공공재적 특성, 그리고 방송의 공영성 (즉 공영방

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의 허구성을 밝히고, 시청률

디어렙의 경쟁도입은 광고주 및 현재의 KOBACO가 또 다른 미디어렙을 소유하

송 옹호) 등은 개혁에 반대하는 근거들로 사용되고

경쟁은 프로그램의 질을 떨어뜨려 공익을 저해한

는 것은 규제하되 전체적으로 미디어렙의 개수나 소유지분, 그리고 시장구분 등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들은 개혁을 반대하는 근

다는 주장의 오류를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거로 잘 못 사용되고 있는바, 2장은 이러한 개념들

KOBACO체제가 방송의 다양성과 공정성을 보호

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적용을 분명히 할 것이다.

하는 필수요건이라는 주장이 타당하지 못함도 밝

은 아무런 제약을 두지 않아야 함을 제시한다.

3장은 방송광고시장의 개요이다. 방송사-소비

1. 연구배경 및 목적

자-광고주로 이어지는 순환구조에 대한 설명과,

6장은 KOBACO체제가 잘못 되었다면 현 체제

광고가 방송의 공공재적 특성으로 인한 시장실패

로 인해 이익을 얻은 사람들보다 피해를 입은 사람

럼 시장에서 활발한 경쟁이 가능한 바람직하고 평

를 치유함에 대한 설명, 그리고 우리나라 방송광고

들이 더 많아야 함이 당연하고 그렇다면 과연

범한 시장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시장에 대한 정부규제의 현황을 보이고자 한다.

KOBACO체제로 인해 누가 피해를 입었느냐에 답

지난 1980년부터 지금까지 30여 년간 한국방송

그러나 방송광고시장이 자유로운 시장자율에 맡

4장은 KOBACO체제의 비효율성을 입증하는 부

광고공사(KOBACO)체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겨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반대

분이다. 특히 본 연구의 기여도는 3절 이론모형 분

KOBACO체제의 수혜자들은 오히려 쉽게 나열

이 때문에 우리나라 방송광고시장에 대한 연구는

로 방송광고시장은 공익성 차원에서 매우 특별하

석에 있다. 필자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KOBACO

할 수 있으나 막상 피해자들을 찾기는 어려운 것이

그 주제의 중요성과 난해성에 비해 과도하게 이루

므로 시장원리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의 요금규제와 끼워 팔기가 효율적이지 못하고 사

사실이다. 물론 이러한 분석에는 논란의 여지와 오

어졌다.

매우 강한 것이 현실이다.

회후생을 저해한다는, 즉 나쁜 것이라는 주장에 동

류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나, 왜 잘못된 제도가 오

의한다.

랜 기간 유지되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하는 장이 될 것이다.

방송광고시장은 대규모 초기투자가 요구되는 자

심지어 현 KOBACO체제의 문제점을 인정하는

연독점산업도 아니고, 통신과 같이 복잡하고도 빠

사람들조차 급격한 시장원리로의 전환에 반대하고

그러나 막상 KOBACO의 요금규제와 끼워 팔기

것으로 판단된다. 즉 잘못된 제도는 그 오류로 인

른 기술진보를 나타내는 산업도 아니며, 21세기를

새로운 형태의 정부개입으로 전환하는 타협책에

가 어떠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했는가를 묻는다면

해 스스로 종식되는 것이 아니라, 개혁으로 인한

주도할 국가 기간산업도 물론 아니다. 방송광고시

동의하곤 한다. 즉 방송광고시장에 대해서는 무언

이에 대해 명백히 답하기는 매우 어려웠다. 그 이

수혜집단과 피해집단의 특성과 반응, 그리고 이들

장은 광고시간이라는 상품을 사고파는 단순한 시

가 정부의 통제와 규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일반

유는 잘못된 제도나 규제의 가장 큰 피해자는 늘

간의 힘겨루기 등에 의해 유지와 개혁이 결정되기

장에 불과하다. 광고시간의 거래에 미디어렙이 중

적인 듯하다. KOBACO체제가 정당성을 갖지 못하

일반대중이지만, KOBACO체제하에서 국민들이

때문이다.

추적 역할을 한다면 방송광고시장은 공급자와 수

고 자유로운 경쟁체제가 더 우월한 것이라 할지라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쉽지 않았

요자를 연결하는 유통시장에 불과하다.

도, 이미 오랫동안 KOBACO체제에 적응하고 순응

기 때문이다.

방송광고시장 및 미디어렙시장에는 특별한 시장
실패도 발견되지 않는다. 즉 음식점이나 옷가게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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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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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는 현 KOBACO체제가 초래하는 비효율

7장은 이 연구의 결론으로서 미디어렙 시장에의
경쟁도입의 타당성과 그 방법에 대한 부분이다. 우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에서는 간단한 이론적

리나라 방송광고시장에 대한 논의는 크게 현

모형을 통해 KOBACO의 요금규제와 끼워 팔기가

KOBACO체제의 효과분석과 미디어렙시장에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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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도입 방안의 두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미

3. 평가

KOBACO체제의 부당성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방
현재 유지되고 있는 방송광고유통시장에서의

소화하고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에 맡기기만 하면

KOBACO의 근거 없는 독점 행태의 문제점을 구체

된다.

적으로 지적하고 이의 존립 근거를 제시했던 다양

경쟁도입이 결론이라면 경쟁을 어떻게 어떠한

한 논리들을 체계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함으로써

단계로 허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은 적절하지

경쟁도입과 KOBACO체제 해체를 통한 방송광고

못하다. 정부의 제약과 규제를 제거하면 경쟁은 자

산업 활성화와 방송광고시장 정상화 방안을 제시

연스럽게 활성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였다.

│주│제│별│연구과제│

송광고시장 및 미디어렙시장은 정부의 간섭을 최

규제개혁 집행의 개선방안 연구

조성한(중앙대)₩서진완(인천대)

규제집행과 규제순응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상호관계를 파악하고 단계별로 규제
집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정책집행에서 도출된 것을 중심으로 밝혔다. 참여정
부에서 수행된 규제개혁 및 과제를 유형화하고 이에 대한 현황을 분류하여 규제
개혁 집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도출해 내고, 이를 토대로 규제개혁의 성공적
인 집행을 위해 각 단계별로 필요한 개선방안과 사후점검체계의 확보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과 규제순응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상호관계를
파악하고 단계별로 규제집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

정부의 의지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경련 등 기
업측 연구들은 규제개혁에 대한 체감도는 여전히

둘째, 참여정부에서 수행된 규제개혁 및 과제를

다. 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가? 이는 규제하는

유형화하고 이에 대한 현황을 분류한다. 또한 이들

자와 규제를 받는 자 사이의 이해관계, 기대수준,

규제개혁기획단에서 완료되었던 과제들이 제대로

그리고 가치체계 등에 의한 차이로 이해할 수 있을

이행되었는가를 실제로 조사해야 하지만 시간과

것이다.

자원제약으로 인하여 감사원자료를 통해 간접적으

여러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고자 다음과 같
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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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자 한다.

낮은 편이며 아직도 규제가 너무 많다는 주장을 한

본 연구는 규제개혁정책의 집행에서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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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책집행에서 도출된 요인들을 중심으로 밝혀

로 확인한다.
셋째, 규제개혁 집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별로 구
분하여 규제개혁정책 집행상 나타나는 문제점과

첫째, 규제완화 개혁정책의 집행을 연구하기

사례들을 감사원자료, 규제개혁기획단에서 근무하

위해서는 기존 정책학에서 다루고 있는 집행에

였던 민간인 P씨에 대한 인터뷰, 기획단 과제내용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규제개혁 정책에서 활

및 신문기사 등에서 도출해 내어 정리하였다.

용되어야 할 접근방식과 집행에 영향을 주는 요

넷째, 이러한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바탕으로

소들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규제집행

규제개혁의 성공적인 집행을 위해 각 단계별로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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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개선방안과 사후점검체계의 확보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이러한 사후점검시스템을
제시하였다. 특히 동일한 규제과정이 모든 지방자

미등록규제 총조사 보고서
│주│제│별│연구과제│

치단체에서 현실적으로 집행되게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사후점검시스템이 필요하다. 사

2. 연구내용

후점검시스템은 원칙적으로 규제를 담당하는 각
부처의 소관사항이기는 하지만, 분산된 사후점검

이 연구는 이러한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바탕으

시스템은 능률적이지도 효과적이지도 않게 된다.

로 규제개혁의 성공적인 집행을 위해 각 단계별로

따라서 집중화된 체계적 사후점검시스템이 필수불

필요한 개선방안과 규제전달체계의 확립 및 사후

가결하다.

이주선 외

미등록규제 총조사 보고서는 정부가 시행하는 규제 총수를 파악하여 이를 등록할

점검체계의 확보방안을 제안하였다. 어느 나라건

이 외에도 이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의 규제사후점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마련해 정부에 제공함으로써 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국민들이 규제순응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규제에

검시스템에 대한 설계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으며 이

해 온 획기적인 규제개혁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공적인 것이 되도록

순응하도록 홍보하지는 않는다. 결국 규제순응은

를 구체적으로 설계하였다. 또한 순환보직으로 인

돕고, 정부가 이를 근거로 더욱더 개선된 규제정보시스템(Regulatory

규제와 규제의 내용을 현실화하고, 규제집행을 강

하여 발생하는 공무원 전문성의 문제를 해결하여

Information System)을 구축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합리

력히 함으로써만 대처할 수 있을 뿐이다.

규제집행의 성과를 제고하는 방안 및 정보기술을

따라서 현실적 규제집행의 대안은 크게 두 가지

적인 규제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뿐 아니라 대대적인 규제정비작업 시행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활용한 규제개혁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제시하였다.

로 볼 수 있다. 하나는 규제결정 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실무자가 중심이 되어 투명하고
현실적인 규제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개혁이 이루

3. 평가
1. 연구배경 및 목적

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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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8,000개 이상의 규제가 5,000개 내외로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등록제도 변경의 명분으

다른 하나는 현실적인 모든 것을 고려해 만든 규

규제개혁 체감도가 낮은 다양한 원인들 가운데

제가 효과적으로 집행되기 위한 규제점검시스템을

‘일선 공무원의 의식 및 행태 불변’
이란 요인이 포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의 합리적이고도 체계적

로 내세운 규제정보를 완전하게 제공하기보다는

확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단순히 규제개

함되어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개혁 집행

인 관리를 위해서 정부의 각 부처가 집행하는 규제

오히려 등록 누락과 미등록을 다수 발생시키는 우

혁위원회나 각 부처에 맡겨서는 효과가 발생할 수

의 개선방안을 체계적인 접근으로 마련하고자 한

모두를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이의 관리를

를 범한 것으로 판단된다.

없으며, 관련된 정부기관들의 협력적 관계를 설정

것이다. 특히 현재 많은 부분에서 구체적인 추진

규제개혁위원회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체계를 결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활

그러나 1998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래 규제의

는 등록된 규제만을 대상으로 아무리 강도 높게 규

정부는 서로 다른 시스템에 의해 통제되어야 하며,

성화를 위한 사후점검시스템의 구체적인 설계는

등록은 등록 의무를 지고 있는 정부 부처들의 규

제개혁을 시도하여도 피규제대상인 일반국민이나

중앙정부 역시 경우에 따른 개별적 시스템이 만들

향후 규제개혁 추진체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

제등록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부족 그리고 등록

기업들의 규제개혁 체감도가 높아지지 않을 것으

어져야 한다.

인다.

누락 및 소홀, 현행 규제등록제도 자체가 가진 문

로 판단되어 한국경제연구원이 경제 관련 9개 부

제점으로 인해서 규제의 합리적 관리와 규제개혁

처 소관 법률에 포함되어 있는 규제 가운데 미등록

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제공이라는 목적에 부합하

된 규제의 전수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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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규제등록의 문제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는 규제개

이번 미등록규제 총조사는 정부가 시행하는 규

혁이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규제등록제도

제 총수를 최대한 현실에 가깝게 파악하여 이를 등

도 규제의 전반적인 양태를 알 수 있도록 등록방

록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마련해서 정부에 제공

법을 변경하여 제도를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등록

함으로써 현 정부 들어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획기

지침을 개정하여 규제를 재분류하였으나 실질적

적인 규제개혁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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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인 것이 되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며, 또한 궁

사의 대상에서 제외된 채 집행되어 국민과 기업의

규제등록이 규제개혁과 규제관리의 명실상부한 과

진단,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식

극적으로 정부가 이 조사를 근거로 해서 보다 개선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고 둘째, 규제의 총량관리를

학적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이미 설

된 규제정보시스템(Regulatory Information

통해서 정부가 수행하려던 규제개혁과 규제관리의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고 성공적인 규제개혁

치되어 있는 규제개혁 전담 부서들의 인력을 한시

System)을 구축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

과학성과 합리성 제고를 어렵게 하며 셋째, 규제임

을 위해서는 등록이 완료되고 나면 등록된 미등록

적으로 태스크 포스로 재조직하여 활용하는 것도

써 향후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규제관리가 가능하

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 대상에서 빠짐으로써 불

규제들을 대상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의 첫 시행연도

한 방안이 될 것이다.

도록 할 뿐 아니라 대대적인 규제정비작업을 시행

합리한 규제가 그대로 존치되어 집행될 경우 규제

인 1998년에 설정했던 것처럼 대통령이 물량적 규

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자 한다.

개혁의 체감도를 낮추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점

제감축기준(예컨대,‘기존 규제의 50% 감축’
)과 같

이다. 뿐만 아니라 규제의 미등록은 항구적으로 규

은 대대적인 규제 총량 감소를 위한 규제정비기준

제의 수와 양을 줄이는 규제완화 단계로부터 규제

을 설정하여 이들에 대한 전수 정비를 하여 합리적

의 품질을 높이고 합리화하여 최고의 행정 서비스

으로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규제의 절대적인 수

를 제공하는 규제관리의 단계로 이행하는 데 장애

를 줄여야 할 것이다.

2. 연구내용
본 연구에 따르면 경제 관련 9개 부처의 미등록
규제는 총 1만2,44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는다.

미등록규제 총조사는 정부가 시행하는 규제의
총수를 최대한 현실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등록할

그런데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총리 산하

수 있도록 하고,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규제개혁실의 조직과 인력만으로는 이러한 전수

있는 획기적인 규제개혁 노력이 국민과 기업이 체

국토해양부 3,205건(796건), 농림수산식품부

이번에 조사된 미등록규제들은 규제로 분류하기

규제개혁을 시행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각 부문별

감할 수 있을 정도의 성공을 거두는 데 일조할 것

2,568건(464건), 지식경제부 2,207건(325건), 보

모호하여 누락된 것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중요

전문가와 규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규제심사소위원

으로 보인다. 또한 이 조사는 정부에 개선된 규제

건복지가족부 1,177건(72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

도가 높고 반드시 등록₩관리되어야 할 규제들도

회(가칭)를 규제개혁위원회에 두고, 이를 보좌할

정보시스템(Regulatory Information System)을

으며, 이어서 교육과학기술부 791건(243건), 기획

많았다. 대상 법률 모두에서 이러한 중요 미등록규

전문위원들을 두어서 규제개혁의 심사와 규제개혁

구축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양적으

재정부 693건(893건), 노동부 663건(183건), 환경

제를 일일이 열거하는 것이 어려워서 이번에는 예

에 따르는 필요한 행정조치 및 입법 준비를 시행할

로 너무 많고 질적으로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규제

부 656건(361건), 문화체육관광부 483건(190건)이

시로 조사대상 가운데 일부 법률에 포함되어 있는

필요가 있다. 이에 필요한 공무원 인력은 규제개혁

의 수를 축소하기 위한 대대적인 규제정비작업을

뒤를 따르고 있다(괄호 안은 등록규제 건수). 9개

중요 누락규제를 280건 정도만 구체적으로 적시

실을 필두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규제개혁추

시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부처의 미등록규제 수(12,443건)가 등록규제 수

하였다.

(4,180건)의 3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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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조사된 미등록규제들은 경제 관련 9개

이렇게 미등록규제가 많이 발생하게 된 것은

부처에 국한한 것이므로 이 조사를 정부의 15개 전

1998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래 등록의무를 지고

체 부처와 소관 규제를 가진 여타 행정기관으로 확

있는 정부 부처들의 이해와 인식의 부족, 등록 소

대하는 것이 정부 규제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 있어

홀과 의도적인 누락, 그리고 규제등록제도 자체가

서 급선무이고, 이에 따라 파악된 규제들을 즉시

가진 문제점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지난

등록하여 기존 규제의 대대적인 정비를 위한 기반

정부에서 규제등록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는

을 구축함은 물론 궁극적으로 합리적 규제관리시

명분하에 이루어진 규제등록기준의 변경으로 인해

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8,000건이 넘는 규제를 단번에 5,000건으로 축소

특히 이 조사에서는‘고시 등(훈령₩예규₩고시

하는 과정에서 누락과 미등록을 다수 발생시킨 데

₩공고)’
에 포함된 규제들에 대한 조사는‘고시 등’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에 대한 전모의 파악 자체가 대단히 어렵고 방대하

정부의 규제에 대한 미등록이 문제가 되는 것은

여 제외되었는데, 1만5,000여 건 이상으로 알려진

첫째, 규제등록에서 누락될 경우에는 기존 규제에

‘고시 등’
에 포함되어 있는 규제들도 조사하여 등

대한 정기적인 정비과정에서 해당 규제가 규제심

록을 시행해야만 완전한 규제관리가 가능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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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등록제도 개선방안 연구

련 기본 정보조차도 획득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과

서 필요한 정책대안들을 논의하였다. 그 정책대안

학적이고 합리적인 규제관리의 기본이 되는 규제

들은 다음과 같다.

총수의 파악조차 어렵게 만드는 문제점을 노정하
였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규제등록제도의 현황과 문
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

이주선₩정현용

규제등록 및 공표가 통합적 규제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개편이 이뤄

록시스템 내에서 특정 규제 또는 특정 규제들로 구
성된 규제집합에 대한 통합적 규제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해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현행 제도와 그 제도

둘째, 규제정보시스템이 규제의 관리자인 규제

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의 개선을 목

개혁위원회의 니즈에만 부응하는 것이 아니라 행

적으로 하고 있다.

정규제의 이해당사자라 할 수 있는 공무원들과 피

져야 한다. 규제정보시스템은 이용자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하며, 규제지도를 완

규제대상인 국민, 그리고 이에 대한 평가와 비판을

벽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전산화가 이뤄져야 한다. 현재 미등록된 1만

담당하는 관계 전문가들 모두에게 효과적으로 필

2,400개 이상의 규제들을 모두 등록하고 이에 대해 일제정비를 위한 대대적인

2. 연구내용

규제정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요한 정보를 가장 편리하고도 비용효율적으로 제
공할 수 있게 이용자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이 글은 현행 규제등록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셋째, 궁극적으로 현재의 규제등록제도는 앞의

살펴보고 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실

두 가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특정 규제 또는

질적인 개선의 방향과 방안을 제시하여 현행제도

특정 주제에 해당하는 규제에 대한 규제지도를 완

와 그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

벽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전산화가 이뤄

을 개선할 목적으로 씌어졌다. 이를 위해서 이 글

져야 한다. 이러한 전산화 작업은 장기적인 계획과

투자 장애요인인 수도권 규제, 경제력집중억제 규

은 제2절에서 현행 규제등록제도가 어떤 기능을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

제, 노사 및 노동시장 관련 규제 등 정책적 규제에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특히 이 절

넷째, 등록된 규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검색의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2006년 말 단행된 규

대한 근본적인 개혁은 성역시하는 태도를 취하였

에서는 현행 규제등록제도가 단순히 규제를 열거

용이성과 정보이용 효율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제등록 방식의 변경으로 등록된 규제의 수는 2007

고, 규제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여론

하고 이를 규제개혁위원회가 집계하는 수준에서

고급화가 이뤄져야 한다. 단순히 법령의 조문, 규

년 말에는 5,114건, 2008년 9월 말 현재로는

과 전문가의 비판이 고조되자 규제등록 업무처리

벗어나 모든 규제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유용하게

제의 내용, 목록만을 검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5,228건이다. 2003년 출범했던 직전 정부인 노무

지침을 바꿔서 등록규제의 수를 축소하는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소통되는 규제정보시스템

이용자가 관심을 가진 주제어를 입력하면 그 주제

현 정부는 규제개혁보다는 오히려 규제의 강화와

대응하였다.

의 일환으로 가동되기 위해서 무엇이 고려되어야

어가 다양하게 검색되는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가

만 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구축되어야 한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신설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입법 활동을 이데올로

그러나 실제로 규제 수준이 줄어들지 않은 상태
에서 지엽적으로 기업들의 당면 민원을 해결하는

제3절에서는 현행 규제등록제도의 현황과 문제

다섯째, 현재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포함되어

그러나 청년실업 문제를 포함하여 일자리의 부

데 급급하고 등록기준을 변경하여 명목적으로 규제

점들을 고려하였다. 여기서는 현행 규제등록제도

있으나 미등록인 규제가 9개 경제 관련 부처에만 1

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이를 해결하기

의 수를 축소한다고 해서 규제개혁의 체감도가 나

상 행정규제의 정의, 범위 및 판단기준과 그 문제

만2,400개 이상 존재하고 있다. 이 규제들을 모두

위한 방안으로 규제개혁을 통해서 투자를 촉진하

아지고 민간의 투자가 늘어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점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고찰은 향후 규제등록을

등록하고 규제개혁위원회가 이 규제들에 대해서

겠다며 취임 2년째인 2004년 8월 규제개혁을 주

노무현 정부의 규제개혁은 총체적으로 실패하였다.

정상화하여 이를 이해당사자들이 온전히 활용할

일제정비를 위한 대대적인 규제정비 작업을 시행

특히 규제등록제도와 관련해서는 등록기준의 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행 제도에 무엇이 보완되

하여야만 비로소 합리적 규제관리를 위한 기반이

이에 따라 규제개혁추진회의, 규제개혁기획단

경이 오히려 대규모 등록 누락, 규제관리 주체의

고 도입되어야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데 유효한 시

마련될 것이다. 이에 더해서 이미 우리 연구에서

등을 신설하여 규제개혁에 나섰으나 기업들의 민

모호성으로 인한 관리 소홀 등의 문제들을 발생시

발점이 될 것이다.

진행한 9개 정부부처 이외의 다른 정부부처들의

원성 사안 일부에 대한 해소에 나섰을 뿐 구조적인

켜 기존의 등록제도를 통해 확보하려 했던 규제 관

기적 관점에서 전개하였다.

요 정책 아젠다로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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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면해 있는 규제등록제도의 중요한 과제라 할 수

3. 평가

있다. 또한 여전히 그 개수조차 온전히 파악하지
본 연구는 참여정부 이후 누적되어 온 현행 규제

제들을 다시 조사하여 파악하고 이들 가운데 규제

등록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살펴보고

인 것들은 가급적이면 시행규칙 이상의‘법령 등’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의 근거규정을 가지도록 하는 한편‘고시 등’
에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인 규제개혁 과정에 실질

해서는 규제를 창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들이

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평가된다.

│주│제│별│연구과제│

못하고 있는‘고시 등’하위 행정명령에 포함된 규

국가번영을 위한 근본적 세제개혁 방안

최광(한국외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 각국은 조세체계를 단순화하고 세율을 낮춰 자본과 고급인력을 유치하기 위
한 무한경쟁에 대비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의 조세체계는 복잡하고 세율도 높
다. 지금과 같은 세제와 세율체계로는 국가 간 경쟁을 극복하고 국가의 번영을
이룩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제2의 경제도약을 통해 선진국
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조세체계를 단순화하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통합하여 이
중평률소득체계로 전환하고,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
이득세로의 전환하는 등 근본적인 세제개편이 요구된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에서 본 연구는 제2의 경제도약을 밑받침할 수 있
는 근본적인 세제개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고령화의 빠른 진행으로 자본과 노동이 급속히
위축되고 있고 성장동력이 눈에 띄게 약화되고 있
다. 지난 5년 동안 분배에 초점을 맞춘 재정₩조세

2. 연구내용

정책이 지속됨에 따라 분배와 성장의 악순환 고리
가 고착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
아지고 있다.

2008년 시장경제연구백서

을 구가하기 위한 경제체제의 기본 틀이다. 정보

대외적으로는 경제적 국경이 사실상 사라지고

화, 세계화, 노령화 추세에서 그리고 기술, 자본,

자본과 고급인력의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인력이 시공(時空)을 초월해 움직이는 무한경쟁의

있다. 세계는 조세체계를 단순화하고 세율을 낮춰

여건에서 소규모 개방경제(small open economy)

자본과 고급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무한경쟁에 대

인 우리 경제가 새로운 경제로 한 단계 더 도약하

비하고 있다.

기 위해서는 참으로 효율적인 세제와 세정의 구축

이에 반해 우리의 조세체계는 복잡하고 세율은

136

세제(稅制)와 세정(稅政)은 국가의 경제적 번영

이 요청된다.

높다. 지금과 같은 세제와 세율체계로는 국가 간

본 보고서는 대한민국 세제와 세정의 근본적 개

경쟁을 극복하고 국가의 번영을 이룩하기가 어렵

혁을 주창한다. 세제를 보는 국민의 의식도 지도자

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관점

의 철학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세제는 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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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세율제도를 적극 활용하게 하고, 자동차세₩담

목(稅目)의 국세와 16개 세목의 지방세로 도합 30

배소비세₩사업소세 등 3개 세목의 정액세 과세방식

개의 세목으로 조세체계가 매우 복잡하다. 세목 수

을 정률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요국의 산업별 총요소생산성 분석
│주│제│별│연구과제│

하고 명료해야 한다. 우리나라 조세체계는 14개 세

가 많으면 제도가 복잡해지고 납세자들이 이해하
기 어려워지면 납세와 징세의 비용이 높아진다. 30
개의 세목을 10개 내외로 축소할 것을 제안한다.

3. 평가
박승록

소득세는 평률세제(flat rate income tax)와 이
중소득과세(dual income tax)를 합친 이중평률소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세제개편이 논의되었

득세제(dual flat rate income tax)로의 전환이

다. 그러나 세수입 감소를 우려한 나머지 혁신적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EU 주요 선진국, 영국 및 일본, 미국과 한국의 주요

요구된다. 현행 30개의 세목 중 형평성 및 효율성

세제개편이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

산업(26개 하부산업 및 전 산업, 제1차 산업, 제조업,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비

측면에서 가장 큰 문제를 안고 있는 세금인 법인세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조세체계의 문제점을

교하기 위해 중간투입, 에너지 투입, 노동투입의 질적 요소와 같은 투입물 측면,

를 폐지하고 소득세와 통합하자. 법인세의 폐지로

일일이 지적하면서 제2의 경제도약을 이룰 수 있

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 등 요소생산성 측면 그리고 총요소생산성 측면에서 비교

법인원천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

는 세제개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소득

분석하여 한국 산업의 경쟁력 수준을 국제 비교하였다.

다. 소득세로 대체하기에 실질적으로 세수는 감소

세의 이중평률소득체계로의 전환과 법인세와 소

하지 않으며 세 부담의 공평성은 오히려 증대된다.

득세의 통합 등 혁신적인 세제개편 내용을 담고

상속세 부과는 장기적 관점에서 효율성 상실과
경제활력 저하, 그리고 성장잠재력 훼손으로 귀결

보고서에서 언급하였듯이 이중평률소득세는 평

되는바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과세로 대체하

률소득세와 이중소득과세를 합친 개념으로써, 세

자.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차손의 공제를 허

제를 단순화하고 조세왜곡을 축소하는 동시에 경

용한다는 전제하에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완벽히

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

과세하자. 재화나 용역에 대한 소비과세가 강화되

된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발하지 않은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주요
국가들 간의 비교적 세분화된 산업수준에서 다양

한국 산업의 경쟁력 약화, 산업구조의 고도화,

한 경쟁력 지표를 비교함으로써 다양한 측면에서
산업경쟁력 수준을 비교분석하고 있다.

어야 한다. 만약 재정 수요 때문에 증세가 불가피

또한 보고서에서 제시한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

한-미, 한-EU와의 FTA 체결, 향후 가시화될 한-

하면 부가가치세의 세율 인상을 적극 검토해 볼 수

본이득세로의 전환하는 것은 자본의 해외유출을

중, 한-일 경제협력에 대비하여 한국 산업의 경쟁

이들 국가의 산업 현황 파악과 국내 산업과의 경

있다. 술, 담배, 휘발유의 경우 외부불경제를 유발

막고 경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력을 보다 세분화된 수준에서 국제 비교하여 경쟁

쟁력 격차, 산업 성장과정의 차이를 파악하는 것은

하므로 세금의 부과로 오히려 효율성이 증대되어

것이다. 자본, 고급두뇌, 고급기술의 확보를 최우

력 수준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할 필요성이 제기

향후 기대되는 지역경제협력 등에서 민감한 분야

소위 이중배당(double dividend)을 가져오므로 이

선 과제로 삼는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공평의 명분

되어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의 발굴과 현황 파악에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

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

이나 국내 정치에 사로잡혀 현재와 같은 조세정책

공함으로써 유용한 정책대안의 제시가 가능하다는

직하다.

을 추진한다면 국가의 번영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아울러 한국과 주요 선

지방세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금

138

있다.

이다.

2. 연구내용

진국의 객관적인 경쟁력 지표의 비교를 통해 산업
구조 변화, 발전가능성을 비교함으로써 한국 산업

까지 과세대상이 되지 않던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

본 보고서에서 제시되는 혁신적인 세제 개편방

여 지방세의 세목으로 책정하고, 소득세 등 지역집

향은 당장 현실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장기

최근 한-미 FTA의 체결을 필두로 한-EU, 한-

의 실태와 경쟁력 현황 파악, 한국 산업의 미래, 발

중도가 낮은 국세에 대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세원

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로 자리 잡을 전망

일 FTA의 준비 등 주요 선진국과의 경제협력 환경

전방향에 대한 의미 있는 도출에 매우 중요한 참고

을 공유하는 공동세제를 도입하고, 지방세의 기존

이다.

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자료가 될 것이다.

2008년 시장경제연구백서

이들 국가 사이의 산업별 특성이나 경쟁력 수준,

본 연구에서는 유럽연합(EU)에 소속된 여러 나

또는 생산성에 대한 비교, 검토를 위한 연구는 활

라와 영국, 미국 및 일본과 같은 주요 선진국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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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비교적 세분화된 산업에 대한 경쟁력 지표를

입-산출 관련 변수의 작성방법뿐만 아니라 국가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기 위해 EU KLEMS 데

별, 산업별 다양한 경쟁력 관련 지표를 비교한다.

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자 한다. 이 자료는 국가

국가별로 작성된 자료를 구매력기준 대미달러 환

별, 산업별로 동일한 기준에 의해 작성되기 때문

율로 환산하여 국가별, 산업별 요소생산성 수준이

에 국가 간 다양한 지표의 비교에 쉽게 활용할 수

비교된다. 그 다음 국가별, 산업별 총요소생산성

있다.

및 그 구성요인의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본 연구에서는 EU KLEMS 데이터베이스가 가

통해 단순한 총요소생산성지수의 비교에 그치는

진 여러 나라의 다양한 산업에 대한 풍부한 자료로

것이 아니라 국별, 산업별로 총요소생산성 격차가

부터 국가별, 산업별 경쟁력의 척도가 될 수 있는

발생하는 원인이 분석되고 있다.
- 회사의 본질과 경영권: 경영권 방어 논쟁에 대한

다양한 지표가 비교된다. 그 다음으로 총요소생산

법경제학 접근

성 증가율 또는 총요소생산성지수도 비교될 것이
다. 더 나아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구성요인으

기업정책의 주요 이슈

3. 평가
- 미국과 일본의 포이즌필 운용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로서 기술변화, 규모의 경제효과, 기술적 효율성
지표 등도 국제 간 비교되어 한국과 주요 선진국

향후 산업구조의 고도화, 한-미, 한-EU와의

간 산업성장의 특징,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격차의

FTA 체결, 한-중, 한-일 경제협력에 대비하여 한

원인 등을 규명하고 있다.

국 산업의 객관적 경쟁력을 보다 세분화된 수준에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경쟁력 관련 지표의 정

서 국제 비교할 수 있으므로 향후 산업구조 고도

의, 총요소생산성 측정방법,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화, 경제협력에서 전략적 위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

의 구성요인별 분해방법 및 이를 가능하게 하는 투

인다.

- 수평기업결합의 경제분석에 대한 고찰 및 시사점
- 주주자본주의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 기업집단 정책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 기업지배구조와 내부거래 및 기업가치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 임금피크제의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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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본질과 경영권
: 경영권 방어 논쟁에 대한 법경제학 접근

법규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회사법의 유연화)는
점을 본 보고서는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주주들의

보고서는 주주중심주의의 진정한 의미는 주주와

선호는 주식의 구성요소인‘소유권 또는 현금흐름

경영진 사이의 대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주

권’
과‘지배권 또는 의결권’사이의 다양한 조합과

주가‘직접적’
으로 회사의 의사결정에 관여하거나

내용구성의 결과인 다양한 주식제도를 통해 나타

회사지배권시장을 통해 경영자를 압박하는 데 있

나게 되고(주식제도의 유연화), 이는 결국 다양한

는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에서 주주들의 다양한 선

회사지배구조 형태를 만들어내며(회사지배구조의

택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유연화), 다양한 주식제도를 응용한 경영권 방어수

본 연구는 경제학과 회사법 분야에서 서로 공유하고 있는 기업이론과 회사지배구

즉 자본시장에서 다양한 성향의 주주들이 경영진

단인 포이즌필과 차등의결권은 바로 이러한 논리

조모델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역사적 과정을 통해 추적해 보며 지금까지 경영권의

이나 다른 주주들과의 계약을 통해 자신들의 선호

적 흐름 속에서 가능한 수단들이므로 그 뿌리는 자

의미를 주주와 경영진 또는 소수주주와 지배주주 사이에서 발생하는 대리비용의

를 자유롭게 표출하도록 하면서도 이러한 선호가

본시장에서의 기본원칙인 계약자유에 두고 있다고

근원이라는 부정적 시각에서 접근해 왔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

회사 전체의 이익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강조한다.

신석훈

의 본질에 대한 법경제학적 방법론을 통해 경영권의 본질에 접근해 보고 이를 바
탕으로 다시 경영권 방어제도 논쟁을 검토해 봄으로써 지금까지의 회사지배구조
논쟁과 경영권 방어제도 논쟁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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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내용

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포이즌필과 차등의결권 등의 경영권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장치로서 가장 중요한 회

방어수단들을 포함한 회사지배구조는 자본을 필요

사법은 회사 전체와 모든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로 하는 회사가 자본을 제공하는 주주들의 다양한

주주들의 선호를 가상적으로 예상하여 법이라는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형식으로 표준화함으로써 개별 회사의 주주들이

위한 금융수단의 다양화라는 큰 틀 안에서 경영진

이러한 계약조항을 무료로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하

과 주주들이 서로 합심하여 만들어 가는 하나의 작

여 이들의 협상비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품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회사지배구조

는 점을 강조한다.

라는 작품은 다른 형태의 회사지배구조를 가지고

국내 기업들의 외국자본 지분율이 꾸준히 증가

그렇다면 과연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

이러한 주주들의 가상적 선호에 대한 이론적₩실

있는 회사와 상품시장, 노동시장, 자본시장 등에서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국내에 진출하고

는 헤지펀드의 경영 간섭과 경영권 위협을 통한 주

증적 연구에 의하면, 대다수의 일반 주주들은 적극

서로 경쟁을 하며 효율성을 검증받는 지배구조 경

있는 외국계 투기성 펀드 중에는 주주행동주의를

주들의 고배당 요구의 압력이 진정한‘주주중심주

적으로 회사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선호

쟁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포이즌필과

주장하며 회사의 장기이익이나 다른 주주들의 희

의’
인가의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할 것이라는 대리비용 경제학의 기본가정과 달리

차등의결권은 기업친화적이면서 시장친화적인 제

생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가 상당수 있다.

시기이다.

사전적으로 자신들의 권한을 일부 제한함으로써

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국내 기업들은 외부의 적대적 인수합병 위

본 연구에서는 주주가 회사를 소유한다고 보아

회사지배구조에서‘집중된 경영권’
이 효율적으로

또 보고서는 모든 회사에 하나의 이상적인 틀을

험에 노출되어 있고, 외국인 주주 등의 고배당 요

온 또는 경영진은 주주의 대리인이라고 보아온 전

기능할 수 있도록 하여 사후적으로 모든 주주들의

강요하며 사전적으로 회사지배구조를 규제하기보

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어 최근 상장사들이 지급할

통적인 주주중심주의의 한계를 회사의 본질에 대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선호를 가지고 있다(회사

다는 회사의 본질을 자본시장에 기초한 주주와 경

배당금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조사되고

한 최근 미국 법경제학계의 지배적인 관점인 계약

의 본질로서의 경영권). 따라서 이러한 주주들의

영진 사이의 계약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미국

있다.

주의 회사관을 통해 지적하고 주주중심주의에 대

선호는 회사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EU를 비롯한 대부분의 OECD 회원국과 같이 공
시와 투명성 개선을 통한 사후적인 관점에서 접근

따라서 주주중심주의로 인한 고배당의 압력이

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며 경영권 방어의 필요성

물론 이러한 회사법상의 조항이 자신들의 상황

주요 기업들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필요한 투자

과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

에 적합하지 않은 개별 회사들은 정관을 통해 자신

여력을 잠식하여 결국에는 경쟁력 약화라는 부메

고 있다.

들만의 계약조항을 설계할 수 있어야 하므로 회사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정책당국은 무엇이 가

랑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법은 기본적으로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계약을 도

장 바람직한 회사지배구조 형태인가에 대해 하나

있다.

와주는 임의법규로 이해되어야지 이를 막는 강행

의 틀을 강요해서는 안 되고 회사 참여자들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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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학의 시대적 흐름에 대한 이해와 상관관계를 검

음부터 제도적으로 막고 있는 현행법에 대한 관점

토하고 경영권 방어제도에 반대하는 회사법이론의

의 변화가 요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경제학적 배경을 제공해 온 대리비용 경제학과 이

미국과 일본의 포이즌필 운용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주│제│별│연구과제│

을 존중해야 하므로 포이즌필과 차등의결권을 처

에 기초한 전통적인 주주중심주의의 한계를 지적
하고 있다. 아울러 주주중심주의의 새로운 틀을 제

3. 평가

시하고 그 틀 안에서 경영권 방어 논쟁을 재검토하
며 우리나라에서 경영권 방어제도 마련을 위한 건

본 연구는 회사의 본질에 대한 회사법과 기업경

신석훈

설적인 논쟁의 기반을 조성해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일본에서의 포이즌필 운용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적대적
M&A 상황에서 경영권 방어제도는 과연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어떠한 경영권 방
어제도가 개별 기업과 사회 전체적인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인가, 이러한
수단이 포이즌필이라면 이것을 어떠한 형태로 입법이라는 그릇에 담아낼 것이며,
사법부는 이것을 꺼내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떠한 판단기준에 근거하며 적법성을
판단할 것인가라는 총체적 물음 속에서 접근하고 있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논쟁의 맥을 분명히 잡으
며 포이즌필의 도입 여부와 방식, 그리고 도입 후

최근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의 하나인 포이즌

의 구체적 운용방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포이즌

필(poison pill)의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다만,

필의 개념과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며

아직도 경영진이나 지배주주의 이익만을 위해 악

경영권 방어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용될 소지가 있다며 포이즌필의 도입을 반대하는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견이 있고, 엄격한 조건하에서 도입하자는 견해
도 상당수 있다.
이러한‘포이즌필(독약증권)의 도입 여부’
에대

2. 연구내용

한 찬반논쟁은 마치‘독약증권’
을 경영권 방어를
위해 만들어진 증권의 한 종류인 것으로 생각하며,

보고서는 포이즌필 도입을 위해서는 회사법상

이것을 도입할지 말지에 대해 격론을 벌이는 것처

종류주식의 다양화와 신주예약권제도를 마련해야

럼 보인다.

하는 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포이즌필을 경영권

그러나‘독약증권’
이라는 것은 선험적으로 존재

방어만을 위한 특정한 증권으로만 보고 포이즌필

하지 않는다. 경영권 방어와 무관한 증권을 재료로

의 기본개념과 작동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경영권 방어를 위해 독약을 만들었을 때 비로소

포이즌필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독약증권’
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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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을 제공해 준다는 차원에서 마련된 회사법상의
종류주식과 신주예약권제도를 개별기업들이 경영

를 주저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목욕물(포이즌필의 부정적 측면)을
버리려다 아기(자본조달의 유용한 수단)까지 버리

이 된다며, 포이즌필은 독립된 증권이 아니라 회사

고 마는”우를 범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 기업들이

법상의 자본조달수단을 활용해 공격회사가 보유한

자본시장에서 행동반경을 넓혀나갈 수 있도록 회

대상회사의 주식을 희석시켜 경영권을 방어하는

사법 차원에서 주식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신주예

메커니즘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약권제도의 적극적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

미국과 일본에서는 기업들에게 자본조달을 위한

│주│제│별│연구과제│

권 방어를 위해 전용하였을 때 비로소‘독약증권’

수평기업결합의 경제분석에 대한 고찰 및 시사점 연구

김현종

하고 있다.

다양한 수단을 마련해 준다는 차원에서 종류주식

그리고 이러한 주식제도가 경영권 방어를 위한

기업결합 시뮬레이션의 결과, Safe Harbor 영역은 최소한 단독행동으로 인한

과 신주예약권 등 다양한 주식제도를‘회사법’
에

포이즌필로 사용되었을 경우의 적법성 판단기준은

경쟁제한성이 우려될 수준이 아니므로 법률상 추정요건에서 제외시키도록 정책개

마련하여 경영진이 이것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

일본에서처럼 행정부의 지침과 사법부의 판단을

선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법률상의 추정요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적절한 정책

도록 해주고 있으며, 경영진이 이러한 자본조달 수

통해 점차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운용의 묘를 살려

방향이 될 수 있으나, 단독효과 이외에 협조적 효과 등이 우려되어 Safe

단들을 이용해 포이즌필을 만들어 경영권을 방어

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Harbor 영역을 완전 배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다면 법률상의 추정요건을 기

할 경우 과연 어떠한 기준하에서 적법성을 판단할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최근 미국에서 기관투자가

것인가에 대해서는 입법부가 아닌‘사법부’차원

들이 포이즌필 철회를 요구하는 현상을 잘못 해석하

에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 도입 논의단계인 우리나라에서 도입을 아예 반대

다시 말해 회사법상의 종류주식과 신주예약권제

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특정 회사지배구조를 갖춘

도를 활용한 경영권 방어는 여러 상황에서 다양한

회사만 포이즌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당한 사

의견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업결합심사 가이드라인에서 통합₩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1. 연구배경

본 보고서에서는 다양한 경제분석방법을 소개하

용방법을 사전적으로 회사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오히려 불합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사후적으로 사

3. 평가

법부에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일본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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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기업결합심사는 시장력(market power), 단독

고 그러한 분석방법이 실제 사건에서는 어떻게 적

효과(unilateral effects), 협조효과(coordinated

용되는지를 설명하는 데 첫 번째 목적이 있다. 기

effects), 시장봉쇄(foreclosure), 진입규제(entry

업결합과 관련된 전문 문헌들을 참고하여 분석방
법을 경제학적으로 설명하였다.

우에는 사법부가 미국과 달리 경험이 부족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경영권 방어제도, 그 중에서도 최

barrier), 잠재적 경쟁(potential competition),

행정부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의 형식을 통해

근 도입 논쟁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포이

효율성 효과, 파산기업 항변, 기업 간 지배관계, 주

두 번째로 본 보고서는 개별 경제분석방법에 어

적법성 판단기준을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즌필이 본고장인 미국과 미국의 제도를 도입한 일

식거래관계 등 다양한 사항들을 판단하기 위해 산

떤 한계가 있는지, 그래서 어떤 부분을 유의해서

이처럼 미국과 일본에서는 포이즌필의 긍정적 측

본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가를 법

업조직 이론과 실증분석기법을 총동원해야 하는

분석해야 하는지를 검토하였다. 특히 상반된 주장

면을 극대화하면서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종합연구이다.

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경제분석이 신뢰성을 획득

입법부₩사법부₩행정부 모두가 고민하고 있는 반면

포이즌필의 본질, 더 나아가 자본시장에서 벌어지

기업결합에 대한 경제분석은 기업결합 사건이

에, 우리나라에서는 포이즌필이 경영진의 이익만을

고 있는 경영권 방어행위라는 경제현상을 더욱 정

법정에서 진행되는 동안에 핵심 논쟁이 무엇인지

위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종류주식의 다양

확하게 인식하며 제대로 된 포이즌필 설계를 위한

를 규명하는 데 기여하며, 스스로 이론적으로 발전

화와 신주예약권제도를 회사법에 도입하는 것 자체

관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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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서 각각의 분석기법이 주의해야 할 부분
에 대해서도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는 경제분석의 틀을 현행
기업결합 관련 제도에 적용하여 개선방안을 제시

우리나라 기업결합사건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

하였다.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을 평가하는 경제

쳐 경제분석이 적용된 바 있으며, 이러한 분석결

분석 방법을 통해 한국의 기업결합제도를 평가하

과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주

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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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내용
기업결합심사 시 내수를 고려한 산업별 집중도
지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내수집중률

행 Safe Harbor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의제기했

리했으며, 경제분석 방법에 기초하여 기업결합심

유용한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본 보고서의

던 과거 심결 간에는 상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사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정책연구

PCAIDS모형을 통한 합병시뮬레이션을 결과는 기

다. 이를 통해 현행 Safe Harbor 기준은 과거 심

보고서로서 기여했다. 보고서는 수평기업결합의

업결합의 Safe Harbor 관련 논의에 유용한 근거

결과 일관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경쟁제한성 판단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내수

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개선에도 기여했

집중도지수의 작성을 제안하고 있어 경쟁정책의

다.

지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별 수

그러나 2007년 기업결합심사기준의 개정으로

출규모의 산정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통

HHI지수를 기준으로 하는 Safe Harbor가 도입되

계작성상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었지만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은 여전

이에 본 보고서는 산업별 LIFO-LOFI지수를 활

히 시장점유율로 규정되어 있어서 Safe Harbor에

용한 내수집중도 지표 산정을 제안하였다. 산업별

포함되면서 동시에 법상 추정요건에 해당할 수 있

LIFO-LOFI지수는 내수집중도 지표를 간편하게

는 경우가 나타나게 되었다.

계산하게 해준다는 장점 이외에도 그 자체로서 통

본 보고서는 PCAIDS모형을 이용하여 합병시뮬

계적 가치가 있다. 예를 들어, LIFO-LOFI지수의

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Safe Harbor와 법상 추정

시계열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제도적 요인의 변화

요건 간 상충영역에서는 기업결합으로 인한 가격

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거나 국제경쟁력의 대리

상승률이 유의미할 정도로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

영문자간
변수로서
분석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났다. 합병시뮬레이션의 결과들은 극도로 비탄력

따라서 산업별 LIFO-LOFI지수는 시계열 및 산업

적인 시장이거나 90%를 초과하는 기업결합 등 극

별 패널데이터로 활용하면서 다양한 연구에 응용

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Safe Harbor와 법상

될 수 있다.

추정요건이 상충되는 영역에서 기업결합으로 인한

내수시장 집중도를 계산하는 방법으로서 또 다
른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산업별 사업자단

단독효과(unilateral effects)는 유의미하게 나타
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체나 개별 기업으로부터 직접 생산₩수출₩수입 자

Safe Harbor 영역은 최소한 단독행동으로 인한

료를 획득하는 방법이다. 사업자단체 및 기업에 대

경쟁제한성이 우려될 수준이 아니므로 법률상 추

한 조사를 통해 직접 통계자료를 확보하는 방법의

정요건에서 제외시키도록 정책 개선을 검토해야

장점은 무엇보다도 통계자료에 현실성이 반영되어

할 것이다. 법률상의 추정요건 조항을 삭제하는 것

신뢰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문조사를 통한

이 적절한 정책방향이 될 수 있으나, 단독효과 이

시장집중률의 산정은 지표로서 신뢰도가 높아지지

외에 협조효과 등이 우려되어 Safe Harbor 영역

만, 여전히 표준산업분류와 무역통계 간 연계에 있

을 완전 배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다면 법률상

어서 문제가 남아있어 완전한 연속성을 갖추기는

의 추정요건을 기업결합심사 가이드라인에서 통합

어렵다.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심사기준을
개정하면서 심사기준 경쟁제한성 해당요건을 폐지
하고 대신 안정요건인 Safe Harbor를 도입하였

3. 평가

다. 한국의 과거 수평기업결합 사건 중 공정거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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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가 시정조치를 명령하였던 사례들에 대해 현

본 연구보고서는 최근 국내의 수평기업결합에

행 Safe Harbor 기준을 적용하여 비교한 결과, 현

관련된 광범위한 연구문헌과 사례를 적절하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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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자본주의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 기업집단 정책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신석훈

야기한다. 문제의 핵심은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가

리나라도 이러한 유형을 추구해야 한다.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이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 논거를 가지고 우리나라

익을 위해 바람직한가이다. 현재 우리가 고민해야

기업집단 지배구조를 비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할 것은 경영자의 장기적 주주이익 극대화가 모든

주주자본주의라는 미국의 이상적인 회사지배구조

이해관계자의 이익으로 귀결될 수 있는 물꼬를 어

모델을 우리나라에서 추구하는 것은 바람하지 않

떻게 트느냐는 것이다.

을 뿐 아니라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알려진 주주자

본 연구는 편견이 아닌 냉철한 이론적 근거에 바

본주의 역시 미국 회사법에서 구체적으로 운용되

탕을 두며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득과 실을 분명히

는 측면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본 연구는 미국의 주주자본주의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기업집단 지배구조를 비

가려내기 위한 건설적인 논쟁의 발판을 마련하기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결국 미국 주주자본

판하는 것은 이중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회사지배구조와 주주자본주의

위해 수행되었다.

주의를 전제로 현행 우리나라 기업집단 지배구조

의 법경제학 접근을 통해 분석하며, 기업집단 지배구조를 기능적이고 효율적인

를 비판하는 것은 이중의 오류에 빠져 있다고 할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수 있다. 이러한 이중 오류를 범하고 있는 이유는

2. 연구내용

이론적으로 신고전학파 주류경제학에 기초하며
회사지배구조와 주주자본주의를 분석하고 있기

지금까지 우리나라 회사지배구조 논쟁의 핵심은
우리나라의 기업집단은 다른 나라의 보편적 회사

그러나 회사지배구조와 주주자본주의를 설명할

지배구조와는 다른 비정상적인 지배구조를 가지고

수 있는 경제학적 도구로 주류경제학인 신고전학

있고, 이 중 가장 비정상적인 것이 기업집단의 계

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신고전학파를 거부하는 것

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주식의 소유지분과 의결권

열사를 이용해 지배주주가 자신이 소유한 주식의

이 아니라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한계를 극복

은 비례해야 한다는 1주1의결권 원칙과 주주민주

수보다 월등히 많은 의결권을 행사하며 기업집단

해 나가는 다양한 경제학적 방법론들이 존재하고

2008년 재벌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는

주의의 구현을 추구한다. 그런데 재벌의 지배주주

전체를 지배한다는 것이다.

있다. 흔히 법경제학의 큰 틀에 포함시킬 수 있는

두 개의 큰 사건을 경험하고 있다. 삼성 비자금사

는 계열사를 이용해 실제 자신의‘소유지분’
보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기업집단이 아닌 개별기

건과 미국발 금융위기가 그것이다. 두 사건은 아무

훨씬 많은‘의결권’
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

업에서 모든 주주들은 자신이 소유한 주식의 수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법경제학적 방법론에 기

관련성이 없다. 그러나 회사의 구성원 중 누가 누

히 해체의 대상이다.

비례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며 지배주주가 아닌 전

초하여 주주자본주의와 회사지배구조를 바라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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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제도경제학과 행동경제학 등이 그것이다.

구의 이익을 위해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그러나 삼성사건이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미국

문 경영인이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정상적인 회사

지금까지의 기업집단 정책에서 범하고 있었던 이

회사지배구조의 원론적 질문을 통해 두 사건을 들

발 금융위기가 우리 경제를 휘청거리게 하고 있고

지배구조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주

중의 오류를 지적하며 기업집단 정책의 바람직한

여다보면 서로 상반된 답을 우리 사회에 제시해 주

이를 계기로 신자유주의 전반에 대한 비판이 일고

주자본주의 또는 주주중심 회사지배구조를 이러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고 있다.

있다. 신자유주의는 금융자본이 기업 운영의 주도

정상적인 지배구조의 모델로 삼고 있다.

우선 삼성사건과 관련해서는 재벌해체론이 쟁점

권을 가지는 주주자본주의가 핵심이므로 이것의

우리나라의 기업집단 지배구조 비판의 핵심은

이고 이것의 이론적 근거는 주주자본주의이다. 여

대안으로 주주만이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인들의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주식의 소유와

기서 주주는 회사의‘소유자’
이고, 경영자는 이들

이익을 추구하는 유럽식 이해당사자주의가 주목

의결권이 비례하고 개별기업에서 전문경영인이 회

의 이익을 위해 사업을 대신 경영하는 대리인이다.

받고 있다. 여기서는 재벌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사를 운영하는 것이 미국 주주자본주의 또는 주주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에

3. 평가

따라서 주가를 떨어뜨린 무능한 경영자는 주주들

결국 두 사건에서 보면 현재의 재벌지배구조 논

중심주의 회사지배구조의 진정한 모습이다. 둘째,

대한 비판이 다시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신자유주

이 힘을 모아 쉽게 몰아내야 하므로 이것을 가능하

쟁은 주주자본주의와 이해당사자주의의 충돌로 비

이러한 미국의 주주자본주의는 가장 이상적인 회

의의 핵심인 주주자본주의 역시 위기를 맞고 있다.

게 하는 회사지배권시장(적대적 M&A)의 활성화

춰진다. 그러나 이렇게 볼 경우 소모적인 논쟁만

사지배구조 유형이고, 글로벌 스탠더드이므로 우

반면 최근의 삼성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재벌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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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의 논리적 근거 역시 주주자본주의이다.
이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주자

기업지배구조와 내부거래 및 기업가치에 관한 연구
│주│제│별│연구과제│

본주의와 관련된 모순 및 혼란을 법경제학적 관점
에서 접근하며 재해석하고 이것이 우리나라 기업집
단에 주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최정호(홍익대)

본 연구에서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가 조사한
2003년부터 2005년도의 지배구조 점수 자료를 이용하여 기업지배구조와 내부
거래 및 기업가치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1. 연구배경과 목적

권, 매입채무, 대여금 및 차입금을 대상으로 각각
의 내부거래비율과 기업지배구조의 관련성 조사,

최근 관계회사와의 내부거래를 통한 회계부정

둘째, 기업지배구조에 기인한 각각의 초과내부거

사건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서 정부당국, 회계실

래비율과 기업가치의 관련성 조사, 셋째, 지배구조

무 및 학계에서 이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와 내부거래 및 기업가치의 관련성이 상호출제제

관계회사와의 내부거래는 공정한 조건으로 이루어

한기업집단 소속 여부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표현의 충실성 측면에서

가 조사하는 것이다. 추가적으로는 기업지배구조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제기된

에 기인한 과도한 내부거래와 미래 영업성과의 관

다. 관계회사와의 내부거래는 외부정보 이용자는

련성에 대한 분석도 포함하였다.

그 내용을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거래내용이 재무
제표의 주석사항으로 공시되고 있으나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2.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국기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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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여 기업지배구조와 내부거래 및 기업가

기업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의미한다. 그러

치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

나 흔히 우리나라에서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

째, 관계회사와의 내부거래 중 매출, 매입, 매출채

는 계열기업 간의 거래를 내부거래로 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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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업 간의 거래 동기를 설명하는 이론은 이익

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지배구조에 기인한 초과 내

취약한 기업의 과도한 내부거래는 미래 영업성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관계

상충과 효율적 거래로 상반된 두 가지 이론이 제시

부거래와 미래의 기업가치 관련성은 대규모 기업

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으며, 이는 대규모기업집단

회사와의 내부거래 중 일부 거래만을 분석하였다.

되고 있다.

집단 소속 여부에 의해서 달라지지 않는다는 보조

소속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인력제공, 기술제휴 및 지분

가설을 설정하였다.

대규모집단 소속 기업의 경우 기업지배구조에 기

취득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내부거래를 분석할 필

본 연구에서는 기업지배구조와 내부거래의 관련
성에 대한 다양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지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내부거래에 관해 이익상

인한 초과 내부 상품거래와 신용제공이 미래 영업

요가 있다. 또한 내부거래와 관련된 이론을 정확히

배구조와 내부거래는 관련성이 없다는 귀무가설을

충가설이 타당하다면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성과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고 있음에

검증하기 위해서는 내부거래가 이루어진 관계회사

설정하였다. 내부거래는 특히 소액주주의 권리보

경우 내부거래가 더 많이 발생하고, 터널링효과로

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의 기업가치 평가에 있어서

가 상장기업인지 또는 비상장기업인지와 같은 내

호가 취약하고 소유 집중도가 높은 동아시아 기업

인하여 기업가치 평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부거래의 방향을 조사할 필요가 있고, 소유와 통제

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할 것이다. 그러나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경

있다. 이러한 증거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간의 괴뢰도와 같은 내부거래와 관련된 변수를 추

있다. 대규모집단 소속 기업의 경우 이러한 강력한

우 상대적으로 더 많은 규제로 인하여 감시가 강화

경우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내부거래에 대

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규제정책으로 인하여 지배구조와 내부거래의 관련

되고 있다면 그러한 결과는 관측되지 않을 것이다.

한 적극적인 정보공시를 통한 투명한 경영활동이

성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기업지배구조와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내부거래의 관련성이 대규모집단 계열사 여부에 따

첫째, 기업지배구조와 내부거래의 관련성 분석결

점에서 회계기준의 선택 또는 회계추정에 기계적

라서 달라지는가를 조사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와

과, 주주의 권리보호가 강화되어 있는 기업일수록

인 조정행위와는 구별되기 때문에 이에 관한 연구

내부거래의 관련성은 대규모집단 소속 여부에 의해

계열기업 간 매출, 매입,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등

서 달라지지 않는다는 보조가설을 설정하였다.

상품의 내부 거래와 관련 신용거래가 감소하는 것

3. 평가

행위는 실제적인 경제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도 필요하다. 관계회사를 통하여 이익을 부풀리거
나 또는 축소한 기업이 그러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계열기업 간의 거래가 기

으로 관측되었다. 또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본 연구에서는 전체 상장기업 중 내부거래가 있

해서 발생항목의 보고를 통하여 회계상으로 이익

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실증적

정의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여부는 그러한 관련

는 기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결과를 분석하

조정을 할 것인가는 매우 흥미 있는 연구주제가 될

으로 규명될 문제이다. 만일 앞에서 언급한 바와

성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

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전체 상장기업에 적용

것이다.

같이 계열기업 간의 내부거래 동기가 대리인이론

났다. 이와 같은 증거는 상대적으로 정부당국의 규

에 기초한 이익상충가설로 설명된다면 내부거래는

제를 더 많이 받고 있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업

지배구조가 취약하여 대주주에 대한 감독이 어려

의 경우에도 지배구조와 내부거래의 관련성이 일

운 기업에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그

반기업과 차이가 없음을 의미하여 내부거래에 대

러한 기업의 과도한 내부거래는 미래의 기업가치

한 규제가 실효성 없음을 시사한다.

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정반

둘째, 내부매출채권과 내부대여금의 경우에는

대로 내부거래가 위험의 분담과 외부거래비용을

기업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의 과도한 내부매출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결과적으로 기업

권이 기업가치의 평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의 경제적 효율성 증대에 기여한다면 지배구조에

하고 있는 반면, 과도한 내부차입금의 경우에는 부

기인한 초과 내부거래는 오히려 기업가치의 평가

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정부당국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규제를 많이 받는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기업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의 경우 일반

배구조에 기인한 초과내부거래는 미래의 기업가치

기업과는 달리 지배구조와 관련된 과도한 내부매

와 관련성이 없다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여기에 지

출과 관련 신용제공이 주식시장에서 부정적인 평

배구조에 관련된 초과내부거래와 기업가치의 관련

가를 받고 있다는 증거가 제시되었다.

성이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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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관계회사와의 거래를 통한 이익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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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령자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해고유인을 가질

부의 지원의도와는 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경제위기로 인한 구조조정을

한 더욱 우려되는 점은 정부의 임금피크제에 대한

통해 명예퇴직의 명목으로 정리해고를 하는 가운

지원은 오히려 연공급제를 고착시킬 우려가 있다

데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인력이 빠져나가고 종업

는 점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굳이 노조와 마찰을

원의 고용불안 및 사기저하로 오히려 기업은 많은

빚으면서까지 임금체계를 성과주의제로 전환하기

부작용을 경험하였다. 이에 일부 기업은 노사 상

보다 정부가 임금피크제에 대해 지원한다면 노조

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임금피크제 시행을

와의 마찰 없이 현 연공급제를 그대로 유지할 유인

고려하고 있다. 분명 임금피크제는 기업에게는 중

이 생기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

우리나라 기업들이 2003년 신용보증기금을 시작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서두름

₩고령자의 인건비 절감, 그로 인한 신규채용 등

지원의 의도와는 달리 현실 노동시장 상황에 맞지

에 따라 정부도 고령자 고용연장을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에 재정 지원을 하고 있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고 중₩고령자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다. 그러나 임금피크제는 현실 노동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다. 오히려 정부는 성과

에게는 고용의 안정을 보장하는 등 기업차원에서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지만 우리 경

주의적 임금체제가 정착될 수 있는 토양 조성에 정책 역량을 쏟아야 할 것이다.

의 노동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을 살리는 제도

제상황은 고령자 고용연장을 논할 여유가 없는 듯

이다.

하다. 오히려 정부는 기업 스스로 자신의 필요에

│주│제│별│연구과제│

우리나라 임금피크제의 현황과 문제점

박성준

일본의 많은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2000년대 들

따라 도입하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지원보다는 성

어 적극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도 2003년

과주의적 임금체제가 정착될 수 있는 토양 조성에

신용보증기금을 시작으로 은행권₩공기업 및 대기

정책 역량을 쏟아야 할 것이다.

업 등에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도 고령화
사회를 준비로 고령자 고용연장을 위해 임금피크

1. 연구배경 및 목적

면이 많다.

3. 평가

본 연구는 임금피크제가 많은 이점이 있고 또한

크제를 도입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사례를 살펴보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기업들은

정부에서도 본 제도 도입을 적극 홍보하고 지원하

면 그 유형이 대부분 정년보장형으로 정년까지 고

본 보고서는 2003년 신용보증기금을 시작으로

비용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의 가장 손쉬운 수단

고 있음에도 여전히 많은 기업이 본 제도를 도입하

용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을 기점으로 이후 임

은행권을 중심으로 공기업 및 일부 기업에서 실시

으로 인건비 부담이 큰 중₩고령자의 해고를 선택

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어떤 기업이 본 제

금을 삭감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즉 명퇴(수량

하고 있는 임금피크제의 성격과 정부의 지원에 대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로 인해 노사 간 갈등

도를 도입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적 유연성) 및 다기능화 직무의 순환(기능적 유연

해 설명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 이를

이 심화되고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우수인력의 유

성)의 대안으로 임금의 유연성 차원으로 임금피크

도입한 기업들은 일본의 경우와는 달리 고령사회

출 등 많은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부

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실증연구도 이를 뒷받침하

에 대한 대비라기보다는 기업의 노동 유연성 제고

고 있다. 실증연구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는 정규직

의 방안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그

감원율 그리고 기능적 유연성 지표와 역의 관계를

리고 몇몇 기업의 사례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

나타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금피크제

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임금피크제가 있다.

2. 연구내용

임금피크제는 일정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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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도입에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임금피

하고 소정의 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기업의 인건비 절감과 우수인력 유출 방지 등을 가

급변하고 있다.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으며

한편 정부도 비록 한시적이지만 고령자 고용연

도입 장려정책은 오히려 연공급제를 고착시킴으로

능케 한다. 또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고용유지 및

또한 테크놀로지의 급속한 발전, 글로벌 경제의

장을 위해 임금피크제 지원하고 있다. 그 지원 내

서 성과주의 임금체계로의 개선에 걸림돌이 될 우

고용보장이라는 이점이 있다. 이러한 이점 때문에

등장, 중국 경제의 부상 그리고 최근의 세계적인

용을 살펴보면 정부가 고려하는 임금피크제 유형

려가 있음도 보여주고 있다. 그간의 연구와는 달리

경제위기 이후 2000년대 들어서면서 임금피크제

불황 등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시 구조

은 정년연장형 또는 고용연장형으로 국민연금 수

실증분석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들의 성격

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생기고 있다. 그러나 이에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연공

급연령(60세)과 연계시키고자 하는 듯하다. 따라

을 규명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대한 연구는 최근 들어 실시되고 있으며 미흡한 측

급(호봉) 임금체계에서 기업은 인건비 부담이 큰

서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시행코자 하는 의도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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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08년 연구 외 사업

1. 경제교육사업
중등교사 시장경제교육
방송작가 시장경제교육
경찰간부 시장경제교육
회원사 시장경제교육

중등교사 시장경제교육

강점과 한계를 중심으로 교육자의 윤리 문제와 책

의 행복’
을 추구하기보다는‘고통의 최소화’
가더

임을 가늠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합리적임을 알아야 한다.
인권은 보편성과 독립성의 개념을 가진 권리 개

적으로 고도로 발달했었다는 고대 그리스₩로마조

념이다. 오늘날 소극적 권리가 인권의 핵심 범주라

차도 권리에 대해 생각하진 못했다. 유럽의 전제

는 것에는 이의가 거의 없으며 적극적 권리의 인정

정치, 절대 왕권기의 핍박당한 일반 백성의 모질고

에 관해 다수의 논란이 있을 뿐이다. 우리는 인권의

힘든 삶은 사료를 통해서도 쉽게 떠올릴 수 있다.

소극성₩적극성의 문제를 따지는 것에서 한 발 더 나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억압하는 것, 그것은 마냥 당

아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할지를 문제 삼아야 할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 경제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중₩고교 사회과 교사들을

연한 일상이었을 뿐이다. 그런데 오늘날은 단어 뒤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해를 주는

대상으로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 기업과 기업인, 국제경제 등 현실적인 경제교육

에‘권’
자만 붙이면 될 정도로 권리의 이름이 많아

행동을 금기할 때 비로소 개인의 인권을 논할 수 있

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경제관 형성에 기여코자 함.

졌다. 일조권, 조망권, 초상권 등 권리가 늘어나고

을 것이며 이것은 교육자의 윤리에도 적용된다. 동

범죄자의 권리까지 인정하게 된 것은 일견 권리에

료나 피교육자에게 고통과 피해를 주는 것을 삼가

관한 문명사적 발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

는 것, 그것이 바로 교육자 윤리의 핵심이다.

│경제│교육│사업│

권리가 없었던 시절을 생각해 보자. 정치₩문화

여기서 우리는 인간 권리의 원천을 생각해야 한
다. 인간이‘이성적 존재’
라는 말은 인간을 규정하

나. 한국경제의 현황과 성장동력

는 의미보다 함의를 생각할 때 더욱 중시되는데 그
것은 바로‘나’
와‘너’
가 평등한 존재라는 것이다.
이 말은 인간이 설득과 대화를 통해 상호작용 해야

세계경제의 규모를 논할 때 주로 국내총생산이

- 사회과 교사들의 직무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함을 비교적 명쾌하게 보여준다. 폭력과 고문, 무

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국내총생산이란 1년 동안

- 상기의 목표를 토대로 실제 교실 수업에서 활

릎 꿇기가 아닌 이야기로써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자국 영토 안에서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값으로

것이다. 이처럼 권리의 원천은‘나’
나 상대방이 모

환산하여 합계한 것으로 그것의 증가율을 보통 경

동계: 2008년 1월 7일(월)∼9일(수)

두 목적적 존재로서 대우받는 것에 있다. 하지만

제성장률이라고 한다. 경제성장률은 국가의 경기

하계: 2008년 7월 29일(화)~31일(목)

안타깝게도, 권리는 의무₩책임과 유기적으로 연결

동향을 가장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1. 교육 개요
교육기간

3일차 전일교육, 연 2회 시행

용하도록 함.

3. 주요 내용

참석자

가. 교육자로서의 윤리와 책임

2. 교육목표
- 시장경제 원리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통해 올
바른 경제상식을 갖출 수 있음.
- 기업과 기업인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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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대전 후 냉전체제 속에서 각국은 경제성장
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해왔다. 경제성장 지상주의

권리담론을 위주로 인간관계를 해 나가는 것이

가 세계를 지배하며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빈부격

얼마나 큰 문제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권리를

차, 재산과 소득 불균형, 환경오염과 더불어 인간

말하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능력과

의 행복에 관한 근본적 문제가 제기되었다. 각국은

권리는 권리 보유자와 준수자 사이에 존재하는

자질을 가져야 하며, 내가 가진 권리를 행사하는

이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지만 경제성장을 막

일정한 관계를 표현하며, 로크의 기본권으로 대표

것이 반드시 옳은 일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아야 할 정도로 이런 문제가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되는 소극적 권리와 건강 서비스 등으로 알려진 적

있어야 한다. 권리는 허용가능성을 가질 뿐 선(善)

대체로 회의적이다. 물론 경제성장이 인간사회의

극적 권리로 나뉜다. 17세기 이후 서양에서 발생한

과는 분리되는 것임을 명심하고, 인간 모두가 가진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성

개념으로 비교적 근대적이라 할 수 있지만 현대 사

최소의 원리인 위해 원리(Harm Principle)-타인

장의 기본목적은 생활수준 및 국력향상에 더하여

회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권리 개념과 행

에게 고통받지 않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국민의 행복에 있지, 성장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

사에 대한 논의는 매우 분분하다. 이에 권리담론의

야 한다. 벤담의 교도소 개혁처럼‘더 많은 사람들

므로 성장은 중요하다.

동계: 강성경(화곡중학교) 교사 외 44명
하계: 강양숙(중랑중학교) 교사 외 39명

되지 않는다. 선(善)과 연결되는 것도 아니다. 권리
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것이다.

교육장소: 전경련회관 3층 특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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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태[대한생명 경제연구원 원장]

■ 박효종[서울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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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을 중시한 참여정부는 상대적으로 경제를

장에 돈이 풀려 증권시장이 활황이라 소비도 늘어

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취업 준비생이 37만 명, 그

적 불황에 의해 장기추세보다 낮은 수준이고 2008

경시해 왔다. 그 결과 정부 자체의 경제실적 평가

나고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하지만 금리상승 시

냥 쉬었다는 사람들이 17만 명으로 취업 애로층은

년 5월 취업자 증가는 18만1천 명으로 낮아진 장기

는 92.3점에 이르렀지만 국민평가는 약 52점밖에

주식시장에 타격이 오면 경기불황은 불가피하다.

16.8%나 되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

추세에 비해서도 약 8만 개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

우리 경제는 3저 시대 이후 성장 둔화추세이다.

다. 통계청 통계상 주 1회 1시간 이상 일하면 근로

태다. 대기업의 주력산업이 변화하고 자동화되면

정부와 국민의 경제에 관한 시각 차이는 먼저, 3

경제는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므로 재도약

자로 취급되기 때문에 실제 체감 실직률은 더 높을

서 중소기업이 부진하게 된 것도 고용창출의 어려

저 시기와의 비교에서 이루어진다. 국민들은 수출

을 위해 리더십을 키우고 정치를 안정시켜야 한다.

가능성이 크다. 반면 중소기업은 2000년 1.26%,

움을 낳는다.

이 무려 26%씩이나 증가하던 과거와 현재를 비교

또 시장경제체제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2007년 3.93%의 인력부족을 겪고 있다. 특히 중

한편 여성의 경제활동을 보면 15세 이상 여성 중

하여 정부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한다. 세계적 추세와 다른 나라의 경험을 참고해서

소제조업의 인력부족이 심각하다. 정규직 시장과

대졸자는 1980년에는 2.4%였지만 2007년에는

최근 3~4년간 수출이 3저 시대와 거의 비슷했음

타협을 해야 하며 각종 문제를 개선해야 할 것이

비정규직 시장 모두 구직, 구인난을 동시에 겪고

24%다. 하지만 아직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저

에도 불구하고 성장은 당시 3분의 1이라는 것이다.

다. 투자와 소비를 회복하고, 성장산업 부문에 대

있다. 정규직 시장의 초과공급은 임금하락의 주요

조하고 이는 국가적으로 인적자본의 낭비라 볼 수

해외 여건이 매우 좋았으므로 내수가 같이 따라줬

한 기업 투자를 확대하며 인재 계발에 온 힘을 쏟

인이 되고, 비정규직 시장의 초과수요는 임금상승

있다. 지속가능한 성장의 전제조건은 여성의 경제

다면 최근 몇 년간도 10% 가까이 성장할 수 있었

아 공급 능력을 확충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와 같

의 원인이 되는데 두 시장 간의 노동이동을 통해

활동 참여를 증대시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대졸

을텐데 정부는 이 기회를 활용하지 못했다. 정부는

이 경제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

구직난과 구인난이 완화될 수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은 58%로 OECD 평균의 79%, 미

기업의 소심한 투자와 가계부채로 인한 소비위축

급하다.

되지 않는다.

을 원인으로 보지만 경제학자들은 정부규제를 원
인으로 든다. 옛날과 달리 정부규제로 인해 기업이

된다. 신호에 따라 노동이 이동하여 수급불균형을

다. 한국의 실업률과 일자리 창출

국 80%, 스웨덴 88%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를 보
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완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경직적 임금은 신호의

장차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 자연적으로 노동력

역할을 못하게 되고, 노동시장의 자생적 수급조절

공급의 규모와 구조에 변화가 올 것이며 중장년층

기능이 상실된다. 경직적 노동시장이란 노조가 기

의 희소성 상승으로 상대적 임금이 상승하여 국제

재화의 가격은 생산을 위해 투입된 노동의 가치

존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다. 일종의 진입

경쟁력이 하락할 것이다. 그리하여 고령화는 전반

다음으로, 아시아 주요국 성장률에 비하여 우리

에 의존한다. 노동 역시 거래 가능한 재화이며 노

장벽 역할을 하여 임금의 경직성을 유발하고 노동

적인 생산성 하락을 초래할 것이다.

의 경제성장률이 현저히 낮다는 것이다. 싱가포르

동생산을 위해 투입된 노동의 가치에 의존한다. 재

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한다.

와 홍콩같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사는 나라들보

화의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시장에서 결정되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구조의 변화와 고용탄성치

제주체 스스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적

다 경제가 성장하는 것에 실패했다는 것은 국민 불

듯이 노동도 역시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 하락하면서 일자리 창출능력이 저하되었다. 고

절한 유인과 각종 규제완화 및 철폐를 통해서 가능

만의 원인이 된다.

결정된다. 노동의 가격은 특정 quality의 노동에

용탄력성의 경우 생산과 일자리를 동시에 높일 수

한 일이다. 또한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고 서비스업

마지막으로 국민총소득의 약화다. 경제성장률이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노동시장에서 결정된다.

있는 것인데 이 수치는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의 체질을 개선하며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

증가해도 국민 체감경기는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

투입된 노동은 다른 공급자와 차별화를 생성하며

또한 서비스업 위주로 성장한 산업구조는 일자리

다. 예를 들어 지나치게 비대한 도소매 음식₩숙박

수출이나 수입 의존도가 큰 원자재나 상품가격에

수요를 증대시킨다. 궁극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의

창출능력을 저하시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서비스

업 등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그것들은 낮은 부가

따라 경제성장률과 국민총소득의 두 지표가 완전

균형을 맞추는 데 일조한다.

업 구조가 취약하다는 것도 일자리 창출 저하 요인

가치를 생산하며 고용창출능력에 한계를 가지며
경기변동에 매우 민감한 업종이기 때문이다.

투자기회를 놓친다는 것이다. 부자들을 규제하면
서 소비의 주층이 소비에 소극적이 되었음은 물론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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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노동시장의 현 상황을 나타내는 신호가

■ 변양규[본원 연구위원]

이런 노동구조 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경

히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다. 2006년의 경

현재 대한민국의 경우 구직난과 구인난이 동시

이 된다. 이러다 보니 일자리는 창출은 장기적 추

우 국내총생산은 759조 원이었지만 국민총소득은

에 발생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수급조절이 원활하

세로 하락해 가고 있다. 일자리 창출은 IMF 외환

691조 원이었다. 현재 국민총소득의 증가는 거의

지 않은 것이다. 구직난은 청년실업률, 즉 15세에

위기 이전에 33만 명 정도였던 것이 IMF 기간에

을 찾아서 제조업과 연계한 사업서비스업을 개발

제로에 가까운 실정이다.

서 29세까지 사람들의 실업률을 통해 가장 잘 알

마이너스 6만3천 명 정도였고 IMF 회복기에는 47

하고 높은 경쟁력을 가진 의료나 교육 서비스업을

그렇다면 금년의 경제성장은 얼마나 될 것인가?

수 있는데 2000년 8.1%였던 것이 2007년 7.2%로

만 명, 2003년 이후에는 27만 명 수준에서 하향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4.5% 정도의 성장을 기대한

다소 감소했고 2008년 5월 취업자는 415만 명, 실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일자리는 경기 순환적

셋째, 중소기업을 성장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나

다. 핵문제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개선되었고 시

업자는 30만 명으로 실업률 6.7%로 점점 낮아지

요인 때문에도 저하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은 국제

라는 경제규모에 비해 대기업이 부족하다. 중소기

2008년 시장경제연구백서

둘째,‘신성장 동력(New Growth Pot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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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을 대기업으로 만들

라. 시장경제의 오해와 진실

어 중소기업 보호도 효과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부실 중소기업을 퇴출

장률은 정부와 기업의 노력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책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부는 더 커지도록 빈곤은

것으로 전망된다.

줄어들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뿐이다.

둘째, 경제양극화의 심화이다. 내수와 수출경기,

하는 데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할 것이다. 중견기

경제학은 소비자나 생산자 모두가 자신의 이익

기업은 자선사업집단이 아니라 이윤극대화를 추

중소기업과 대기업, IT산업과 비IT산업의 모든 분

업으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보호법

을 추구하는 존재라 전제한다. 누구나 희소성의 원

구하는 경제집단일 뿐이다.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야에서 양극화가 계속되며 고용불안 등에 따라 소

의 수혜를 위해 규모 확대를 억제하고, 법인세를

리하에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행동한다는

기업의 최우선 가치가 될 수는 없다. 사회복지와

비심리가 위축되고 있으며, 산업구조변화와 산업

감면하며 M&A 유도로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다.

것이다. 가치관과 추구하는 이익이 각기 다른 개인

기업의 의무는 분명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연관관계가 약화되고 있다.

넷째, 여성 노동참여도 증대시켜야 한다. 여성의

들은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어떻게 조화를

경력단절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남성에게도

이루고 사회와 시장을 형성하는지를 연구하는 학

출산휴가를 주고 아동중심에서 여성중심으로 보육

문을 경제학이라 한다.

당면한 현안극복을 위하여 금융은 설비투자를

마. 한국경제와 시장경제

활성화하고 기업의 발전단계별, 성격별 지원을 차
별화하여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지원해야 할 것이

■ 이만우[고려대학교 교수]

정책이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의 노동시

경제학은 단순히 비용을 줄이는 방법만을 논의

장 재진입을 활성화하여 자녀교육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학문이 아니다. 효율적인 선택을 위한 방법을

최근 국내경제의 동향을 살펴보면 경제성장세가

요하다. 더하여 중소기업에서는 혁신형 중소, 벤처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야 할 것이다. 여성노동참여

연구하는 학문이다. 개인의 선택은 자신을 극대화

계속하여 둔화되고 있다. 2006년 1/4분기를 고점

기업을 키우는 데 주력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가 증대하면 2인 생계부양사회가 도래한다. 상대

하는 쪽으로 기우는데, 이것은 지극히 사적인 기준

으로 하향세가 지속되며 수출은 호조세를 지속하

강화해야 한다.

적으로 시간제약이 많은 여성이 근로와 가사, 육아

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인간의 모든 행동을 경제학

고 있으나 민간소비, 건설투자 등 내수부문이 부진

우리나라 정책에서 우선순위는 장기성장력 확충

의 이중부담을 극복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여 시

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사익 추구에 의한 결과라 할

한 상태이다. 제조업 생산도 2006년의 1/4분기를

에 두어야 한다. 즉 경기에 대한 단기적 처방보다는

간제고용의 활성화 등을 이루어야 한다. 네덜란드

수 있다.

기준으로 하향세를 보이며, 국내소비는 위축세를

중장기적 성장력 확보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 새로운 금융기법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도 필

의 경우 여성고용의 3분의 2 이상이 시간제고용이

실제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종종 잘못된 경제

지속해 소비재 판매액 지수는 2006년 2/4분기 이

또한 가계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차세대 수출

다. 이를 위해「근로시간 조정에 관한 법」
,「근로시

원리를 경험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는 필

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건설투자는 부진하고,

효자 품목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개방과 정보기술

간에 따른 차별 금지법」등이 정비되고 전반적인

연적으로 give-and-take의 법칙이 실행되어야 하

설비투자의 증가폭은 확대되었다. 이런 와중에 경

의 발달은 한편으로는 성장잠재력 향상의 기회를

노동시장 유연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고, 이런 경제체제를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상수지는 2006년 60.9억 달러로 흑자를 기록하며

제공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 환경의 불확실

다섯째,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증대 또한 필요

거래와 경쟁의 발생이다. 공정한 경쟁과 그에 의한

물가 안정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고용수

성을 증가시키므로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하다. 사회보장제도가 미숙한 사회에서는 생계형

거래에 의해 경제가 순방향으로 순환된다. 그런데

준도 정체기다.

정책수단의 제약이 늘어난 상황에서 정부실패를 방

노동시장 참여가 일어나지만 사회보장제도가 완성

한국사회의 비즈니스는 전쟁의 분위기가 팽배하고,

되면 고령인구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하락한다. 사

남이 죽어야 내가 살 수 있다는 전쟁 원리로 가득차

회보장제도가 완성될수록 자아 실현형 노동시장

있다. 이런 방식으로는 원활히 거래할 수 없다.

이와 같이 국내경제동향이 부진한 것은 두 가지
원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하고 안정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다른 창의적인 정책수단이 요구된다. 참여정부는

첫째, 성장잠재력의 저하이다. 완전고용 상태와

경기침체를 두려워하여 혹은 사회통합이란 대의명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빈부격차와 같은 경제현

적정 인플레이션하에서 경제가 달성할 수 있는 성

분에 집착하여 온정주의에 편향된 정책을 입안하지

상에 수반되는 시장의 실패를 정부의 강제적 부의

장률인 잠재성장률이 둔화되었다. 이는 생산성 향

않아야 하며, 원칙과 규율에 입각한 시장원리를 존

노동시장 역시 시장경제의 한 부분이다. 가격기

재분배 방식이나, 노블리스 오블리주와 관련된 사

상이 지연되고 노동공급이 둔화되며, 설비투자가

중하는 기본철학을 가지고 경제정책을 입안₩집행

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노동시장의 유연성

항으로 치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특정지역의 주택

부진했기 때문이다. 설비투자의 회복이 부진한 이

해야 한다. 이로써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경제 전반

이 제고되면 임금의 가격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

가격 억제를 위해 그 지역의 세금을 올리고, 특정

유는 원활한 산업구조 재편에 실패했으며 전통주

의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시장경제가 기

정부는 규제철폐 등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지역의 과도한 발전을 막기 위해 그 외의 부실한

력 산업의 투자여력이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업과 기득권층의 이익만 대변하는 비인간적인 제도

제고하고 적절한 유인을 제공하여 경제적 약자에

발전계획으로 자금을 쏟아 붓는 정책은 성공가능

해외투자에 대한 유인이 증대되고 보수적 투자기

라는 선입견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대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성이 낮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다. 실제 여러 선진

조가 정착되었으며, 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이

내수위축은 이제 우리 경제의 구조적 현상 중의

국에서도 빈부격차는 점차 심해지고 있지만 그들

약화된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향후 10년간 잠재성

하나로 판단되어야 하며 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

참여가 중요하며 노동시장 유연화로 고령층의 경
제활동 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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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광량[홍익대학교 교수]

은 강제력을 이용하여 부에서 빈곤을 메우려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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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시적인 확대재정이나 금융정책보다는 투자

다. 일본을 제외하면 어떤 나라도 국민소득 1백 달

기업은 본질적으로 사랑스러운 존재는 아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다. 그것에 대한 답은 언제

환경을 개선하는 제반 여건과 제도를 일신하는 지

러에서 2만 달러로 일어선 국가는 없다. 프랑스 석

군대가 잘 조직된 분업체계인 것처럼 기업도 분업

까지나 유보다. 이는 지구상의 수많은 나라 중 그

속적 노력과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미래 성장산업

학 기소르망은 유럽인도, 백인도, 아니면서 산업화

조직이다. 이익을 내야만 하고 개인의 의사와는 상

어디에서도 이런 예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에 대한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적

와 민주화를 이룬 두 나라로 한국과 일본을 꼽았

관없이 냉정성을 유지한다. 기업은 그 안에서 일하

극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중단기 경제정책은 선택

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신생독립국 중 산업화를

는 인간을 소외시킨다. 그렇기에 기업에 대한 정서

과 집중으로 투자와 소비 활성화를 위한 경기회복

이룬 나라는 한국을 제외하면 전부 인구 규모가 5

가 좋기는 어렵다. 더구나 기업은 개인의 소유물이

과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에 집중해야 하며,

백만 명 내외인 소규모 국가들이다. 인구 규모가 5

다. 소유권에서 오는 우연적 위험 감수형 이익은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균형발전, 10

천만 명에 육박하면서 한국만큼 성공을 거둔 나라

소유권자가 차지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기업에

대 성장산업의 육성 및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는 없다.

대한 반감은 직관적 정당성이 있다. 하지만 한국의

■ 김필헌[본원 연구위원]

① 환율

4대 부문의 구조조정 등 성장 잠재력 배양을 위한

민주화는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이해가 일치되

경우는 예외적으로 심각하다. 외환위기 이후 특히

환율이라는 것은 국가 간의 통화를 교환할 때,

정책의 지속적 추진 및 이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

는 정치구조다. 독재국가에서 국민의 이해와 지배

심각한 반기업정서가 생겼다. 기업의 과잉투자와

어떻게 서로의 통화에 가치를 책정하는가를 결정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실업대책은 일시적이

정치집단의 이해는 종종 엇갈린다. 독재의 유형에

높은 부채비율이 하나의 원인인 것은 분명하지만

하는 기준 또는 통화 간의 교환가치를 따지는 것이

고 미봉적인 공공사업 등의 확대보다는 이러한 구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전체주의적 시스템은 결국

국가정책 운영의 부실이 더욱 큰 이유이다. 그 결

다. 역사적으로 환율을 살펴보면, 처음으로 1800

조적 요인을 치유하는 바탕 위에서 근원적이고 항

시장경제로 이행하기 어렵다. 박정희 독재는 그 점

과 기업들에 과도한 투명성이 요구되었고 기업지

년대에는 금본위제도가 있었다. 유럽에서 시작된

구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에서도 예외다. 박정희 독재는 철저하게 기업 위주

배구조는 외부인의 간섭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었

환율제도로 그 당시의 강대국들이 만든 제도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구조적 요인에 의한 내수침체를

로 갔고 사적소유를 장려한 결과, 경제발전에 적극

다. 소유권 자체를 부정하는 상황에 빠져들고 있는

금본위제도는 금을 기준으로 하여서 각 나라마다

극복하는 데 있어 재정지출 확대보다는 감세정책을

적으로 기여했다. 민주주의는 자유로운 개인을 전

것이다. 자본주의의 논리로 자본주의의 논리를 공

금의 가격을 기준으로 환율이 정해지는 제도이다.

권유하기도 하지만, 감세정책과 위에서 언급했듯이

제로 한다. 자유로운 개인의 자유의 기초는 세계인

격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금환본위제도가 있었는데, 모든 나라

제한적 범주 내에서 마련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

권선언에 포함되어 있듯이 개인의 재산권을 기초

흔히 한국의 성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73년 체

가 아닌 일부 강대국들의 통화를 통해서만 금을 살

다. 참여정부의 경기침체는 경제적 요인이라기보다

로 한다. 사적 재산권이 모든 창조활동의 기초요

제를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73년은 제2차 세계대

수 있게 하는, 그에 따라서 환율이 정해지는 제도

는 경제외적, 정치적 요인에 기인하는 바가 큰 것으

민주주의의 기초가 된다는 것은 반증 불가능한 정

전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급속한 성장이 정지된 해

이다. 이와 같은 제도들을 살펴보면, 세계의 강대

로 다수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다. 앞으로는 정치

언명제다. 한국의 개발독재가 다른 나라와 달랐던

다. 미국, 일본,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의 고도

국을 따라 경제 질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볼 수

적 불안이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경제에 부

유일한 점은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한 것이었다.

성장은 73년을 기점으로 저성장으로 들어섰다. 오

있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 중 브레튼 우즈협정이

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치적 리더십

그런데 한국 내 경제이념을 둘러싼 주제는 매우

일쇼크, 달러가치 하락, 이렇게 인플레이션 시대가

맺어졌다. 브레튼 우즈협정의 결과, 미국 달러가

발휘로 정국 안정을 복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차

오래된 주제이다. 진보를 가장한 좌파들은 경부고

온 것이다. 전후 유례없는 파국적 불황을 맞아 한

전 세계 환율의 기준이 되고, 달러패권체제가 성립

대한 일이 될 것이다. 국정 운영의 방향을 진보적,

속도로 건설에서부터 포스코 설립이나 자동차, 반

국정부가 선택한 것은 정면 돌파였다. 사채거래를

되었다. IMF와 World Bank도 브레튼 우즈협정

국론 분열적, 정치 우선적, 분배 우선적 국정운영에

도체, 수출 진흥 정책 등에 모두 반대했다. 이번

동결하고 세제를 개편해 소위 선단식 그룹 체제라

이후에 나타나게 된다. 그 이후 달러의 가치 하락

서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한-미 FTA에서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였다. 지

는 재벌 체제를 만들어 냈다. 이 재벌 체제는 지금

에 따라 달러를 기준으로 하는 고정환율제도는 사

국론 통합적, 경제 우선적, 성장 중심적 국정운영으

금은 이해하기 힘든 당시의 주장들이 그때는 가능

도 격렬한 논쟁을 부르고 있고 사업 다각화로 요약

실상 막을 내리게 된다. 고정환율제도는 환율의 급

로 전환하는 지속적 노력이 요망된다.

했다. 경제는 확대균형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고,

되는 재벌 체제는 고효율의 경제였지만 동시에 특

격한 변동에도 걱정이 없지만, 정책의 독립성을 보

도전하고 모험을 하여 잘살아 보겠다는 의지가 있

혜 논란도 불렀다. 특혜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 경

장받지 못하게 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또 다

어야 가능한 것이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

제, 그리고 한국경제의 성장 또한 없었을까라는 물

른 단점으로 외부(국외)의 충격이 내부(국내)에도

는 것이 경제의 힘이고 경제의 본질이다. 자본주의

음에 불행히도 답은 아마도 그럴 것이라는 쪽에 가

그대로 전달된다는 점도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시장경제는 불합리한 사회고, 제한적 합리성의 사

깝다. 기적 같은 경제성장을 이루어 낸 놀라운 일

생산성이 급격히 높아지는 경우, 달러의 수요가 급

회이지만, 모순 그 자체가 성장 동력인 사회다.

들이 이 놀랍도록 고효율적인 체제에서 탄생했다.

증하고, 따라서 한국의 원화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바. 한국경제성장사
■ 정규재[한국경제신문 경제교육연구소 소장]

한국은 세계경제사에 드문 예외적인 성공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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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공급이 감소하고 이는 한국경제의 침체로 이

인한 통화를 나중에 일어날 현물환 거래 기간까지

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이 선진국이 되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소 중에 정부

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

기다리지 않고, 선물환 거래에 이용하는 거래방법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를 교육한

의 규제가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물가가

여 고정환율제도에서 지금의 변동환율제도로 바꾸

이다. 따라서 동시에 두 개의 거래를 할 때 현물환

다는 것은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오르면 제품의 가격이 오르기 마련이지만, 우리나

게 되었다. 변동환율제도는 외부의 충격을 내부에

거래와 선물환 거래를 동시에 하는 방법인 것이다.

하게 된다.

라는 그것을 규제하고 있다. 기업이 제품의 가격을

서 흡수할 수 있다는 점과 정책의 독립성을 보장받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의 거래량은 일일 550억 달

한 국가의 경제는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이다. 하

올리기 위해 제품의 자체의 리뉴얼을 단행해야 하

을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오늘날 세계정

러이다. 현물환율(spot rate)은 당일의 통화의 수

지만 성장률은 상승할 수도 하락할 수도 있다. 우

는 경우까지 있다. 이러한 경우 제품개발에 드는

세를 살펴보면, 투자의 규모가 커지고 세계적인 투

요와 공급량, 즉 당일의 통화 거래량에 따라 결정

리나라는 현재 성장률의 하락이라는 큰 문제에 봉

비용까지 감안한다면, 결국 경제적인 효율성이 국

자로 바뀌면서, 변동환율제도하의 불안한 상황 발

되는 것이다.

착하였다. 단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장기

가 전체적으로 낮아지는 것이 된다. 외국의 경우를

적인 관점에서 볼 때 커다란 위기를 불러올 수 있

살펴보면, 기업의 천국이라 불릴 정도로, 경제발전

는 심각한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국가 경

을 위해서 외국의 기업유치에 열을 올리는 모습을

생 빈도가 높아지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고정환율
제도로의 복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② 국제수지

환율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물가, 경제성장률,

국제수지는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로 나누어진다.

제의 위기를 국민들이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 또한

보이고 있다. 기업에 대한 규제가 한국과는 정말

금리가 있다. 물가가 상승하면, 통화가치가 하락하

경상수지는 재화의 교환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이

크나큰 문제이다. 경제위기에 대한 국민들의 불감

대조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게 되고, 상대적으로 환율이 상승하게 되기 때문에

나 지출로 결정되는 것이다. 경상수지에서 중요한

증은 결국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

물가가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것은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이다. 상품수지는 자

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경제성장률은 실질적으로 외환시장이 단기적인 흐

동차, 조선 등의 거래를 통한 수지를 말하는 것이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제조업을 통한 빠른 경

에 대한 규제를 없애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버려야

름을 보임에 따라 환율에 대한 영향력이 없다고 봐

고, 서비스 수지는 여행, 유학 등으로 발생하는 수

제성장을 바탕으로 지금의 경제대국의 위치에 이

한다. 특히, 규제가 강한 부문에서 그만큼 큰 변화

도 무관하다. 최근 환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를 말한다. 자본수지는 자본의 해외투자나 자본

르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산업의 구조

를 준다면, 국가 경제발전에 큰 도움을 줄 가능성

요인은 금리이다. 세계적으로 자본의 이동이 많고,

유입으로 생기는 수지를 말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

적 변화가 없다면 경제발전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

이 높을 것이다. 이러한 국내의 규제로 기업들은

이는 또한 금리를 따르기 때문이다. 금리가 상승하

제상황에서는 자본수지보다는 경상수지가 더 큰

에 없다. 신규 산업에 대한 과감한 도전과 투자가

해외진출이나 M&A와 같은 방법을 모색하고 있

게 되면, 외부의 자본이 유입되고, 그러다 보니 원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상품수지와

절실한 시점이다.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불균

다. 이는 결국 내수시장의 침체로 이어지고, 국가

화의 수요가 높아지고 원화의 가치가 상승해서 환

서비스수지의 불균형이 한국의 경제상황에서 큰

형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서비스업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율이 떨어지게 된다. 이 외에도 투기세력, 중앙은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의 육성에 대한 지원은 절실하다.

행의 개입 등으로도 환율이 결정될 수 있다.

의 적자의 주요인은 상품수지가 아닌 서비스수지

외환시장의 75% 이상을 은행 간 거래가 차지하

시장이 정부의 통제에서 자유로워져야 앞으로의
경제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우선, 정부는 시장

이므로 이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 있다. 외환시장에서의 가장 빈번한 거래는 현물
환(spot rate)이다. 바로바로 통화를 바꾸는 거래

아. 한국경제의 비전과 기업의 역할

를 말한다. 선물환은 주로 기업끼리 많이 이용하는
거래방법이다. 미래에 일어날 통화 거래에 대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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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철[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율을 미리 정해놓는 방법이다. 이때 정해지는 환율

경제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나라의 경제적 발전

을 swap rate라고 한다. 보통 6개월 정도의 단기

을 위해서다. 후진국은 자본, 기술, 노동 등의 요소

간으로 정해지게 되는데, 환율변동으로 인한 위험

를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용하여 나

성을 없애는 헤지(hedge)를 하기 위해서 많이 이

라의 부를 창출하지 못한다. 세계적인 자원부국들

용되는 거래이다. 그 다음으로 선물환 스왑거래가

중 대부분은 후진국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요소를

있다. 간단히 살펴보면, 현물환 거래와 선물환 거

이용하여 부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국가들만이 선진

래를 합쳐 놓은 거래로 볼 수 있다. 현물환 거래로

국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용하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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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육│사업│

방송작가 시장경제교육

가 없다. 베트남의 경우를 보면, 그들의 교육열 또

복원했다. 30년 만에 부끄러움의 상징이었던 청계

한 높지만 국민소득은 500달러에 그친다. 대한민

천을 다시 열어 세계의 명소로 만든 것이다. 그것

국의 성공의 비결은 남북한을 비교해 보면 자명하

이 우리 한국인의 모습이며, 청계천의 애환이 대한

다. 언어, 역사, 전통이 모두 같지만 북한과 남한은

민국 지난 30년의 변화의 상징이다.

단 하나 다른 점이 있다. 바로 경제제도의 차이이

대한민국이 1,000달러 소득을 이룬 것은 1978

다. 이것 이외에는 대한민국의 성공을 설명할 방법

년이다. 5,000달러 소득을 이룬 것은 1988년이었

이 없다. 북한의 평균 수명은 60년인 반면에, 남한

다. 7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는 1,000달러 소득이

의 평균 수명은 80세 이상이다. 이것은 거의 생물

오피니언 리더의 한 그룹 중 미디어를 통한 영향력이 큰 방송작가(TV, 라디오,

채 되지 않는 나라였다. 현재 국민소득 500달러인

학적 차이이다. 아프리카 뉴기니 사람들과 남한의

신문 등)에 대한 시장경제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방송에서의 왜곡된 경제관과 기업

나라 중 하나로 베트남을 들 수 있다. 베트남에 가

평균 수명의 차는 유전자로서 설명이 가능할지도

관을 바로잡고자 함.

면 자전거가 많은 것을 제외하고, 서울의 예전 모

모르나, 경제제도라는 하나의 차이만으로, 평균 수

습을 볼 수 있다. 어느 역사 선생님께서“우리나라

명의 차가 20년 정도인 것이다. 98%의 공통점에

의 5천 년 역사는 유구하다”
라고 했다. 유구하다는

도 불구하고 경제제도라는 2%의 차이가 평균 수명

것은‘모질고 질기다’
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

과 체격, 삶의 질의 차이를 낳았다.

1. 교육개요
교육기간: 2008년 4월 28일(월)∼30일(수),

3. 주요 내용
가. 한국경제의 비전과 기업의 역할

교육장소: 제주 롯데호텔 사파이어룸

을 것이다. 반도에 자리 잡고서 우리의 음식, 언어,

우리나라는 시장경제와 자본주의를 살려 세계

문화를 모두 지켜낸 것이다. 하지만 경제학자인 나

13대 경제 강국이 되었다. 작년 우리의 경제규모는

의 눈에는‘빈곤과 피침’
의 역사로 비추어진다. 5

901조 원이었다. 이는 인도, 러시아의 경제규모와

천 년 만에 처음으로 절대빈곤에서 빠져나와, 자유

같다. 인도의 10억 국민이 만든 물건의 가치와 우

와 번영을 누리며 세계 질서의 형성에 주도적으로

리나라 4천만 국민이 만든 물건의 가치가 같고, 호

참여한 첫 세대가 바로 우리인 것이다. 물론 절반

주의 가치보다는 크기까지 하다. 이는 우리가 시장

의 번영이라는 것이 안타깝긴 하지만, 지금 남한의

경제를 했기 때문이다.

전성기는 영조의 르네상스에 비길 것이 아니다.

2박 3일 합숙교육
■ 김종석[본원 원장]

GDP는 일정기간 한 나라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

국제질서 흐름에 리더가 된 나라, 지금 한국의

와 서비스의 시장가치 총합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100년 전 동대문의 모습을 찍은 사진을 보면,

모습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140여 개의 신생 독

이것은 901조 원이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905년에 전차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사

립국에서 유일하게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넘은 나

생산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를 다 합치

진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쓰러져 가는 어느 약소

라다. 물론 군사독재, 민간학살, 광주민주화운동이

면 901조 원이 된다는 것이다. 901조 원을 달러로

국의 한 모습이다. 열강의 땅따먹기 속에서 5년 뒤

라는 감추고 싶은 아픈 과거가 있지만, 성공한 나

환산하여 인구로 나누면 2만500달러가 되기에, 지

나라를 빼앗길지도 모르는 모습인 것이다. 우리나

라 중에 이러한 아픈 과거가 없는 나라는 없다. 일

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넘은 것이다.

라는 일제치하 36년을 겪고 독립을 했지만, 남북

본, 독일, 미국, 영국 등 소위 성공한 나라 모두를

이것은 사실 약간의 비약으로 보일 수도 있다. 완

이 갈라져 다시 전쟁을 하게 되는 아픔을 겪었다.

살펴보아도 어둠이 전혀 없었던 나라는 없다. 아픈

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국민총생산은 생산한 가

- 기업의 역할과 기업인 그리고 기업경영 활동

1960년대 서울의 사진에서는, 청계천과 한양대학

과거는 대한민국을 폄훼하고 부정할 근거가 되지

치를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를 국민소득으로

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올바르게 이해

교, 중랑천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청계천을 복개한

못한다. 단지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를 다짐하는

부르기 때문이다.

하도록 함.

것은 도로를 위해서가 아니라 청계천 양쪽의 빈민

근거가 될 뿐이다.

참 석 자: 양인자 작가 외(30명)

2. 교육목표
- 시장경제원리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통해 올
바른 경제상식을 갖추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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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환경과 삶의 질을 위해 2005년, 청계천을 다시

경제학은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연구하

- 미디어를 통해 비춰지는 왜곡된 기업 및 기업인

가를 없애기 위해서였다. 우리의 가난과 아픈 상처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성공의 비결로 근면한

는 유일한 학문이다.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연구 끝

상의 방영에 대한 시정을 위한 계기를 마련함.

를 덮은 것이 바로 청계천 복개사업이었다. 그렇지

국민성과 교육열을 들지만, 여기에는 과학적 근거

에 내린 결론은 나의 소득은 누군가의 지출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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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내가 돈을 번 것은 누군가가 돈을 쓴 결과

것이 아니다. 누구든 열심히 일했고 일해서 부자가

는 조직이다. 기업은 이윤을 내지 않으면 망하게

자자들이 돈을 회수한다면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

이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

되었다. 한국의 발전과정은 처음 열심히 몸으로 때

된다. 멀쩡한 회사도 2년 연속 적자나면 부도의 위

는 것이다.

다. 소득과 지출의 연쇄반응의 합이 우리나라에서

우고 부지런히 일한 것에서 시작하여, 자동화된 장

험에 빠지고, 그렇게 되면 일자리가 없어지고 해체

소비자는 투자자보다 더 민감하다. 수익률을 따

는 901조 원이다. 소득이 발생했다는 것은 누군가

비와 비싼 장비로 일하며 덜 일해도 더 잘살 수 있

된다. 기업이 기업일 수 있는 이유는 살아남았기

지는 투자자와는 달리 소비자들은 정서를 가지기

가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나 물건에 대해 현금을 지

게 된 것까지 이르렀다. 좋은 장비와 기술은 하늘

때문이다. 기업은 생존이 최대 목적이고 그것을 위

때문이다.‘생쥐머리 새우깡’
이 나오게 되면 절대

불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에서 돈을 번다는 것은

에서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기술투자의 결과

한 방안이 이익을 내는 것이다. 생존과 영속성의

구입하지 않는다. 생존이 그렇게 어렵다. 그래서

누군가가 인정하는 가치 있는 서비스나 물건을 제

로 생겨나는 것이다. 연구소를 짓고, 연구원을 양

전제가 바로 이윤이다. 기업은 소위 거래비용이라

기업은 진화하지 않을 수 없다. 시장은 생태계고,

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다. 이를 부가가치라

성하고, 특허를 요청하고, 신기술을 계속해서 개발

는 개념을 가진다. 무엇을 사고팔 때 해야 할 일이

환경에 적응하여 진화를 하는 기업은 그 속의 생명

표현할 수 있다.

해 내야만 하는 것이다. 설비의 경우, 구형의 설비

많으면 거래비용이 큰 것이고, 일이 없거나 적으면

체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기업이나, 생명체라면 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달러인 데 비

를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계로 교체해야 하는 것과

거래비용이 적은 것이다. 외국 기업과 합작을 하거

구나 성장욕구, 생존본능, 종족보존의 본능이 있

하여 일본의 국민소득은 4만 달러이다. 1년 365일

마찬가지이다. 이것이 경제학적 용어로 설비투자

나 땅을 살 때는 거래비용이 크다. 자판기를 이용

다. 진화 과정에서, 호주에만 캥거루가 있고, 한국

하루 24시간은 모두 동일하지만 이러한 차이를 보

이다. 한 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부유해지기

하는 것은 거래비용이 적다. 기업은 비용이 줄어야

에만 재벌이 있는 이유는 진화론적 기업관에서 보

인다. 물건을 많이 만들거나 비싼 물건을 만드는

위해 전제가 되는 것이 바로 기술투자와 설비투자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은 것들은 가급

면 바로 살아남은 것이기 때문이다. 변화와 적응력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많

라는 것이다. 때문에 투자를 얽매는 규제를 풀고,

적 줄이거나 아웃소싱한다. 예를 들어, 남녀 간에

을 보여주는 기업만이 살아남는다. 변화와 적응이

이 만들기 위한 전제는 열심히 일하는 것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는 것이다. 기술투자

데이트를 할 때 만날 때마다 뭐할까, 어디서 만날

대한민국 정치경제 진화의 산물이다. 족벌 경영이

1960~70년대 대한민국의 발전모토는‘몸으로 때

와 설비투자는 공무원이나 교수가 하는 것이 아니

까, 눈치보고 마찰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만날

나 불투명 내부 거래는 대기업에서만 이루어지는

우기’
였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주당

라 기업이 하는 것이다.

때마다 싸우다가“에라 같이 살자”
하게 되어 결혼

것이 아니다.

평균 근로시간은 55시간이었다. 뿐만 아니라 40대

기업친화적인 정부가 들어섰다. 정부가‘비즈니

하는 것을 경제학 용어로‘내부화’
라고 한다. 물건

대기업의 이런 문화는 우리나라의 문화와 동떨

남성의 치사율은 전 세계에서 제일 높았다. 문자 그

스 프렌들리’
라고 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받고 있

을 사고팔 때 전혀 마찰이 없다면 기업은 존재하지

어진 것이 아니다. 프랑스의 유통업체 까르푸가 망

대로‘죽도록 일해서’
가 그 이유이다. 우리나라 사

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는 것은 특수계층

못할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거래가 있는데

했다. 우리나라 문화를 몰랐기 때문이다. IBM이라

람들은 처음에 가진 기술이 없어 직접 몸을 쓸 수밖

만 잘되게 하자는 것이 아니다. 기업은 기업가만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업조직은 계속 진화₩발

는 글로벌 투명기업이 있는데, 몇 년 전, IBM 한국

에 없었다. 중동이나 월남 등 전 세계 각지로 나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가와 근로자가 함께 있는 것

전한다는 것이다.

지사가 비자금으로 고발되었다. 한국에서 성공하

일했다. 달러를 벌어 오는 것이 애국이라 믿고, 열

이지만 국민들은 오해를 하고 있다. 심지어 방송에

삼성물산은 삼성종합상사와 삼성건설로 이루어

려면 한국화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 발견되는 기

심히 일한 후 귀국해서 행복하게 살고자 했다.

서도 그러한 오해에 근거한 멘트들이 나온다. 얼마

져 있다. 삼성전자도 반도체부문, 통신기기부문,

업행태 문화, 정치사회문화가 투명해지는 만큼 기

어느 나라에서나 발전과정에서 1인당 국민소득

전 상공회의소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기업

가전부문 모두 제각각이다. 이렇게 합쳤다 분사했

업풍토가 투명해지고 건강해질 것이다. 외환위기

이 5,000달러를 넘어서면, 삶의 질과 여유, 여가에

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더니 대부

다 하는 것을 보고“지배구조가 왜 불투명한가, 왜

전, 군사독재 시기에는 기업의 생사권은 특히 대기

신경을 쓰기 시작한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

분의 학생들이“부의 사회 환원”
이라고 답변했다는

순환출자를 하는가, 지주회사로 하라”등의 요구

업일수록 청와대와 집권당 실세가 가지고 있었다.

다. 국민소득이 5,000달러를 넘어서자 사람들은

이야기는 모두 알 것이다. 그 이후 상공회의소가

를 하는 것은 도가 지나친 간섭이다. 무언가 합치

그땐 적자가 나도 대통령이 은행장들을 데려다가

판소리를 듣기 시작했고, 환경과 여가를 따지게 되

경제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고 전경련이 경제교과

거나 나눌 때의 이유는 기업 내부에서 가장 잘 알

저거 살리라고 하면 살았다. 하지만 대통령에게 한

었다. 이때, 덜 일하고 더 많이 벌기 위해 비싼 상

서를 만들게 되었다.

기 때문이다. 정부가 강요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번 잘못하면 허망하게 망했다. 그 당시에 살아남기

품을 생산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 무렵부터

우리 사회는 기업과 경제에 관한 편향된 시각이

기업의 조직과 진화는 어디까지나 기업의 사적영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윤리경영, 투명경영, 흑자

배, 자동차, 반도체, 휴대폰, 전자제품을 생산하기

널리 퍼져 있다. 기업은 영리법인이다. 열심히 돈

역이다. 기업은 매일매일 진화한다. 매일 투자자

경영이 아니었다. 대통령한테 잘 보이고 돈을 주는

시작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가발, 신발, 옷, 양말

을 벌어 가난한 이웃을 돕자고 하거나 국가를 잘살

와 소비자의 심판을 받고 있다. 신입사원에게 항

것이었다. 하지만 외환위기를 거치며 우리나라 30

들이 주된 상품이었는데 말이다.

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다. 삼성전자, 포스코

상 던지는 질문이 있다.“월급은 누가 주나?”월급

대 재벌 중에 16개가 없어졌다. 엄청난 쓰나미였던

가 비영리법인은 아니다.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

은 소비자와 투자자가 준다. 삼성그룹도 만약 투

외환위기는 기업인들을 환상에서 깨어나게 했다.

한강의 기적, 한국경제의 신화는 누가 만들어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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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놀랐다. 1997년 이전에 은행은 망하지 않

하다. 종교적 분쟁과 학살, 영토에 대한 각국의 주

사회적, 경제적 요인들에 그 이유가 있을 것 같다

사에서 독을 씻어내는 일이 시급하다. 이것은 수행

았기 때문이다. 기업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왔다.

장은 군사적 충돌을 부를 수도 있는 상태다.

고 말한다.

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동아시아 사람들이 일본 침

그러한 변화를 받아들이는 기업은 미래가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지역엔 지역적 문제를 다룰 초

그렇지만 일본은 달랐다.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략의 원인과 성격, 영향에 대해 합의를 이루어야

받아들이지 못하면 망하게 마련이다. 기업은 변신

국가적 조직이 없다. 그렇기에 동아시아의 이상적

일본은 급부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차관을 받고

할 것이다. 일본은 유럽문명의 지식을 동아시아로

하고 진화하는 존재다.

국제 질서에 대해 성찰하는 것은 뜻이 있다. 동아시

철도와 도로를 건설하기 시작했으며 25년 후엔 대

들여오는 도관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일본은 서양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지닌다. 기업이 헌법의

아 사람들과 국가들이 이 지역 역사의 해석에서 합

만과 조선에 자신의 철도를 시도한다. 왜 이렇게

의 지식을 이 지역에 들여오는 도관 역할을 하고

법률에 하나의 제도로서 보호받고 장려 받는 이유

의에 이르는 것은 필수적이며 그 바탕 위에서만 이

일본이 빨리 성장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결정적 답

있다. 분명 일본은 동아시아에 큰 공헌을 하였다.

는 그 때문이다. 기업의 존재 의의는 기업이 사람

지역의 이상적 또는 최선의 국제질서에 대한 뜻있

은 없지만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일본은

다른 나라의 현대화에 공헌했다는 것은 눈에 띄지

을 고용하고, 세금을 내고, 그 사람들에게 월급을

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 역사관에서의 차이를 좁

처음부터 지리적으로 분열되어 경쟁했다는 것이

않지만 균형 있는 평가를 위해 뚜렷이 드러나야 할

주는 것이다. 기업은 살아남아 이익을 내고, 사람

히지 않고서는 새로운 국제 질서 설계는커녕 이 지

다. 각각의 섬으로 나뉘어 중앙세력이 있긴 했지만

이 지역 현대사의 한 차원이다.

을 고용하고, 임금을 주고, 세금을 내야 한다. 공

역 국가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실질적 개선조차 나

권력의 통제가 절대적이지 않았다. 둘째로, 일본이

물론 위의 진술이 일본의 침략을 변호하거나 정

적자금으로 운영하고, 적자를 내고, 이런 것은 기

올 것 같지 않다. 이에 차이를 좁힐 만한 동아시아

분열된 정치권력 체계를 유지했다는 것이다. 천황

당화하려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무단 침략과 약탈

업이 아니다. 법을 어기는 기업은 당연히 처벌받

의 현대사에 대한 해석 한 가지를 제시하려 한다.

의 조정과 쇼군의 막부가 그것이다. 셋째, 일본이

적 군대와 모리배에 의해 저질러진 만행은 무엇으

아야 하지만 경제적 책임을 다하고 법을 잘 지키

세계 현대사의 주된 주제는 유럽문명에 의한 세

상업을 함양했고 상인계급에게 상당한 자유를 부

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하지만 일본의 침략이 일

는 기업은 책임을 다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계의 정복이다. 유럽문명의 우세는 갑작스러웠고

여했다는 것이다. 일본의 이런 다중적 분열은 유럽

본의 현대화의 한 측면이었고 이것이 두 문명들 사

국민들은 기업에게 윤리적, 도덕적 윤리적 책임까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유럽은 도시국가가 뒤범벅

문명의 흡수와 현대화에서 일본을 도왔다. 일본의

이의 지식적 불균형이 줄어드는 한 부분이었다는

지 기대한다. 기업이 착한 이웃이 되어야 한다. 기

된 곳이었고 아시아의 위대한 문명에 비해 기술들

이런 성취는 위대했지만 다른 나라에게 일본의 성

것을 가리킬 수는 있다.

업은 생존이 제일 목표인데 살아남는 전략 중 하

에서 우위를 지녔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

공은 운명의 함의를 지녔다. 일본은 공격적 확장주

나가 바로 착한 이웃이 되는 것이다. 기업이 이 사

하지만 과학혁명과 그 뒤의 산업혁명 덕에 유럽문

의 정책을 추구했고 패권국이 된 것이다.

회에서 왕따가 되면 생존에 위협이 된다. 그래서

명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우위를 얻었다. 유럽은

동아시아의 현대사는 우월한 유럽문명 지식의

류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국제질서에 관해서 우리

기업은 수재의연금도 내고 불우이웃도 돕고 한다.

파괴적이고 폭력적으로 정복을 계속해 갔고 온 세

유입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견해는 역사를 명료하

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지역의 현대사를 다듬어낸

모두 생존하기 위해서다. 기업이 당연히 복지사업

계는 유럽의 지적 전통을 중심으로 하나의 문명으

게 드러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위해 이 지

힘을 이해하고 이 지역 국가 사이의 관계를 해치거

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이 복지사업을

로 통합되었다. 그런데 일본은 유럽을 받아들이는

역이 대처해야만 하는 주요 문제들에 초점을 맞춘

나 왜곡할 수 있는 장애를 확인하여 그런 장애를

해야 소비자들이 소비하기에 기업이 사회적 책임

것에 성공한다. 서양 세력에 의해 굴욕적인 개항을

다. 먼저 아직도 남아 있는 공산주의 체계와, 일본

없애거나 줄일 수 있는 처방을 찾는 것이다. 이것

을 지고 있는 것이다.

한 지 몇 십 년 만에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의 침략으로 독이 밴 근년의 역사다.

은 우리의 능력에 대한 겸허한 평가지만 실제로는

서’
이며 그것을 다듬는 요인은 재화와 생각의 교

가 된다.‘왜 일본이었나.’유럽 밖의 수많은 나라

공산주의 철폐는 동아시아의 가장 시급한 과제

중 일본만이 유럽의 지식을 받아들여 현대화에 성

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비참과 압제를 낳는다. 하

공했다. 일본의 그런 독특한 성취는 그 자체로 흥

지만 중국, 북한, 베트남, 라오스는 아직도 공산주

미롭고 중요하다. 이런 성공적 현대화를 통해 일본

의 정권이 통치한다. 물론 공산주의 정권은 때가

동아시아는 세계 인구 3분이 1이 사는 중요한 지

은 이 지역의 패권국이 되었고 다른 나라들은 침략

되면 사라질 것이다. 공산주의는 민주주의와 자본

역이다. 이 지역의 경제는 빨리 성장하여 일본이나

과 압도에 시달리게 된다. 반면 중국은 일찍이 문

주의와의 경쟁에서 확연히 패배했기 때문이다. 하

중국은 세계 상위의 경제국이다. 이 지역의 문화적

명을 발전시켰지만 사회구조에 대한 기술과 과학

지만 공산주의 실패 여파 그 자체가 심각한 문제를

사람들은 1964년 하면 김승옥의 소설을 떠올린

공헌은 알찼고 꾸준히 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의 영향에서 유럽과 대조를 보인다. 유럽사회를 근

일으킬 것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공산주의를 철폐

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에게는 김승옥의 소설보다

이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들 중 하나

본적으로 흔들었던 주요 기술들이 중국에서는 별

해야 할 것이다.

1964년이 중요하다. 바로 국민소득이 100달러가

다. 남북은 아직 휴전상태이며 대만과 중국도 위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니덤은 지리적, 수문학적,

나. 동아시아 역사에 대한 경제적 해석
■ 복거일[경제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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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일본의 침략으로 독이 밴 이 지역 현대

구체적인 무엇에 공헌할 수 있는 현실적 평가이기
도 하다.

다. 방송작가와 함께하는 시장경제 토크
■ 정갑영[연세대학교 부총장]

된 해이기 때문이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는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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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머리카락을 팔아서 달러를 구하곤 했다.

리는 신문은 뉴욕타임스가 아닌 월스트리트저널이

많고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5~6년

원을 냈고 영국 의회는‘붉은 깃발법’
을 통해서 자

『카론의 동전 한 닢』
에서‘카론’
은 사람이 죽었

다. 조중동보다 경제신문이 더 많이 팔릴 때 대한

이내에 OECD 평균 15% 수치가 될 것이다. 누군

동차를 규제했다. 영국에서는 이 법은 30년간 통

을 때 강을 건널 때의 뱃사공 이름이다. 영혼의 평

민국은 경제대국이 될 것이다. 경제신문을 보면 파

가가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정말 경제적

용되었고 결과 독일의 자동차 시장은 발전했다. 시

안한 죽음을 위해 죽었을 때 입에 동전 한 닢을 물

생상품도 참 많다. 알지도 못하는 주식투자를 하지

으로는 큰 부담이다.

장과 사람들의 마음을 정부는 움직일 수 없다. 규

려준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말고 생각을 바꿔 경제신문을 보는 것이 좋을 것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다. 행복한 것과 부유한

같다.

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세계은행에서 지난 200년

제가 있으면 시장은 그 밑에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한다.

것은 분명한 차이를 가진다. 부유한 것은 거꾸로

양극화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더 중요

동안 경제적으로 발전된 나라들의 공통점을 분석

생긴 이차함수와 같아서 너무 많아도 행복지수는

한 것은 평준화나 형평정책으로만 양극화가 잡히

한 결과 발견한 것이 시장 지향적 정책, 정책 일관

떨어진다. 사람마다 꼭짓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지 않는다는 것이다.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가

성, 개방성, 임금과 생산성이 같이 가는 것, 기업

그것을 벗어나면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장 바람직한 길은 사실은‘교육’
에 있다. 그런데

친화적인 국민 정서의 5가지다. 시장경제의 출발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가 많다.

교육을 평준화한 것은 엄청난 잘못이다. 사회가 양

은 사람들의 마음이다.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SK C&C에는 기혼 여직원이 많다. 때문에 어린

요즘 젊은이들의 꿈은‘죽도록 일하지 않아도

극화의 구조적 틀에서 벗어나려면 개천에서 용이

대로 해 주는 것이 시장경제다. 그렇기에 사람의

이집을 다 만들어 주고 싶었지만 50명부터는 놀이

돈이 굴러들어오는 일을 하는 것’
이다. 40년 전만

나는 구조가 있어야 한다. 오바마나 빌 클린턴 모

마음으로부터, 가장 작은 씨알부터 움직이게 해주

터를 만들어 주어야만 한다는 규제 때문에 쉽지 않

해도 우리는 모두 가난했다. 김우중 회장의『세계

두 개천에서 나온 용이다. 연대 원주캠퍼스 부총장

는 것이 시장경제의 핵심이다. 사람들은 모두 다

았는데 올해 그 규제가 풀렸다. 고진감래라는 말은

는 넓고 할 일은 많다』
는 책에서 자신이 중학생 때

으로 있으면서 느낀 점이 많다. 연대 원주캠퍼스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마음이 있다. 그런데 그

여기서 쓰는 것 같다. 인간의 창의성은 무한하고,

부터 신문팔이를 하면서 쌀을 사야 온 가족이 끼니

서는 탄광지역에 있는 아이들의 교육여건을 개선

마음을 활용해서 경쟁을 시킨다. 경쟁을 시키면 조

그 창의를 가장 잘 구현하는 것이 기업이 아닐까

를 해결할 수 있었던 이야기를 한다. 정주영 회장

하기 위해 탄광촌 아이들을 3주일 동안 교육하고

직은 효율화된다. 그렇다면 경쟁을 시키고 그 경쟁

싶다. 기업인은 가장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사람들

은 고대 명예박사학위를 받을 때, 자신이 40년 전

있다. 그런데 이번 겨울에 응급사태가 한 번 생겼

에 대한 대가를 줘야 한다. 그런데 대가를 안 주면

이고 도전적이며 희망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다.

고대 본관 건물을 지을 때 벽돌을 매고 일을 했던

다. 원주 세브란스에서 맹장수술을 하고 부모에게

시장경제의 부작용이 생긴다. 그 부작용을 줄이기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 한국경제가 어렵다고들 한

인부였다는 경험을 얘기하며 오늘이 일생에서 가

전화를 하니 부모님은 안 계시고 할머니가 아이를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에 한해야 한다

다. 인도에 밀려 경제순위가 13위가 되었고 국가

장 감동적인 날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모두 가난했

데리고 살고 있었다. 그런데 할머니의 대답이“원

는 것이다.

브랜드 가치도 일본의 6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다. 그런데 한 40년 지나니까 격차가 생겼고 지금

주에 갈 차비가 없어서 가기가 어렵다”
는 것이었

원주캠퍼스 부총장 직을 맡기 전에 교무처장을

은 사람들의 사회적 용인도가 많이 낮아져 있다.

다. 수술을 시켜서 집에 데려다 줬다. 아직도 탄광

맡았다. 연대에는 교수가 1,800명쯤 되고 정교수

옆 사람이 잘살면 좀 부러워하고 받아들이면 될 것

촌엔 그런 아이들이 수두룩하다. 예전에는 지방 명

가 1,000명쯤 된다. 정교수가 되면 모두 정년보장

페루의 한 유전에 있는 석유는 한국 전체가 300

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문고가 있었고 지방에서도 용이 될 수 있었지만 지

이 되기 때문에 모두가 자신이 총장이라고 생각하

일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미국과 투자 합작

유태인은 세계적으로 부자가 많고, 언론과 노벨

금은 지방에서 조금만 여유가 있어도 전부 아이들

고 그 중 한 100~200명은 언제든 자신이 최고위

하고 있는데 그 개발을 위해 인공조림을 했다. 열

상을 지배한다. 그런데도 어릴 때부터 부자가 되는

을 서울로 보내 서울 강남의 집값만 오른다. 연대

층이 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교무처장 입장에

대우림과 인공조림은 그 아래 파이프의 유무에 그

법을 가르친다.“가난이 죄악이다”
,“네가 무슨 일

원주캠퍼스도 강원도에 있지만, 강원도에서 원주

서는 강의도 열심히, 연구도 열심히 하도록 해야

차이가 있다. 기업은 단순히 돈과 기술만 가지고

을 하든지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라, 다만 그 돈

캠퍼스에 오는 애들은 2%도 안 되어서 강원도 할

한다. 그래서 교무처장인 나는 시장원리를 도입했

돈벌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대한 배려까지

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받은 대가여야

당제를 실시하여 1등급이나 합격선을 낮췄음에도

고 수강신청과 강의평가 도입으로 강의의 질을 높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업도 뼈저

한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자와 친하게 지내

불구하고 강원도 애들은 못 온다. 이것이 평준화의

였으며 이로써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졌다.

리게 느끼고 있다. SK공장이 울산에 있는데, 울산

라”
고 교육한다. 이는 경제 관련 서적을 많이 읽

소산이다. 평준화는 없어져야 한다. 양극화는 정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시장보다 정부가 더 많은

태화강은 1급수의 수질을 가지고 있다. 울산은 우

고, 경제 강의도 많이 들으라는 얘기다. 경제신문

가 조세정책을 해서, 부자들한테 세금을 많이 받아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부는 사람들의 마

리나라에서 가장 잘사는 도시다. 잘사는 도시일수

이라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조중동 신문을 보지

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음에 닿을 만한 것을 하지 못한다. 영국에서 자동

록 환경 보전도 잘되고 있다. 또한 한국과 베트남

차 산업이 시작되었을 때 마차를 모는 사람들이 청

의 관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기업은 국가와 국가

말고 경제신문을 봐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잘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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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이런 구조 속에서 조금 더 풍요로워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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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도 심각하다. 65세 이상의 인구도 정말

라. 한국기업의 과제: SK그룹 사례를 중심으로
■ 권오용[SK그룹 부사장]

이렇게 좋지 않을 때 어떻게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까 하는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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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석유제품은 한

더라면 우리는 멕시코 수준도 안 되었을 수도 있

이익을 봤고 그 중 1조2천억 원은 특허비로 들어갔

서 만든 시계와 베트남에서 만든 시계는 10배 이상

국의 5대 수출품 중의 하나이다. 석유가 없어서 좌

다. 또 네루도 인도 전체를 사회주의권으로 만들어

다. 그 중 4천억 원은 칩 만드는 하나의 회사로 갔

차이가 난다. 독일의 칼, 일본의 스시와 달리 한국

절을 많이 했지만 한국경제는 오히려 고유가 시대

서 인도가 발전하지 못하게 했다. 요즘 친디아 열

다. IT로 가면 아직도 부품에 약하지만 우리도 못

의 국가 이미지는 데모대다. 이것이 2006년의 모

에 도약했다. 자원이 없다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나

풍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고전하는 것은 어떻

할 이유가 없다. 여기도 창의와 혁신을 가로막는

습이다. 한국의 데모는 퍼포먼스지만 때문에 한국

쁜 영향을 주는 것 같지만 오히려 머리와 재주가 자

게 보면 당연한 것이다. 대만은 원래 우리의 모델

규제만 없다면 또 하나의 규모 있는 경제 덩어리가

의 브랜드가치는 떨어지고 있다.

원인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석유자원의 부족은 한

이었으나 우리가 일찌감치 초월했다. 86년에 런던

탄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국에게 위기라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물과 공기가

에서 주재생활을 할 때 아일랜드는 기업이라고 있

하인즈 워드가 쓰는 안전헬멧이나, 루이비통 가

물의를 일으킨다. 하지만 사회적 책임을 맡기 위

자원이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는 게 흑맥주 만드는 기네스밖에 없었다. 그 당시

방의 안감 같은 것 모두 한국회사가 거의 독점하거

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금도 그것은 계속되고 있

한국경제의 미래 잠재성장률은 좋지 않다. 우리

의 아일랜드는 한국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세계를 무대로 덤빈 중

다. SK도 어려운 시절이 많았지만 기업이 자기만

경제가 가장 활발하게 성장하던 64년의 10대 기업

상황이었으나, 요즘은 전 세계 IT 서비스 기업들이

소기업은 도전해서 성공하고 있다. 창업환경은 중

을 위해 사는 것은 아니며 모두의‘행복’
의 날개를

을 보면 7개가 지금은 없는 회사다. 하지만 성장이

아일랜드에 투자하려 한다. 대한항공에서 티켓을

요하다. 보증과 어음제도는 참 잘못된 것이다. 특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 행복지수가 너무 떨

둔화되는 요즘에는 10대 기업 대부분이 유지되고

끊으면 그 발권시스템이 아일랜드에서 돌아온다는

허도 보호가 잘 안 되고 있다. 규제완화를 해야 한

어진 나라다. 빈곤을 부유하게 만든 핵심적 역할

있다. 기업에 있어 가장 좋은 것은 경쟁 환경을 조

말도 있다.

다. 서비스업도 문제다. 제조업 쪽은 세계 전체 수

을 기업이 했기에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역할도

물론 기업도 문제가 많다. 매년 줄줄이 사회적

성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제규모는 우리나라의 30

기업을 만들지 못한 대표적인 나라가 북한이다.

준의 70% 정도 되는데 서비스업은 30% 정도이다.

기업이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40~50년 전만 해

배 정도 되며, 10대 기업에 최근 10년 내 발전한

북한의 전력은 남한의 오징어잡이 배들이 만들어

공익의 개념으로 돈벌이를 못하게 하는 개념이 있

도 기업이 없어서 불편하던 일이 너무 많았지만

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한국은 경쟁이

내는 전력량보다도 못하다. 1948년 5월 15일 신문

다. 학교와 은행과 병원도 모두 기관이라고 해서

예전에 비하면 지금은 그런 일이 정말 적다. 기업

잘 되지 않고 있다. Fortune이 매년 글로벌 500대

을 보면 북한에서 남한의 전력을 끊어버렸던 사건

묶어놓고 있다. 그러다 보니 서비스 수준이 엉망이

이 없어서 당했던 억울한 일들을 기업을 만들어

기업을 발표하고 있는데, 일본은 95년 140개였던

이 있다. 그 가장 큰 차이는 기업을 만든 것과 기업

다. 기업가 하겠다는 아이들이 없다. 온 국민이 기

내면서 해소하여 왔다고 생각한다. 기업을 사랑하

것이 10년 새 반도막 났다. 지금 세계경제에 광풍

을 없앤 것에 있다. 아일랜드와 핀란드가 잘살 수

관원이 되려고만 한다. 기업의 창의성을 가로막는

면 사랑받는 기업을 만들 수 있다. 사랑받는 기업

처럼 몰아치는 것이 친디아(Chindia) 열풍이고 한

있게 된 것은 기업 친화적이었기 때문이다.

규제가 없으면 서비스업도 클 수 있다.

을 많이 만들어서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으면

국은 지난 10년간 비슷하다. 1인당 GNP를 4만 달

희망을 보자. 우리는 아직도 일과 저축을 많이

러로 만들고 싶으면 Fortune의 500대 기업 중 우

한다. IT 등의 성장 동력도 탄탄하며 혁신도 잘되

리나라 기업을 현재의 14개에서 30개로 늘리면 된

는 편이다.“세상은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에

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지난 40년의 경

의해서 점점 지옥으로 변하고 있다”
는 말이 있듯

제성장 결과를 보면, 땅 넓이로는 109위이며, 인구

이 좋은 목적에서 시작했더라도 결과는 나쁠 수 있

수로는 25위인 한국이 국내 총생산은 200여 개국

다. 오히려 경쟁하게 하고 스스로가 최선을 다하게

중 10등 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무역규모도 마찬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기업인은 혁신 덩어리

가지다. 산업에서는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은 전

다.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나 현대의 정주영 회장은

부 세계 1~3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행복수치

모두 혁신적인 인물들이다. 일례로 1979년 전경련

는 정말 낮다. 최근 10년에서 그 전 10년의 성장을

회관을 20층으로 지으려고 할 때 정주영 회장은

빼 보면 좋은 성과를 내지는 못한 것이 된다.

대공포를 전경련회관에 올리라고 하여 10년 이상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가장 크게 공헌한 사람을

전경련회관 꼭대기에 대공포가 있었다. SK의 휴

외국에서 뽑아보면 먼저 모택동을 들 수 있다. 10

대전화 사업도 마찬가지다. 체신부가 아니라 정보

억 명이 넘는 인구를 사회주의에 가둬서 암흑을 만

통신부였다면 기업의 혁신력이 이렇게 많이 발전

들어 놨다. 중국과 우리가 60년대에 같이 경쟁했

할 수 있었을까 싶다. 작년 삼성은 10조 원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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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이미지를 보면“스위스=시계”
다. 스위스에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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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간부 시장경제교육

본원에서는 규제개혁을 위한 한덕수 총리의 부

규제, 집행의 업무이므로 규제의 절차, 집행, 처벌

탁으로 작년 39개 분야 80여 명의 국내외 전문가

의 과정에 문제가 많다. 규제개혁은 문제를 해결하

를 초빙하여 규제개혁에 관련된 대규모의 보고서

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규제는 어떠한가?

를 작성하였다. 그 결과 3분의 1이 불량규제라는

물론 규제학회 교수들과 전문가들은 규제에 관해

것을 발견하였다.

국제 비교를 해 보았는데, 그 결과 한국의 규제가

세계은행에서는 1년에 한 번씩‘기업환경지수’
를 발표하는데 그 중 한국은 30위다. 이를 볼 때

이나 환경 등에 관한 규제는 선진국이 더 많고 구

우리나라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체적이다. 우리나라 규제의 문제는 개수가 많은 데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와 우리나라의 각종 규제현실에 관한 본원의 시장경제교

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본원에서 연구한 내용대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과 집행에 불량이 있다는 데

육을 통해 일선 경찰관들(경정/경감)의 실질적인 경제현실과 기업의 경영활동에

로 규제개혁을 할 경우 기업환경지수는 15등까지

있다. 양이 아니라 품질의 문제이다.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공감대를 형성코자 함.

올라간다. 생각보다는 높지 않은 등수이다. 기업하

그렇다면 품질을 개선해야 할 규제에는 어떤 것

기 좋은 나라와 환경은 규제를 푸는 것만으로 되는

이 있는지 살펴보자. 우선 법에 근거하지 않는 행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금, 행정효율, 사법제도,

정 지도형 간섭이 많다. 예전부터 국가의 업무는

법치주의, 재산권 보호와 같은 여러 부문에서 우리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무엇이든지 정당하다고 여

나라는 아직도 후진국이다. 하지만 15등이 되는 것

겨지며 행해졌다. 일례로 과거 금융감독원에서 금

만으로도 기업환경이 나아질 것이기에 본원에서는

융기관에 지시할 때는 은행에 전화를 해서 명령을

금년 8월쯤까지 15등 이상으로 올라가기 위한 개

내렸고 이것이 당연시되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

혁전략을 작성 중에 있다.

후 외국계 금융기관이 들어오면서 이들이 이러한

1. 교육개요
교육기간

제1기: 4월 17일(목)~18일(금)

2. 교육목표
- 시장경제원리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통해 올
바른 경제상식을 갖추게 함.

모든 정부부처는 민간의 관점에서 규제를 바꾸어

행태에 문화적 충격을 겪었고 그때부터 외국계 금

야 한다. 규제가 만들어진 후에는 이것을 준수 하는

융회사는 금융감독원에게 지시를 할 때는 문서화

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크든 작든 모든 정부규제는

하라고 하여 그 관행이 바뀌었다. 또 다른 예로 교

비용이 든다. 이것은‘순응비용준수부담’
이라고 하

육부 장관은 관행적으로 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허

제2기: 8월 30일(목)~31일(금)

- 기업과 기업인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함.

는데 이번 보고서를 만들면서 깨달은 것은 규제의

락하는 교육감을 간섭한다. 지금도 법 규정 없이

제3기: 10월 11일(목)~12일(금)

- 경찰조직에서 부족한 현실경제에 대한 실질적

경우 양이 문제가 아니라 질이 문제라는 것이었다.

간섭하는 관행이 매우 많은 것이다. 경찰조직 또한

정부규제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규제를

마찬가지일거라 생각된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

- 시장경제원리 및 각종 규제 등이 경찰조직에서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규제의 필요

체에게 물가안정을 위한 감시를 지시했을 때 이러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파악하고, 실

성은 인정하면서도“이런 것까지 규정해야 하는

한 감시 지시는 단속이 되고 시장에서 정해진 자유

제 업무의 규제와 혁신에도 도움이 되고자 함.

가?”
라고 하며 이 같은 규제가 합리적이지 못하다

요금을 단속하게 된다. 단속에 불응하면 이를 괘씸

참석자

고 생각한다. 하지만 규제가 싫다고 해서 전부“없

하게 여겨 더욱 강압적으로 나오는 것이 보편화된

제1기: 경감 강향희 외 59명

애라, 폐지하라”
고 주장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

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이러한 관행을 없

규제는 현명한 사람이 지키기 좋게, 부담 없이 하

애지 않으면 규제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제4기: 11월 8일(목)~9일(금)
제5기: 12월 6일(목)~7일(금)
2일씩 전일교육, 연 5회 시행
교육장소: 전경련회관 3층 특2회의실

제2기: 경감 윤종규 외 59명

접근을 가능케 함.

3. 주요 내용

제3기: 경정 조강원 외 59명
제4기: 경정 신명섭 외 62명

가. 규제개혁의 비전과 전략

제5기: 경정 김윤수 외 59명
■ 김종석[본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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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많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식품

2008년 시장경제연구백서

는 것이 정답이다. 줄이고 철폐하라고 하기보다는

리스크는 투자위축과 기업의 비용 상승 요인이

지키기 좋게 만들어 법을 준수하는 사람이 규제가

된다. 우리나라의 민원창구에서는 정부의 규제행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부담 없이 만들어야 한다.

정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분명치 않은 경우가

현행 규제는 무엇이 문제인가? 경찰업무의 경우

많다. 행정적으로는 재량권을 남긴 것이지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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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서는 이것이 장관(또는 위원회) 마음대로가

먼지규정은 알고 보니 청정지역보다 엄격하게 정

되어 버린다. 그 때문에 겉으로 보았을 때 법적절

해져 있었다. 규제가 자연상태보다 엄하니 이를 지

또 하나 우리나라에는 중복규제가 많다. 한 명의

차는 지키지만 실제로는 로비 등을 통하게 되는 것

킬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식품원산지표시제도 있

피규제자나 하나의 행위에 대해 여러 부서에서 규

이다. 한국은 규제 리스크가 크다. 또한 규제행정

으나마나한 규정이다. 처음에는 90평 이상 대형업

제를 행한다. 같은 잘못을 범했는데도 여러 군데에

우리 사회에는 법과 도덕을 비교적 가볍게 여기

에 불확실성이 많다. 기업인은 불확실성은 싫어한

소에서만 지키면 되었던 것이 30평 이상 모든 식

서 달려든다(이중규제). 이는 정당한 법 집행이다.

는 풍조가 무성하다. 과거 우리나라의 노비제도는

다. 기업의 본질은 뇌물이라도 주고 안심하고 사업

당으로 점점 범위가 확대되었다. 하지만 전국에 식

하지만 규제를 받는 사람은 피곤하다. 이를 해결하

인류역사상 가장 혹독하게 짜인 제도였고 노예제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다. 모호하고 애매한 규제

당 수만 70만 개이다. 뜻은 좋으나 단속하는 사람

기 위해서 OECD에서 회의를 하였다. 원스톱서비

로 인해 사람들은 주체적인 행동에 제약을 받았다.

는 원하지 않는다.

도,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모두 피곤하다. 게다

스, 규제집행 대행 업무를 활성화하자는 아이디어

그 당시 전 국민 중 최소 20%~최대 50%는 노예

가 메뉴에 원산지 표기를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겠

가 나왔으나 아직까지 특별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였다. 반면 특권계층인 양반은 법 위에서 군림하였

는가, 이는 지나친 이상론이다.

는 않은 상황이다.

다. 노예제도가 성행한 역사적 규정이 현재까지 내

많은 규제가 비현실적이다. 지켜질 수 없는 규정
을 가지고 붙들고 있다. 서양에서의 법은 공동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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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자세이다.

나. 피해자 없는 범죄
■ 복거일[경제평론가]

더불어 살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인 것에 반해, 아

현재 우리나라의 규제는 사전규제, 원칙금지 방

불량규제는 왜 생기는가? 이는 구조적인 문제이

려와 창의적 독자성을 가진 사람을 억압하고 남성

시아권은 법과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상론₩명

식이다. 규제를 집행하는 사람은 직업병적 문제를

다.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규제에 관한

위주의 문화를 만들며 법을 잘 지키게 하는 풍토를

분론₩당위론에 빠져 있다. 기업이 공장을 설립하

가진다. 검사 눈에는 모든 사람이 피해자로 보이고

풍선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규제는 면책의 효과와

정착시켰다. 노예는 자신도, 자식도 주인의 뜻에

자고 하면 환경문제를 꺼내며“기업이익을 위해

의사 눈에는 모든 사람이 환자로 보이는 것처럼 규

권위 등 여러모로 편리한 면이 있어 졸속규제, 고

매여 있었다. 이러한 상황이 천 년 넘게 지속되면

환경을 파괴하자는 것인가?”
라고 말한다. 소비자

제를 집행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모든 사람이 단속

비용 규제 등 실제 문제와는 관련 없는 규제가 생

서 한국에서는 법과 도덕이 제대로 융성하지 못했

법과 관련해서는 선진국의 규정만 보고 규제를 정

대상으로 비친다. 당국자들은 그 분야에 대해 제일

겨난다. 규제도 예산이나 세금처럼 제3자의 통제

다. 법과 도덕은 개인이 주관적 판단과 행동을 할

한다. 때문에 실상은‘법 따로 현실 따로’
이다. 비

잘 안다고 하며 규제를 만드는데 이들은 정직한 국

적 관점이 필요하다. 규제행정도 정부가 만들어 내

때 꽃피우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은

현실적 규제는 집행이 어렵다. 이 때문에 발생한

민까지 잠재적인 탈법자라고 여기며 이에 대해 규

는 서비스 상품인데 이 상품에 대한 품질은 정부가

다수가 소수를 지배하고 군중들에 의해 휩쓸리는

불완전집행은 법이나 질서를 이상적 진행으로만

제를 만든다. 예전에 인터넷은 통신이고 라디오나

책임져야 할 것이다. 규제의 올바른 집행을 위해서

경향이 있어 범죄를 억압하는 힘이 매우 약하다.

흐르게 한다. 아시아 문화에서 법의 개념은 사람들

TV는 방송이었다.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는 특정계층이나 지역사람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

다수가 목소리를 높이면 법과 도덕이 제한하는 것

이 추구하는 이상적 세계에 대한 합의문서이다. 법

애매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업계, 통신업계는

공정경쟁을 하여 순편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지켜

이 매우 약해진다.

을 지키면 예외적으로 모범이고 존경을 받는다. 그

서로 관여할 수 없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정부규

지지 않는 규제는 없는 것보다 더 나쁘다. 법을 잘

현재 발생하는 촛불시위 등의 법을 무시하는 세

러면서도 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없이 모든 사람이

제도 기술을 따라가지 못해 기술의 하향평준화를

지키는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되기 때문이다.

력들은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비용보

한두 가지씩 법을 어기며 산다. 때문에“어떻게 법

조장한다. 5~6년 전만 해도 관세청에서는 입국심

법을 지킨 국민에게 보람을 느끼게 해주어야 한다.

다 크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행동하는 것이다. 결

을 다 지키고 사나?”
라고 말하면서 준법투쟁과 같

사 후 세관 검사할 때 모든 사람의 가방을 검사하

법대로 사는 사람은 피해를 보지 않게 해주어야 한

혼이나 범죄와 같이 경제적 현상으로 여겨지지 않

이 법을 지키는 것을 투쟁의 방법으로 여긴다.‘지

였다. 하지만 이제는 기술의 진화를 통해 여행패턴

다. 현재 그렇지 못한 것은 잘 안 지켜지는 법제도

는 것도 따지고 보면 모두 경제적 판단이 전제되어

하철 3분 동안 문 열어 놓기’등이 그 예이다. 다른

이나 프로필을 조사하고 범죄자를 미리 색출함으

때문이다. 법을 지키는 사람의 인권이 우선이다.

있다. 종합적 판단에 의한 범인의 의식적이거나 또

예로 현재의 가정의례법은 가정의례준칙으로 바뀌

로써 더 이상 불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도록 바꾸었

경찰은 전체적으로 법을 잘 지키는 것을 원한다.

는 무의식적인 습관이 행동하게 하므로 사회가 질

어 권고 규정이지만, 외환위기 이전에는 처벌받을

다. 선진국은 국가가 국민, 외국인을 믿는데 왜 우

법을 지키는 사람이 법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도록,

서를 찾기 위해 법은 권위를 지니고 엄격하게 집행

수 있었다. 가정의례법상 빈소에는 화환을 7개 이

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는가. 사전규제에서 사후규

준수율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민을 의심

되어야 한다.

상 진열하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어기면 처

제로, 원칙규제에서 원칙통과로 바뀌어야 한다. 기

하지 않아야 하고 정직한 사람이 규제를 의식하지

시장경제에서는 법의 권위가 절대적이다. 자본

벌받았다. 그 때문에 화환은 돌려보내고 화환에 붙

술 진보와 행정능력의 향상이 국민에게 혜택으로

않게 해야 한다. 사전규제를 사후규제로,

주의 시장경제를 이루는 근본은 재산권이다. 그것

어 있던 리본만 떼어서 벽에 붙이는 일이 생겼다.

돌아와야 한다. 국가가 국민을 믿는 대신 국민이

negative system을 positive system으로 바꿔야

이 없어지면 자본주의는 허물어지게 된다. 그러나

지킬 수 없는 비현실적인 규제, 현장에서 타협되

국가를 배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

할 것이다. 혁신의 차원에서 경찰조직이 직접 많은

우리 사회의 재산권은 약하게 지켜지고 있다. 재산

는 규제집행이 한국의 문제이다. 환경부에서 만든

길 시에는 강한 처벌을 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아이디어를 제출해야 할 것이다.

권을 허무는 것은 세금이다. 정부는 공권력을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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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재산권을 무너뜨리는데 이것이 우리 사회의

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특히 매춘 문제는 사회에서

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들이 생겨났고 이것 중 하나

근본적인 문제이다. 재벌들에 대한 수탈의 행위는

너무 심하게 다룬다. 매춘 문제는 법을 비현실적으

가 성매매이다. 따라서 결혼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

또한 성매매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은 경찰력을

칭찬을 받는다.

로 만들어 버렸다. 토론은커녕 점점 금지가 강화되

해서는 성매매가 필요한 것이다. 결혼은 현재 사회

엉뚱한 곳에 사용하는 것이다. 범죄가 발생했을 당

우리는 범죄에 대응하는 능력을 어떻게 키울 것

어 가고 있다. 피해자 없는 범죄는 뚜렷한 피해자

에서 유일하게 인정한 성욕 해소장치이다. 대개 결

시 범죄자를 검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인가? 먼저 질서유지에 투입되는 자원을 늘려야

가 없지만 법적으로는 이러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

혼을 하는 나이는 30세 정도인데 성욕이 깨어나서

범죄자를 처리하는 비용 또한 엄청나다. 성매매는

한다. 건국 이후 치안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였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범죄는 폭력범죄와 비교

가장 왕성한 시기는 사춘기부터 결혼 전까지이다.

돈이 오가는 것을 유일한 근거로 친다. 현금이 오고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했을 때 심각함이 덜하다. 영국에서는 폭력범죄에

고등학생, 대학생에게는 사회적으로 용인된 성적

가야만 성매매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실제로 결혼

방안으로는 정부의 공권력 행사 시 공권력이 부족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덜 심각한 범죄에는 자원을

해결수단이 없고 그렇기에 이런 성욕을 수음으로

도 마찬가지다. 결혼을 솔직한 관점에서 바라보면

하다면 이를 시장에 맡기는 법이 있다. 치안 또한

덜 투입하여 많은 효과를 거두었다. 우리나라는 중

해결하게 된다. 종교적 성자도 행하기 힘든 성욕의

결혼 또한 타산에 의해 이루어진다. 사회적 지위가

상당한 부분을 시장에 맡길 수 있다. 그 예로 보안

앙에서 획일적으로 지시하는 경찰 제도를 따르고

억제를 청소년에게 강요하는 것이다.

높거나 재산이나 다른 면에서 유리한 쪽은 상대방

회사, 죄수호송, 사설감호 등이 있다. 미국에서는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각하게 반성해야 할 것이다.

성욕의 폭발에 대한 안전판인 성매매를 법으로

에게서 결혼 당시 지참금으로 그것을 매워나간다.

경찰 고유의 업무도 시장이 행하고 있다. 경찰차

성매매를 강제로 처벌하는 것을 철학적 문제와

막고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은 문제이다. 결혼한 사

결혼처럼 계산이 정확하고 철저한 일이 없고, 한 번

수리, 도난품 회수, 다중이용시설순찰, 경찰서 경

현실적 문제로 살펴볼 수 있다. 철학적 문제로 접

람도 가정폭력이나 배우자 강간 등 성적만족을 이

하면 물릴 수 없는 계약이다. 자칫 잘못하면 일생을

비 등을 민간 기업이 맡고 있다.

근했을 때 성매매 처벌은 우리 사회의 기본원리에

루지 못하고 있다. 장기출장이나 별거를 하게 되면

망치게 되므로 철저히 판단하게 된다. 결혼도 실제

또한 탐정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이러한 탐정제

어긋난다. 성매매는 성욕의 해결을 위한 거래이

성욕해결에 대한 대책이 없게 되므로 성매매를 허

로는 거래인 것이다. 겉으로 돈만 오고가지 않을 뿐

도는 시민들이 자신에게 가해지는 특수한 위해를

다. 이는 자발적인 거래라는 전제하에 양 당사자

용하는 것이 유일한 대책이다. 간통은 남성에게는

거래이다. 성매매는 일 회에 그치는 거래지만 결혼

스스로 막게 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예전부터 사

가 서로 이득을 얻는 거래를 하는 것이다(모든 거

아버지의 의무를 지니지 않는 자식을 가지게 하고,

은 수천수만의 하부거래로 이루어지는 포괄적 거래

설탐정이 보편화되어 있다. 탐정제도가 시행되면

래는 사회의 복지를 향상시킨다. 거래가 많아질수

여성에게는 다른 남자의 씨를 통한 포트폴리오 전

이기 때문에 눈에 드러나지 않는 것뿐이다.

당장 경찰관에게 혜택이 온다. 은퇴 후 자신의 능력

록 사회가 발전한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매춘을

략을 쓰게 한다.

과 경험을 이용해서 탐정 일을 할 수 있게 되기 때

혐오하는 것 이외에는 문제가 전혀 없다. 현실적

인간은 이러한 간통을 막기 위해서 성매매라는

꿔야 하며 이런 여론을 바꾸는 주체가 바로 경찰이

문이다. 법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 증거 확보 시 보

문제로 접근했을 때 사람들은 성매매를 인신매매

해결책을 쓸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매매를 억압

다. 경찰이 직접 나서야 하며 성매매 종사 여인들

상금을 준다. 자연스럽고 시장경제에 맞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하지만 인신매매라는 것은 폭력의

하면 성매매는 점차 점조직적으로 퍼지게 된다. 경

을 기업가로 대접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개인

근본적으로는 범죄의 심각함과 범죄를 다루기

문제이지 성매매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 사

찰은 성매매가 조직화되는 것을 막고 포주의 폭력

자영업자에게 제공되는 법적₩정책적 지원을 해야

위해 투입되는 자원이 비례하도록 해야 한다. 즉

회의 논의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것을

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 성병도 막아야 한다. 성

할 것이다. 네덜란드에서는 포주가 사회를 위해 공

사회에 가장 해로운 범죄를 다루는 데 가장 많은

보여준다.

매매 여성은 몸이 재산이므로 몸을 더욱 아끼게 된

헌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경찰이 이러한 여론
형성을 위해 활동해야 한다.

성매매를 위해 실제적으로는 법보다 여론을 바

자원을 투자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폭력범

성매매 금지는 조직범죄의 가능성을 야기할 수

다. 하지만 성매매를 법적으로 금지하면 이러한 성

죄에 대한 자원의 집중이 덜 인식되어 있다. 대신

있다. 그와 관련된 예로 1920년대 미국에서 만들

매매는 점점 여러 불법적인 사회공간으로 퍼져나갈

스스로가 상부상조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스스

사회에 덜 해로운 범죄에 많은 자원이 투입되는 경

어진 금주법은 밀주를 팔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수 있고 성병도 더 많아질 수 있다. 1960년에‘서종

로 돕는 것보다 효율적인 대책은 없다. 위험한 일

우가 있다. 예로 선거철에 선거법 위반을 잡기 위

는 이유 때문에 조직범죄의 창궐을 불러왔다. 성은

삼’
을 없앤 일에서 우리는 씁쓸한 교훈을 배웠다.

을 통해 얻은 노하우를 정책에 이용하도록 경찰이

한 경찰력 동원 등을 들 수 있다.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성욕은 인간의 기본적

성매매 금지로 가장 불쌍한 계층의 여인들이 가

피해자 없는 범죄 중에는 동성애, 마약, 매춘 등

욕구다. 결혼은 사람들의 성욕 해소를 위해 생겨났

장 많은 피해를 보게 되었다.“이들이 지옥으로 가

이 있다. 마약에 대한 결론은 그래도 마약을 아예

는데 결혼만으로는 거대한 성욕을 해결할 수가 없

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는 말로 표현할 수

금지하기보다는 술이나 담배처럼 합법화하고 관리

다. 그렇기에 결혼생활이 항상 위협받는 것이다.

있다. 성매매를 확실히 막지도 못하면서 단순히 금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결혼은 훌륭한 것이고 사회적 기능을 잘 수행하지

지하는 것은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인들의 생계를

피해자 없는 범죄를 사회에서 억제하고 범죄화하

만 본성을 다스리기에는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이

박탈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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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장경제 메커니즘의 이해와 오해
■ 손정식[한양대학교 교수]

사람은 인센티브에 반응한다. 혜택이 주어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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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하고, 비용이 늘어나면 하지 않으려 한다.

프리카 53개국의 무역규모를 합해야 4,435억 달

19세기와 20세기의 부강국은 식민지 쟁탈에 성

이것이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이다.

러이다. 5,000억 달러 이상 국가는 11개밖에 없다.

공한 국가들이었다. 당시 국가경쟁력은 군사력에

그래서 우리를 12대 무역 강국이라고 이야기하는

의해 좌우됐고 당연히 경쟁주체는 군대였다. 그렇

것이다. 후진국이 경제발전을 못한 이유는 식민지

기에 국가의 핵심 어젠다는 강력한 군대 건설이었

수탈과 내전, 또는 자원부족 때문이다. 하지만 어

다. 하지만 이제 과거와 같이 무식한 전쟁이 끝났

판소리 명창 고 박동진 옹이 1시간을 공연하면

떤 나라도 한국에 대해선 이 이유들을 대지 못한

다. 21세기에 부강할 나라는‘시장 쟁탈전’
에 성공

50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인기가수 이효리는 출

개방경제는 폐쇄경제의 반대개념이다. 1960년

다. 우리는 절대빈곤을 탈출했고 12위 무역대국에

한 나라일 것이다. 예로써 우리나라는 뉴욕의 타임

연하면 500만 원을 받는다. 노동가치설에 의하면

대까지는 북한이 남한보다 잘살았고, 1972년도까

진입했다. 그래서 한민족은 위대하다고 생각한다.

스퀘어, 로마 국제공항 등에 여러 광고를 내놓고

이효리 양의 노래에 투입된 노동이 박동진 옹보다

지는 북한의 1인당 소득이 남한보다도 높았다. 하

“한강의 기적(Miracle of the Han River): 주식회

있다. 이제 국가경쟁력은 곧 기업경쟁력이고 경쟁

10배 많았기 때문이지만 틀렸다. 이것은 인기, 선

지만 2006년 GNI는 북한 256억 달러, 남한

사 한국(Korea Ltd.)의 성공. 정치적 리더십과 기

주체는 기업이 되고 있으므로 국가의 핵심 어젠다

호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가수 이효리가 경찰청에

8,873억 달러로 남한이 북한의 35배였고, 1인당

업가들이 해냈다.”

는 경제전쟁의 첨병인 기업을 키우는 것이다.

공연하러 간다고 했다가 갑자기 공연을 못한다면

⑴ 부강한 나라와 부의 원천 - 시장경제와 개방경
제의 힘

국민소득은 남한이 북한의 43배였다. 표류 중 남
한에 내려왔다가 북한으로 복귀한 북한 군인의 키

⑹ 노동가치설의 한계

교수인 내가 휴강할 때와 엄청나게 큰 반응 차이를
⑵ 필리핀의 교훈

⑷ 우리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인가?

를 보면, 청년층 남성의 평균 신장은 한국이

보일 것이다. 이것도 인기, 선호의 차이에서 기인
하는 것이다. 결국 가치 창출의 궁극적 요인은 효

① 경제를 잘못 운용하면 한 세대 안에 일류 경제가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2008에 따르면,

용이다. 인기가 가치를 증가시키고, 가격을 상승시

삼류 경제가 될 수 있다.

한국은 세계에서 30번째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이

킨다. 인기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가

그렇다면 50년 동안 이런 경제적 차이가 일어난

왜 필리핀은 빈곤하게 되었는가? 민족경제를 건

다. 하지만, 창업하기 좋은 나라로는 110번째이고,

치혁신(Value Innovation)이라고 부른다.

원인은 북한은 계획경제₩폐쇄경제, 남한은 사회경

설하고자 외세를 배격하고 외국자본을 기피했으며

노사관계는 세계에서 131번째이다. 우리나라는 명

제₩개방경제였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시장경제 국

자립경제로 수입대체(import-substitution) 발전

백히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이다. 하지만 부강한 나

가들에도 차이는 있다. 1960년대 초 필리핀과 한국

전략을 짰기 때문이다. 경쟁자들이 들어오지 못하

라를 만들려면 부강한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경제의 차이를 보면 1인당 국민소득이 필리핀은

도록 관세장벽을 쳤지만 관세장벽으로 인해 기업

200달러, 한국은 81달러였다. 필리핀은 1960년대

들이 경쟁할 의욕은 사라졌다. 국가 경영자는 경제

초 아시아 2위 부자나라였고, 풍부한 지하자원과 3

발전전략을 잘 선택해야 한다. 이것은 FTA에서도

모작이 가능한 자연환경을 지닌 국가였으며 아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173.3cm. 북한이 158cm이다. 이러한 키 차이는
양국의 경제적 차이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아에서 최초로 고속도로를 개발한 나라였다. 반면
한국은 125개 UN 가입국 중 101위 최빈국이었다.

② 나라는 부강해야 한다.

⑺ 21세기 가치 창출 방법
21세기는 지식기반경제시대이다. 부의 원천이

⑸ 가치는 무엇에 의해서 창출되는가?

물적자본에서 지적자본으로 바뀌면서 이제 지식,
정보, 기술 중요하다. 대한항공과 NHN의 경우를

왜 어떤 상품은 비싸고 어떤 상품은 쌀까? 고전

살펴보자. 대한항공은 108대의 보잉747을 보유하

학파 경제학자(Adam Smith, Karl Marx)의 고민

고 직원 수도 NHN에 비해 훨씬 많다. 하지만 영

은 노동 가치설(Labor Theory of Value)에 있었

업이익은 대한항공이 6,368억 원, NHN이 3,895

1963년 장충체육관을 건설 당시 한국에는 기술이

현재 3D 업종에서 다수의 필리핀 노동자들이 일

다.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궁극적 요인은 노동이

억 원으로 1인당 이익은 각각 4,258만 원, 1억9천

없었다. 이것은 필리핀 건축가들이 건설한 것이다.

하고 있다. 필리핀에는 3D 업종의 일마저도 많지

라는 것이다. 시계 가격이 1만 원인 이유는 노동가

만 원이다. 시가총액은 대한항공 5조5천억 원대,

그런데 2007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달

않다. 우리도 가난했을 때는 3D 업종을 마다하지

치 3천 원과 부품가격 7천 원 때문이다. 이 부품가

NHN 10조8천억 원이다.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

러이며 필리핀은 1,524달러로 현재 아시아에서 가

않았다. 우리가 가난했을 때는 간호사들이 독일로

격에는 다시 노동가격 5천 원과 원자재가격 2천

어날 수 있는가? NHN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부를

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다. 한국은 현재 두바이에

가서 시체를 닦았고 광부들은 지하 1,000미터 40

원이 포함되어 있다. 원자재가격에는 노동임금과

창출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Burj Dubai를 건축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도 막장 선탄부에서 일했다. 이것은 다 우리가 가

원광석 가격이 포함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원광석

21세기는 지식에 기반을 두어서 가치를 혁신해

2005년도에 수출 2,800억 달러, 수입 2,600억 달

난했기 때문이다.

가격은 0원이다. 남태평양에 참치가 돌아다녀도

야 한다. 두바이에서는 길이 9km, 폭 7km의 300

잡아서 인천항까지 끌고 와야 가치가 있는 것이지

개 인공 섬을 만들고 있다. 이것이 Ocean View를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다. 노동이 투입되어야 비로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러로 5,000억 달러 무역시대를 열었다. 중남미 38
개국의 무역규모를 합하면 5,136억 달러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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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가치가 생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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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km의 해변이 창출되어 땅값이 극대화될 수 있

진다. 소비자가 항상 왕 대접을 받는 것은 아니다.

않다. 다만 기업인들은 지나친 법질서가 경제발전

수준의 기준을 갖고 있어야 하며, 이렇게 된다면

다. 이것이 바로 지식기반, 가치혁신이다. 가치혁

동해시의 오토캠핑장은 전 국민의 복지를 위한 것

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현

정치적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경찰에 대해 지

신은 창의적 사고로 이어진다. 일본의 사과주산지

이 아니라 동해시를 위해 한 일이었다. 결론적으로

재의 시국에 대해 기업인들을 중심으로 심각한 경

시할 때도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다른 사회영역처

아오모리 현이 태풍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대부분

가격상승은 수요증가에 의해서만 가능하지 상인의

제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럼 경찰영역에 치안법이라는 전문법이 생성되고,

의 과일들이 떨어져서 절망하고 있을 무렵, 그들은

얌체상혼이나 탐욕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우리는 이러한 우려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경찰이 치안전문가로 성장하며, 민주화 요구와 경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은 힘센 사과”
라는 브랜드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려면 최소한 생산비용만큼

현재의 집회상황은 포스트모더니즘적인 시민운

제성 등이 뒷받침되는 가운데 일정한 법을 지키고

를 새로 만들어 보통 가격 10배의 비싼 가격으로

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세상에 공짜는 없다(No

동이라고 볼 수 있다. 쇠고기 문제로 불거진 통치

그 법의 수호를 통해서 치안이라는 보편적 이익을

팔았다. 결과는 없어서 못 팔 정도였다. 수험생이

Free Lunch!)”설사 어떤 사람에게는 공짜이더라

스타일에 대한 시민의 반감이 연대를 불러왔고, 이

생산해 내는 문제인식이 필요하다.

나 병원 위문품으로 주로 사용되었고 이는 아오모

도, 누군가 원가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다. 경로

는 등가성 연대라고 한다. 등가성 연대는 구심점

현대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각국의 치안

리 현의 사과 수입이 3배 반이 넘었다. 창의적 사

차원에서 노인에게 대중탕을 무료화한 시책이 있

도, 이념적 통일성도, 지휘본부도 없다. 그렇기에

유지 상황은 다르며 시민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처

고에는 정답이 없다. 과제나 문제에 대해 남과 다

다. 노인의 대중탕 이용원가는 대중탕 협정요금 조

특정 정치이념을 가진 세력이 이것을 자신의 힘으

하는 엄격성의 수준도 각 나라마다 차이를 가진다.

른 해법(A Different Solution)을 탐구하는 것이

정 시 반영되고 결국 대중탕의 손님들(서민들)이

로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 운동을 정

이는 정치문화의 한 부분이고 시민문화의 한 부분

중요하다. 20세기는‘개미’
가 잘살던 시대이고,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무료화하면 경로대접을

치이념의 공방이라고 특징짓는 것은 운동 세력의

이며, 치안체계의 현주소이기도 하다. 개인적인 견

근면 성실이 미덕이었다. 21세기는‘매미’
가 잘사

받는 것인가? 시장경제에서 가장 많이 대접받는

반발을 불러올 수 있기에, 정부나 경찰은 이를 인

해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치안의 엄격성은 비교

는 시대로 모든 것을 가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예

사람은 돈을 잘 쓰는 사람이고 시장경제에서 가장

식하고 이것이 과거 시민운동과는 다르다는 것을

적 높은 수준이 아니다.

전의 구호는‘Work Hard’였지만 21세기는

푸대접 받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이다. 노인에게

깨달아야 한다. 시민불복종운동은 불법이며 제재

전통적으로 경제가 법보다 우위를 점하는 시대

‘Work Smart’
이다. 근면하고 성실한 것은 기본

버스를 무료화하면 노인들을 태우지 않을 것이다.

를 가할 수밖에 없지만 모순적으로 시민불복종운

를 일컬어 개발독재 시대라 한다. 하지만 민주적

이고, 거기에 가치 있게 일하는 것이 추가되어야

노인들이 진정 대접받게 하려면 경로수당을 주어

동을 불법이라고 해서 탄압하면 권위적 합법주의

법치국가라는 헌정적 질서가 문민정부시대 이후

한다. 좋은 인재는 창의성과 상상력을 지니고 있어

야 한다.

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극복되었다. 현재는 신자유주의와 세계주의가 경

야 한다.

사회지도층에게 기자들이“북한에 쌀 50만 톤을

법은 통일된 질서다. 그런데 현대사회의 법은 통

제적인 특징이다. 시장 질서를 중시하고, 이윤 극

지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일성이 거의 없다. 예를 들어 경제법에서의 법의

대화를 추구하며 규제를 완화, 철폐하는 것이 신자

물어본 적이 있었다. 대부분은 좋다고 했지만 이

정의와 의료법, 노동법에서의 정의가 충돌하고 있

유주의의 특징이다.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사회복

질문에는 오류가 있다. 이것은“물에 빠진 어린아

는데 이것은 법 자체의 시스템적 충돌이다. 증권분

지예산들을 삭감하며, 공공재개념(의료, 교육, 부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피서지에

이를 구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과 똑같다. 이것을

야(가장 우파적인 법제도), 의료법(가장 좌파적인

동산)이 철폐되어야 한다.

서는 매년 바가지요금 시비가 많다. 동해시가 망상

비용과 연관 지어서 질문했어야 했다.“북한에 쌀

법제도), 노동법(경영의 자유, 기업의 자유, 근로자

가장 먼저 의료기업의 민영화를 이뤄내야 한다.

해수욕장에 96억 원을 투자해서 오토캠핑장을 설

을 50만 톤 지원하는 대신, 국내 빈곤 노인층에 대

에 대한 복지 등을 절충시키는 중간적 법제도)등

현재는 사회보장 의료보험인데 이러한 제도는 의

립했고 이것은 성수기에 2배 높은 요금을 부과한

한 쌀 지원 규모를 감축하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

각각의 법제도들이 서로 충돌₩대립하고 있다. 전

료평등을 가져오지만 의료발전에는 전혀 도움이

다. 하지만 이것은 악덕업자의 얌체상혼인가? 요

십니까?”
라고 말이다.

문법의 발전은 경찰 업무영역에까지 영향을 끼친

되지 않는다. 의료기업의 민영화를 통해 큰 이익을

다. 경찰이 가지고 있는 전문법으로는 치안법이 있

창출해 낸 것은 민간보험회사가 운영되고 있는 독

다. 치안유지 자체가 시민들에게 새로운 보편적 이

일의 사례로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단의

익을 위해 등장했다. 경찰의 독자성이 치안을 유지

운영비가 상당히 큰데, 동일한 의료보험조건을 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찰들은 치안전문가로 새

간에도 개방한다면 비용절감 등을 유발하여 보험

롭게 발전하였다.

금을 가입자에게 돌려줄 수 있다. 이것은 사회보장

⑻ 수요와 공급에 대해 알기

금은 여름에 올라간다. 겨울에는 동해안의 요금이
반이 된다. 악덕업자의 얌체상혼은 온도와 비례하

라. 법질서의 확립과 경제₩경영의 발전

는가? 아니다. 휴가시즌 해수욕장의 숙박과 수요
가 폭증하기 때문에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가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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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이 시장의 법칙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업인들은 대부분 우파적인 경

바가지요금의 날벼락을 맞지 않으려면 수요가 적

향을 띠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대

경찰이 독립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시민들에게

의료체제를 해체하자는 것이 아니며, 단순 민영화

은 곳에 가면 된다. 소비자들은 선택의 자유를 가

다수의 기업인들은 특별한 정치이념을 갖고 있지

보편적 이익을 주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선진국

를 하자는 것이 아닌, 경쟁체제로 만들자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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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의료보험을 보완해 주는 것이지 해체하자는 것

를 위해 B캐피탈에게 A회사의 주식을 1년 동안 매

지롱드파 장관의 아내는 이렇게 말했다.“자유여,

더뎠다.‘수입대체 자주자립 전략’
으로 인한 생산

이 아니다.

입해달라고 요구하여 B캐피탈이 이를 매입, 관리

너를 위해 얼마나 많은 생명이 희생되느냐.”

의 확장 제한도 문제였다. 반면 박정희는 외국과

기업은 이윤추구, 이윤극대화가 목적이다. 기업

했다면 이것은 주가조작이 아니다. 1년 후 주가가

프랑스 정치에 새로이 등장한 로베스피에르의

교류를 장려하였기에 국산품의 품질이 무한 발전

부문이 아닌 영역이 기업의 행동방식과 기업의 시

10%로 올랐고, A회사가 B캐피탈에게 관리비로

경제정책은 프랑스 어린이들은 우유를 반값으로

하였고 생산의 확장도 가능했다. 박정희는‘수출

스템을 답습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기업사회화라

5%를 준다면 결국 B회사는 15%의 이익을 얻는다.

마실 권리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서민과

주도형 개방추구 전략’
을 사용한 것이다.

고 한다. 현 정부가 기업사회화의 이미지를 너무

하지만 A회사가 망해서 주가가 -50%가 된다면 B

빈민을 위해 가격을 내렸다. 하지만 이로 인해 낙

1964년에 서독 뤼프케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강조하여 시민들이 이에 비판의식을 갖고 있기에

캐피탈의 경영진이 배임죄로 처벌받게 된다. 우리

농업자들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젖소를 도살하게

이 만났다. 한국에서 파견된 간호사들이 일을 성

실제로 정책을 시행하기도 전에 조직적 저항이 표

나라 법원은 결과를 보고 경영을 실패하면 처벌한

되었고, 결국 낙농업 자체가 위축되어 우유 품귀현

실히 해내서, 박정희 대통령이 우여곡절 끝에 서

출되었다.

다. 미국의 경우 경영판단이론에 근거하여 결과는

상이 일어나 우유 구하기가 힘들어졌다. 이것은 수

독을 방문하게 된 것이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실패했어도 투자에 대한 판단근거가 명확할 시에

요와 공급곡선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수요와 공급

는 파독 간호사와 광부의 급여로 비료공장을 지었

는 책임을 묻지 않는데도 말이다.

그래프에서 가격을 강제로 내리면 우유의 부족 현

다. 당시 광부/간호사들의 급여는 웬만한 한국 장

사법주의는 법을 경영이나 경제의 합리성보다
우위에 두는 것이다. 사법주의에 대한 3가지 예를
살펴보자. 먼저 분식회계는 모두 불법인가. 기업은

현대의 법은 조정자 역할을 하며 다른 사회와의

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긴 기다림, 낮은

관 급여와 맞먹는 수준이었다. 아우토반을 보고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기에 장기전망을

차이를 조절해나가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

성공률, 배급, 암시장의 고통이 발생했다. 결국 경

감명을 받은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기

통한 순이익을 줄이기 위해 자산평가를 매우 보수

다. 치안법이 전문법으로 성장하기 위해 경찰이 치

제부담은 서민과 빈민에게 가중되었다.

에 이른다.

적으로 하고 가장 낮은 가격의 자산평가를 통해 순

안과 관련된 원칙들을 개발해 나갈 때 치안전문가

이에 로베스피에르는 사료 값을 내렸다. 젖소를

또한 일본수교와 대일청구권 자금을 통해 포항

이익을 줄여나간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은 경영

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고, 정치적 종속관계도 완

도살하지 말라는 의미였으나 결국 사료의 양도 줄

제철을 건설했다. 이는 박태준의 저돌적 태도 때

악화시기에 저평가 자산을 정상적으로 평가하여

화되며, 시민으로부터도 존경과 존중을 받게 될 것

어들었고 이는 민중의 분노를 일으켰다. 수요와 공

문에 가능했다. 또한 치산녹화에 성공했다.“산이

경영의 어려움을 메우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이익

이다.

급을 동시에 고려하지 못하면 아무리 명분이 좋아

푸르게 변할 때까지는 유럽에 안 가겠다”
고 선언

도 성공할 수 없다. 지도자와 관리자는 복합적 사

한 것은 상당한 수준의 녹화를 가지고 왔고 이를

고를 지녀야 하며, 경제를 하는 사람은 뜨거운 가

통해 산림청 직원들이 국제기구에 진출할 수 있었

슴만이 아닌 차가운 머리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 물론 부작용도 있었다. 목재 대신 연탄을 사용

의 유연화를 법적으로는 위법으로 정하여 분식회
계라 하고 처벌하며 시민단체는 분식회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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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요구하고 그것이 정의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를 처벌하는 것은 경영의 합리성을 훼손하는 것

일반외과와 성형외과 전문의를 살펴보자. 20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중독 또는 사망사고

루이 14세는 절대왕권을 가지고 태양왕으로 권

전만 해도 일반외과는 메이저 과목이었고 성형외

다음으로 LBO가 있다. A회사가 B회사를 인수

력을 누리며 베르사유 궁전을 건축하였다. 이것은

과는 마이너 과목이었다. 하지만 일반외과의 가격

현대중공업에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 초기 현대

할 때 인수자금(자산)이 없어 C은행으로부터 대출

1600년대에 완공된 건물이지만 엄청난 규모를 자

을 통제하면서 일반외과로 가고자 하는 학생의 수

중공업을 세우려 할 때 바클레이 은행은 영국정부

을 받아 B회사를 인수한다면 이를 차익매수라고

랑한다. 하지만 이면에는 이 왕조가 국민에 대해

는 줄어들었다. 결국 오늘과 같은 일반외과 전문의

의 신용보증을 요구했고, 영국정부는 배를 2척 지

한다. C은행은 B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해 주

얼마나 심한 수탈과 착취를 했는지 살펴볼 수 있는

부족현상이 발생하였다. 가격을 내리는 것은 아주

어오면 돈을 주겠다고 했다. 이때 정주영은 George

었고 이 경우 B회사는 회사를 정리하는 것이 기업

흔적이 남아 있다. 무려 2만2천 명이 월급을 받지

단편적인 사고다. 진정 민중을 위하는 것은 공급을

Livanos라는 사람을 만나 2척을 불리한 조건으로

을 살리는 결정이라 여겨 A회사에게 기업을 매각

못하고 일했으며, 이것이 프랑스 혁명의 전조가 되

확대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가격은 자연적으로

인도해 주기로 했다. 이후 현대중공업은 2년3개월

한 것이다. 이후 B기업이 인수되어 정상화되어도

었다. 1789년 프랑스에는 국민공회가 처음 생겼

하락한다. 이것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지만 경제

만에 조선소를 완공하고 2년6개월 만에 배 2척을

A회사는 처벌을 받는다. 왜 모든 사람(주주, 채권

다. 좌파는 자코뱅이라고 불렸고, 우파는 지롱드라

를 위해서는 좋은 일이다.

완성했다. 오늘날 현대중공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자, 노동자)의 이익인데도 이를 처벌하는가? 이는

고 불렸다. 혁명을 이끈 로베스피에르는 뜨거운 가

1970년대까지는 북한이 남한보다 경제적으로

법적정의와 다른 사회의 합리성이 충돌되고 있다

슴을 지닌 변호사였다. 1793년 국민투표에 의해

풍요로웠다. 이때 김일성은 자주자립의 원칙을 세

삼성의 이병철은 반도체 사업을 발전시켜서 일

는 것을 보여준다.

루이 16세가 처형된 이후 프랑스는 왕정과 결별했

웠고 이에 외국과 교류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수

본 휴일에 시장가격의 절반으로 D램을 공급했다.

다. 로베스피에르에 의해 2,600명이 처형되었고

요자가 무조건 국내인이었고 생산기술의 발전이

이로 인해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급상승했고 일본

이다.

세 번째로 주식파킹이 있다. A회사가 주가관리

192

■ 윤창현[서울시립대학교 교수]

2008년 시장경제연구백서

를 당했다.

조선회사다.

Ⅱ. 2008년 연구 외 사업 193

기업은 격침을 당했다. 정부는 반도체, 철강, 조선,

작되고 그 과정에서 사회주의가 생겨난다. 중국은

규모나 국민경제에서의 중요성에 따라 행정상 지

할을 하지 못했고 간접금융을 주 업무로 하는 금융

가전 등을 집중 육성하였다. 당시 미국의 레이건은

사회주의 혹은 민주주의를 도입하려 할 때, 자신들

위가 부여되고, 동일 수준의 감독관청의 관리를 받

시스템이 형성되었다. 개혁진전에 따라 정부를 대

세금을 감면하였고, 국방비 지출을 늘렸다. 그래서

이 당한 제국주의가 잘못되었다고 보고 사회주의

았으며 행정의 틀 속에 편입되어 다양한 행정서비

체하여 가계가 자금공급부문이 되어 은행이 가계

미국의 재정적자, 수지적자가 발생하였다. James

를 도입하며 그 당시 사회주의를 도입한 소련의 도

스를 제공받았다. 기업조직 내에 공산당 지부가 설

에서 기업으로 자금흐름의 중심이 되었음에도 불

Baker는 일본이 미국 적자의 근원이라고 주장했

움을 받으려 했다. 아직도 중국의 기업은 모든 조

치되어 그들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

구하고 직접금융시장은 취약하고 중앙은행의 금리

고 1985년 9월 22일에 이루어진 플라자 합의는 엔

직들을 다 가지고 있다. 생존을 위해서다. 중국 국

한 것은 물론이다. 하지만 개혁 이후 중국 국유기

정책에 의한 거시경제 조절이 불가능하다. 또한 금

화의 가치를 상승시켰다. 덕분에 일본제품 값이 급

영기업은 그 규모에 상관없이 유치원, 학교, 병원,

업은 점진적 개혁을 확대해 갔다. 기업자주권을 확

융시장 미숙으로 국유기업은 은행자금 등 외부자

상승하였고, 한국제품들은 호황을 누렸다. 여기에

호텔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적

대하고 이윤청부제를 실시하며 청부경영책임제,

금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높은 자본비용으로 국유

서 국민소득의 화려한 상승이 이루어졌다. 이런 것

인 시각의 도입으로 현재는 비효율의 덩어리를 없

현대기업제도 등을 도입했다.

기업이 경영에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은행 부실채권

을 3저 현상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인식과 이해의

애려는 변화의 움직임을 보인다.

부족이다. 이것은 눈물과 땀으로 뿌렸던 씨앗이 열
매를 맺은 것이다.

⑶ 중국의 농촌개혁

⑴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제2차 세계대전 전 상하이는 아시아 금융센터의
역할을 했다. 하지만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후 집권

농촌개혁에서는 농가청부경영제가 도입된다. 농

적 계획경제하에서 자금순환이 변화하여 금융기관

중국은 1992년 이후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도입

가청부경영제는 농가별로 농작업을 도급받아서 정

은 존재하나 금융기능은 부재하는 상황에 이르렀

한다. 덩샤오핑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목표로 한

액 상납분을 뺀 나머지를 자신의 몫으로 하는 것이

다. 개혁개방 후 정부를 대신해 가계가 자금공급원

다는 개혁정책을 발표하고 생산재의 소유제 구조

다. 인민공사체제가 해제되고 향진정부가 설립되

이 되면서 자금순환 과정이 변화되고 금융 중개 기

를 다양화했다. 주식제기업 설립을 허용하고 국유

어 향진기업이 성장하게 된다. 농촌의 비농업부문

능이 필요해지면서 금융시스템을 개혁하게 된 것

기업을 주식회사로 전환하여 자주경영, 자기책임

이 발전하여 농가소득이 향상했으며 농민이 다양

이다. 이는 간접금융 중심의 금융시스템, 즉 국유

경영주체로 전환하며 비국유 자본의 참여를 허용

한 업종에 종사하게 된다. 하지만 지역 불균형 성

은행이 금융 중개의 중심이고 주식, 채권 발행과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는 사회주의 체

하였다. 또한 국내 통일시장을 형성하려 소비재와

장이라는 부작용도 생겼다. 또한 최근 삼농(농업,

유통을 제한하고 상장기업 선정에 있어서도 1999

제에 자본주의적인 체제를 도입하는 것을 말한다.

생산재 시장을 확충하고 금융, 기술, 노동시장을

농촌, 농민)문제는 심각하다. 도시₩농촌 간 소득격

년까지 기업 수를 정부가 할당하며 기업의 회사채

중국이 사회주의를 도입한 것은 역사가 굉장히 길

육성하였다. 또한 금융재정제도를 개혁하여 거시

차가 확대되고 저소득 농민이 도시주민보다 높은

발행도 활성화되지 못한 직접금융기능제약 때문이

다. 150여 년 전, 청나라 시대에 중국은 세계에서

정책수단을 강화하고 시장규제, 산업정책으로 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 대표적인 문제다. 이런

었다. 간접금융 중심의 편중된 모습을 시정하고 자

은이 가장 많았다. 현재에 빗대어 보면 외환보유고

장을 통제하였다.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는 2004년 농업세 5년

본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중국은 금융시스템을 개

내 전면 폐지를 확약하고 농민의 비농업부문 진출

혁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현재 중국은 기업자금조

에 의한 농업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

달이 외국자금, 특히 은행차입에 크게 의존하고 자

다. 호적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토지를 유동

본비용이 상승하여 기업경영이 악화되며, 또한 은

화하는 것도 방안이다.

행 대출자산 가치가 저하되며 부실채권 문제가 불

이제는 개방과 화합을 통해 선진국으로 나아갈
때이다. 뜨거운 가슴을 접고 차가운 머리로 경제에
접근하자.

바. 한국의 시장경제와 중국의 시장경제
■ 박승록[본원 선임연구위원]

가 가장 많았다는 것이다. 그 당시 영국은 세계에
서 가장 재정적자가 심했다. 중국은 사회적으로 가

⑵ 중국의 국유기업개혁

장 존중받는 가치가 삼강오륜이었고, 영국은 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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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표면화되고 있다.

를 만들고 식민지를 개척하는 것이 가장 미덕이었

개혁 이전 중국의 국유기업은 생산단위에 있어

다. 중국의 부를 뺏어오기 위해 영국은 아편을 밀

기업경영 관련 의사결정권(생산, 판매, 고용, 인사,

어 넣었고, 임칙서가 아편 수입을 막자 그 사람을

재무 등)이 부재하고 이윤은 재정부에 납부하고 손

면직시키고, 임칙서의 포대를 공격하여 아편전쟁

해는 전액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정부는

을 일으킨다. 그리고 아편전쟁의 배상금으로 청 재

자본축적을 위해 저임금을 책정하고, 의료비, 연

중국 금융개혁의 문제는 금융시장거래의 효율화

정수입의 3분의 1을 빼앗아간다. 더하여 제국주의

금, 퇴직금을 지불했으며, 주택을 제공했다. 기업

와 개방화를 추구하지 못했으며 체제 이행 과정에

연합군을 조직하여 북경까지 함락시킨다. 그 이후

이 종업원 생활유지를 위해 각종 시설을 만들고 대

서 자금순환 방향이 변화했다는 것이다. 계획경제

로 중국에서는 서방세계에 의한 굴욕의 역사가 시

기업은 병원, 영화관 등까지 제공하는 형편이었다.

하에서 자금의 정부집중으로 은행은 실질적인 역

2008년 시장경제연구백서

거지고 있다. 국유기업 경영악화와 부실채권 문제
⑷ 중국의 금융시장

발생은 중국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
⑸ 중국의 노동시장
중국은 1978년 새로운 헌법에서‘계획출산방침’
을 내어 놓았다. 부부 한 쌍당 자녀 1명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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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많아도 2명, 간격은 3년 이상을 두고 낳으라

현재 한국은 투자위축으로 인한 총자본형성이 정

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는 사회주의에서 잘 살펴볼

한편 사유재산권이란, 특정자원의 사용방법을

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각 지방과 직장 지도자에게

체되어 제1의 성장 원천을 상실하고 대기업의 내

수 있다. 가격이 통제되면 생산이 왜곡되고 자원이

결정하고 그로 인해 초래된 결과에 대한 처분을 결

계획출산 책임제를 할당하여 지도자 업적평가에

부자금 투자로 투자여건이 한계에 부딪혔으며 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며 정보가 왜곡된다. 사회적

정하는 권리를 말한다. 사유재산권은 가격제도를

반영했으며 한 자녀 증서부여 장려금, 의료, 유치

공계 기피 및 핵심기술 인력부족, 정부의 R&D 투

협동이 파괴되면 시장이 파괴되고 결과적으로 경

형성한다. 사유재산이 없으면 교환할 것이 없기 때

원, 초등학교 입학 보조금 등의 우대조치를 취했

자 부족, 대기업 편중 R&D 투자 등으로 위기를 겪

제발전에 해가 온다. 예를 들어 정부의 개입이 많

문에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다. 이것은 가격이 없는

다. 하지만 위반 시 임금을 삭감하고, 벌금을 부과

고 있다. 기술혁신, 즉 연구개발과 인적자본축적만

을수록 정보가 부정확해지고 경제적 조정이 일어

사회주의가 망해 나가는 것을 볼 때 알 수 있다. 또

했으며 징계면직처리까지 했다. 하지만 한 자녀 정

이 유일한 대안이다.

나지 않으며 사람들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다. 정

한 사유재산권은 열심히 일할 유인을 제공한다. 사

부는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비를 절감해 주기 위해

유재산권이 잘 보장될수록 경제가 발전한다. 사유

임대료를 통제하지만, 결과적으로 실제 생활비가

재산을 보호하면 자원의 낭비가 적고 공해와 환경

증가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해가 되기도 한다. 분양

파괴가 덜하며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며 권력을 분

원가 공개 같은 것은 주택가격 통제와 유사하다.

산할 수 있다. 하지만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면 경제

식품의 가격을 통제해도 굶어 죽는 사람의 수가 오

성장이 둔화되고 가격제도가 왜곡되며 일할 유인

히려 증가한다.

이 감소되고 자원이 낭비된다. 또 공해와 환경파괴

책은 성비불균형을 심화시키고 무호적 자녀, 즉 계
획 외 출산에 대한 처벌 회피를 위해 호적지와 다

사. 시장경제란 무엇인가?

른 곳에서 출산하거나 호적등록을 하지 않는 자녀
들의 취학, 의료, 취직 등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고령화가 급진전하여 2040년에는 전 인구의

인간사회는 분업에 의한 협동사회다. 사람들은

17%가 65세 인구가 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자신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자급자족

것으로 예상된다.

보다는 서로 교환을 함으로써 더 많은 것을 향유할

시장경제의 근간은 자유경쟁과 사유재산권이다.

개혁개방 이전 중국의 도시 노동시장은 고용에

수 있음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면서 구성원 각자가

먼저 자유경쟁을 보면, 인간에게 경쟁은 피할 수도

대한 집중적 계획관리제도, 엄격한 호적제도를 통

상대적으로 가장 잘할 수 있는, 비교우위가 있는 일

제거할 수도 없는 숙명과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는 다만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사유재산권

한 노동력 구분, 농촌노동력의 도시이동 취업 금지

을 특화하고 협동해 왔다. 사람의 수가 늘어나고 협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이다. 연필을 만들기 위해 나

을 보장하고 국방과 치안에 힘써야 한다. 또한 자

등을 통한 엄격한 노무관리를 했다. 하지만 개혁개

동이 다른 공동체로 확대됨에 따라 특화할 기회가

무를 원한다면 가구나 종이를 만들려는 사람이나

유경쟁을 보호하여 자유경쟁을 해치는 행위를 처

방 후 도시 노동시장이 형성되며 비국유기업이 등

더욱 늘어나고 분업도 더욱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집을 지으려는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한다. 지우개

벌해야 한다. 또한 생활능력이 없는 장애인, 노약

장했고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비국유기업의 노동

기술이 발전하고 효율성이 증대하며, 생산이 증가

를 만들기 위해 고무가 필용한 사람은 타이어, 고

자, 부모 없는 아동 등을 위한 복지제도를 만들어

력 채용이 권장되었다. 또한 비국유기업, 외자기업

하고 사람들이 더 많은 시간을 휴식, 오락, 사색에

무장갑, 공, 신발을 만드는 사람들과 경쟁해야 한

시장을 보조해야 할 것이다. 작은 정부만이 시장경

의 진출로 국유기업의 경쟁 환경이 악화되며 농촌

쓸 수 있게 되어 사람들의 생활이 넉넉해지고 윤택

다. 경쟁은 소비자에게 가장 잘 봉사하고 효율적인

제를 튼튼하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이다.

노동력이 유입되고 도시 노동시장이 활성화되었

해졌다. 사람들이 교환을 하는 이유는 이익이 있다

기업에게 희소한 자원의 통제권을 넘기는 장치다.

다. 현재 중국은 점차 내부노동시장에서 외부노동

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적은 가치를 두는 것

자유경쟁은 약육강식에 의한 정글의 법칙이 아니

시장으로 활용반경을 넓혀가고 있다. 사회보장제

과 많은 가치를 두는 것을 교환하는 것이다. 수많은

다. 동물은 소비만 할 뿐 생산할 줄 모르기에 동물

도도 개혁 전에는 취업과 사회보험을 일체화했지

거래를 통해 재화와 서비스가 그것에 가장 가치를

의 경쟁은 소비의 경쟁일 뿐이지만 인간은 소비와

만 현재는 연금제도와 실업보험제도를 개선하고

많이 둔 사람에게 이동하고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

생산을 동시에 하기에 시장에서의 대부분 경쟁은

기업은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금납부를

도시빈곤층 형성을 막기 위한 최저생활보호제도를

의 후생이 증가한다. 이에 시장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비경쟁이 아니라 생산경쟁이고 이는 소비자에게

통해 국가를 유지하며, 국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상

도입한 상태다.

노동력과 생산물을 서로 교환하며 협동하는 과정에

이익이 되는 경쟁이기 때문이다. 경쟁이 셀수록 경

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제공하는 것을 존재의의로

서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발달한다. 즉 시장경제의

쟁력은 높아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더 정직하다고

둔다. 이윤창출은 기업의 목적이며 동시에 기업의

본질은 자발적 교환을 통한 사회적 협동이다.

생각하는 사람과 거래하고 싶어 하면서 도덕적 결

영속성 확보를 위한 필요조건이다. 기업은 매일매

시장경제는 가격제도를 통해 작동한다. 가격은

과도 좋아진다. 하지만 자유경쟁을 방해하면 비효

일 투자자와 소비자의 심판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중국과 경쟁하여 살아남기 위해 한국은 산업구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대한 정보의 집약체이다. 시

율적인 기업이 희소한 자원을 사용하게 되고 경제

진화₩적응한다.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조를 고도화하고 경제성장을 해야 한다. 개도국은

장가격의 본질인 자발적 교환과 협동은 가격에 의

성장이 둔화되어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몰락할 수

도태되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남기 위해 생존경쟁

요소투입, 선진국은 생산성 증가에 의해 성장한다.

해 이루어지며 가격이 없으면 이러한 사회적 협동

있다. 또한 비도덕적 행위가 증가한다.

을 계속하고 있다.

⑹ 한국의 과제

196

■ 안재욱[경희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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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한국기업의 이해와 과제
■ 이인권[본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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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본질은 기업진화론을 통해 알아볼 수 있

나 내부거래를 통해 다수의 대규모 계열사들을 실

도 폐지, 지주회사 설립제한 대폭 완화 등이 있다.

⑴ 경제성장의 요인

다. 기업진화론은 기업환경을 생태계로, 기업은 그

질적으로 소유, 지배하는 총수일가의 의사결정이

기업은 부와 소득창출의 원천이자 경제발전과

생태계 속의 생명체로 보는 것이다. 기업은 기업환

다른 기업, 혹은 기업집단의 의사 결정에, 또는 국민

국민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성장의 엔진이다. 기업

경제성장은 참 중요하다. 나라 경제가 전체적으

경이라는 생태계에 적응하면 진화, 변신하지만 적

경제 전체의 자원분배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인

의 성장과 한 나라의 경제발전은 비례하며 한 국가

로 휘청거리자 주가가 폭락하고 경제성장과 국가

응을 못하면 도태하게 된다. 그렇기에 특정시대,

식에도 근거하고 있다. 이리하여 1986년 말 1차 개

의 총생산 및 1인당 국민소득의 수준은 그 기업의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는데 이것은 남의 이

특정사회에 특징적으로 발견되는 기업풍토와 조

정에서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재벌 규제를 도입

자산규모와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에게 절실한 문제이다. 골고

직, 행태는 기업환경의 산물이다. 혼탁한 기업환경

하였고 이후 2007년까지 12차례의 개정을 거치며

앞으로 기업집단은 개방적, 수평적 위계구조를 통

루 잘사는 평등과 분배의 문제를 등한시하는 것은

은 혼탁한 기업문화를 초래할 것이고 경쟁적인 기

실체규정 및 집행수단 등이 보완, 수정되어 왔다.

해 전문경영인을 활용하여 사업성, 수익성 위주의

아니지만, 경제성장은 참으로 중요하다. 자동차를

업환경은 경쟁력을 가진 기업을 만들어 내게 되는

규제 도입 초기에는 가공자본 조성을 통한 계열

경영으로 경영하며 독립기업 경영체제를 구축하는

예로 들어 보면 엔진과 브레이크 모두 중요하다는

것이다.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 우리 기업환경에

기업 확대 방지에 온 힘을 다했다. 지주회사의 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분권적이고 자율적인 의

것이다.

는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국내 금융시장이 국제화

립금지 및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에 대한 상호출

사결정 구조에서 CFO의 기능에 치중하여 철저히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GDP로 잰다. GDP의 P

되고, 국내 주요 기업에 외국인 지분이 증가하며

자금지, 출자총액제한,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

시장을 지향하고 자본시장의 수익과 위험 기준을

는‘생산’
을 의미한다.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이‘생

기업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이 감소했다. 당시 많은

한 등이 추가되었다. 1990년대에는 경제력 집중억

적용해야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산’
하면 성장하는 것이다. 국가는 돈이 많아야 잘

혼란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 모두는 기업이 살

제는 재벌문제를 소유와 지배권 집중의 문제로 인

마지막으로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지기 위해 노

사는 것이 아니라 물건이 많아야 잘사는 것이고 그

아남기 위한 적응의 단계였다.

식하기 시작하여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에 대한

력할 것이다. 사실 기업의 제1목적은 경제적 책임

러려면 생산을 많이 해야 한다. 신고전파 경제학자

대기업 위주의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은 한국경제

자기자본의 200%인 기준채무보증제한을 신설했

으로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에 있고 그 다음이 법과

들은 노동과 자본, 기술, 경영, 시장과 상품경제의

도약의 동인임이 분명하다. 개발연대의 경제발전

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은 살아남기

발전요소로 꼽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제도’
이

은 정부주도하에 제한된 자원을 소수의 능력 있는

을 위한 기업구조조정과 함께 경영의 투명성과 책

위해 윤리적인 책임과 자선적 책임까지를 모두 부

다. 성장의 원인으로 생산요소를 나열하는 것은 틀

기업에 선택적으로 집중 지원함으로써 이루어졌

임을 강조하였고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전히 폐지

담하려 하고 있다. 윤리적인 기준을 준수하고 지역

렸다. 생산요소는 성장의 원인이 아니라 성장의 내

다. 한정된 자원의 일부 기업집중, 수출주도형 발

하고 계열사에 대한 신규 채무보증 금지 및 기존채

사회에 공헌하는 것이다. 기업이 자선사업이나 사

용이다. 자본축적은 성장이고 기술혁신은 성장이

전전략, 그리고 창업 1세대의 도전적인 기업가 정

무보증 완전해소의무를 부과하였다. 지주회사 설

회적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기업의 수익성과 지속

지, 성장의 내용을 성장의 원인이라고 보는 것은

신으로 급속한 기업 성장이 있어 왔고 기업집단이

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했으나 몇 년이 지나지도 않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일종의 전략적 투자다. 물

동의반복이다. 기술이 혁신되면 성장한다는 것을

형성되었다. 하지만 부작용도 있었다. 정부주도형

아 계열사 간 순환적 상호출자에 의한 총수 중심

론 기업인이 개인적 차원에서 자선사업을 하고 사

모르는 사람은 없다. 때문에 그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발전정책은 정경유착과 도덕적 해이, 지대추

지배, 경영체제 청산 및 독립, 책임경영 확립목적

재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생산요소를 효율적으로 활용₩결합하게 하는 메커

구, 부패 등의 사회 문제를 야기했다.

을 이유로 다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도입한다.

는 구분되는 행위다. 기업의 윤리적 책임과 자선적

니즘인 효율적인‘제도’
다.

1986년 공정거래법은 30대 기업집단에 대해 다

2004년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재벌문제를 지배

책임에 우선하는 더 중요한, 무엇보다 중요한 기업

양한 규제를 시작했다.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의 도

주주의 과도한 지배권으로 파악하고 이에 따라

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활동을 통해 우수한 경영 인

입은 재벌의 국민경제적 비중이 높아 재벌에 의한

‘소유 지배구조 왜곡문제’
를 강조하게 된다. 일정

경제력집중의 폐해가 심각하다고 보았기 때문이

한 내부감시 및 견제장치를 갖춘 회사, 소유, 지배

다. 경제력집중에 대한 사회일반의 우려와 이를 억

괴리가 작은 기업집단, 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및

제하기 위한 정책의 강화에는 우리나라 재벌이 단

손자회사, 계열사 5개 이하 및 3단계 미만 출자 등

⑵ 효율적인 제도란?

력과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일이다.
한국은 인적 자원밖에 가진 것이 없다. 그렇기에

자. 역사로 본 국가경쟁력

최근의 의대열풍, 고시열풍은 엘리트들을 한 분야
로 모은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경쟁력

■ 김승욱[중앙대학교 교수]

을 위해서는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할 제도가 필

순히 규모가 크다는 차원을 넘어 정치, 경제, 사회

과도한 지배력의 문제가 없거나 완화, 해소된다고

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시장의 자유롭고 공정한

판단되는 경우 출자총액 제한규정의 졸업이 가능

서구는 어떻게 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잘살게 되

요하다. 어느 나라든 국가 초기에는 공공부문이 결

경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정적 인식에 근

한 4가지 제도를 도입했다. 그리고 2008년 현재

었는가. 효율적인 제도는 무엇인가. 지금부터 살펴

정적으로 중요하고 한국의 경우도 공무원이 국가

거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제력 집중은 순환출자

국회 계류 중인 법 개정안으로는 출자총액제한 제

보도록 하겠다.

발전에 있어 매우 큰 역할을 했지만, 국가가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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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성장하면 다음으로는 민간부문이 커져야 한

기 때 대운하를 만든 중국이나 아라비아의 상품경

서 영속성을 지니게 된 기업은 CEO의 명령에 의

선시대의 노예제가 너무 독특했다고 말하였다. 다

다. 혹자는 제도를 움직이는 것이 사람이기에, 사

제역사가 훨씬 길다. 유럽은 5세기 이후 천 년간

해 내부거래를 이루고 협상과 합의라는 절차를 불

른 나라는 항상 노예나 노비는 이방 민족을 쓰는데

람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하지만 참여정부 당시 인

시장경제가 장원제 아래 묻히고 실제로 시장이 발

필요하게 만들었다. 시장경제에서 시장이란 보이

(전쟁 포로, 채무 노예는 제외), 유독 우리나라에서

천 송도에서 있었던 K건설사의 주거형 오피스텔

달한 것은 동양이다.

지 않는 손이지만 기업은 보이는 손이고 이러한 경

만 자기 민족을 노비로 썼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

분양 사례만 보아도, 사람을 만드는 것은 상당부분

상품경제의 중요성을 이해하려면 먼저 부의 원

영혁명은 오늘날 서구 국가의 힘의 원천이 되었다.

를 침략한 적이 없기에 포로가 없었고 때문에 같은

제도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600

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상품경제는 상품으로

정부도 기업의 일부이며 경제성장의 핵심은 기업

민족을 노예로 쓴 것이다. 노비가 노비를 만들게

만 원이라는 분양가 상한선을 만들다 보니 시세와

팔기 위해 물건을 만드는 경제를 말한다. 옛날에는

이다. 생산의 확대를 위해서는 기업이 발전해야 하

하는 경국대전, 전근대사의 법은 지배계층의 지배

비교하여 20평짜리 오피스텔 한 채를 분양받으면

돈이 많으면 잘산다고 생각하여 중금주의, 즉 금을

며 기업이 부가가치를 생산해야 우리 모두가 먹고

를 위한 것이었지 핍박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위한

1억 원이 남았고, 분양권 전매제한도 없고 누구라

중시하는 사상이 발전했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살 수 있다. 기업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의 이익을

것이 아니었다. 베네치아가 잘살았던 것은 지리적

도 줄을 서면 분양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투기가

지배국의 금과 은을 실어오는 데 총력을 다했지만,

빼앗는 공권력이 없어야 하고 재산권을 보장해야

유리함도 있었지만, 사적 계약까지도 철저하게 지

조장되는 것은 당연했다. 투기꾼도 문제지만 투기

생산에 집중하지 않았기에 부국이 되는 것에 실패

한다. 따라서 계약을 준수하는 기업활동을 돕는 각

켜주는 효율적 제도의 영향이 크다.

를 불러일으키는 제도가 더 문제라는 것이다.

했다. 실제로 부의 원천은‘생산’
이다. 아담 스미

종 제도가 구축되어야 한다. 셰익스피어의『베니

법은 모든 국민에 의하여 엄정하게 지켜지는 것

나라의 법과 제도라는 것은 법과 제도의 테두리

스는‘국부론’
에서‘생산’
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스의 상인』
을 보면 법이 모든 국민 앞에, 모든 상

이 중요하다. 오늘날 서구가 잘살게 된 것은 가장

안에서 합리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

생산은 가장 중요하고 생산이 증대하려면 분업이

거래에서 평등하게 적용되는 이야기가 나온다. 베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재산권을 보호하였기 때

이다. 줄선 사람들을 모두 투기꾼이라고 볼 수 있

확산되어야 한다. 시장이 크지 않을 땐 한 사람이

네치아가 잘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해석과 논리를 통

문이다. 저개발 국가가 빈곤하고 저성장한 것은 재

을지도 의문이다. 규제를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아니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지만 시장이 커지면 한 사

해서 법이 모든 부문에 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산권의 불안정과 집행능력의 미약, 높은 진입장벽

라면 시장에 맡겨야 했던 것이다. 제도는 지키려고

람이 한 개의 일만 해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그

제도적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이다. 효율적 제도의

으로 경쟁이 보장되지 않는 것, 즉 효율적인 제도가

만든 것이지 안 지켜도 되는 것이라면 만들 필요가

것이 바로 전문화의 이익이고 그것은 시장이 커질

필수 요소는 법의 엄정성과 공정성, 엄밀한 재산권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총 GDP는 13위, 개인당

없다. 이번 금융위기가 일어난 것은 규제가 부족해

수록 늘어나는 것이다.

의 보호, 그리고 사회적 지위나 인종, 종교에 관계

GDP는 49위로 성적을 본다면‘미’
밖에 되지 않는

없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다. 아직 선진국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인구가

서라기보다는 새로 생기는 상품들에 대한 적절한

시장의 역사가 오래되어도 경제가 성장하지 못

제도 설계를 못한 데 주원인이 있다. 어떤 금융 당

하는 이유는 시장실패에 있다. 시장의 가장 큰 특

조선시대의 노비와 천민이 양반에게 그렇게 할

많다. 최소한 20위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는 허

국도 새 금융상품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예측하

징은 자발성이고 자발적 거래는 서로 필요한 것을

수가 있었을까? 조선시대에 노비와 천민 비중은

리띠 졸라매기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제대로 된 국

지 못했고, 그 바탕에 정부는 룰 세팅을 하지 못한

얻는 긍정적 결과로 나타난다. 그렇기에 항상 효율

20% 정도 되었다. 세계적으로 노예경제사의 대가

가경쟁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것이다. 기본적으로 제도설계와 개선이 있은 후에

성을 달성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분배 상황에서

인 엘거만 교수가 한국 노예제의 특징을 들며, 조

이 규칙 위에서 생산자든 소비자든 경제주체들이

시너지를 누가 얼마만큼 증대시켰는지 알 수 없기

활동할 수 있고, 이에 효율적인 제도는 너무도 중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게 되고 이것은 시장실패를

요하다.

낳는다. 경쟁을 하든, 협동을 하든, 생산성을 증가
시킬 수 있다면 협동이 훨씬 좋은 것이지만 협동이

⑶ 서구가 발전한 원인은?

안 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기에 시장경제에서는
경쟁을 강조한다. 대항해시대 선주와 선장, 상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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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발전의 원인으로 기술혁신을 꼽지만 사실

파트너십은 분배에 있어 갈등이 있다 보니 1회 이

기술혁신은 화약이나 나침반에서 알 수 있듯이 동

상 지속되기가 힘들었고, 그러다 보니 돈 많은 상

양에서 먼저 이루어졌다. 또 다른 이유로 상품경제

인이 배를 사고 선장을 고용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발달을 꼽는데, 이것은 마르크스 이후 경제사의 정

‘기업’
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계약을 성사시키는

설이었지만 경제사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7세

데 소요되는 암묵적 비용인 거래비용이 사라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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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근로자 간의 상생과 공존이 가능한 관계로 지원

회원사 시장경제교육

- 한국경제 성장사

│경제│교육│사업│

국제경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세계 속의 한국경제

위의 각 기대효과를 기반으로 교육을 실시함으

- 국제경제의 흐름 바로 알기

로써 회원사 고유의 특색을 살린 기업운영이 가능

기업&기업인

하며, 궁극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

- 기업의 실체와 지배구조
- 기업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
- 반기업정서와 기업윤리

기업의 건전한 성장과 효율적인 시장경제체제 구축은 국가 경제성장의 기본이라

3. 주요 내용
나. ISSUE 특강

하겠다. 이에 본원은 시장경제교육을 통해 건전한 시장경제 마인드를 형성하고,
기업경영활동에 적극적인 시장경제인을 양성하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 회원사를

가. 기본강좌

우선으로 기업 및 기업인과 여러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시장경제에
관한 조사, 분석을 토대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고자 한다.

KERI 연구 프로젝트 특강
시장경제 원리

경제금융 상식 및 자산관리 교육

- 시장경제의 기본원리Ⅰ,Ⅱ

시장경제 체험학습

- 시장경제의 오해와 진실
- 시장경제와 한국경제

다. 기업경영 특강

- 한국경제의 거시적 트렌드

1. 교육대상

2. 기대효과

- 시장경제와 정부의 역할

기업경영 혁신사례

- 시장경제발전사

시장경제와 경영마인드

한국경제

리더십 트레이닝

가. 신입직원

시장경제원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 함양

- 한국경제의 비전과 기업의 역할

조직 비전 설정 및 실행

소속 기업에 근무 경험이 없는 신입사원을 대상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시장경제원리에 대한 오해

- 한국경제의 현황과 과제

조직육성 및 팀 활성화

으로 시장경제원리 교육 및 반기업₩반시장 정서에

를 불식하고 동시에 시장경제원리에 대한 지식습

대한 오해를 해소하는 집중교육을 실시, 건전한 시

득, 사례 학습을 통해 글로벌 경쟁시대에서의 기업

장경제 마인드를 형성하여 자신의 역할을 찾고 기

생존과 발전방향을 모색

업이 육성하고자 하는 핵심인재로 거듭나도록 조력

나. 승진(예정)자

반기업₩반시장 정서 개선

직위와 직무가 변함에 따라 필요한 시장경제 마

한국 사회에 깊숙이 자리한 반기업₩반시장 정서

인드가 필요, 관리자로서 해당 직위와 권한에 상응

의 생성원인과 과정을 분석하고, 잘못된 정서에 대

하는 국내외 경제흐름에 대한 정보 및 분석 제공

한 의식화 과정을 거쳐, 기업경영활동에 적극적인

다. 임원

비판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고 함양

리더로서 시장경제와 경제현안에 대한 높은 인
식을 가지도록 하고, 엄선된 강사진을 섭외하여 최

노사관계 개선

신 경제동향과 정책방향에 대한 고급정보와 분석

노사화합의 기업문화를 형성하고 창조적인 경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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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외세미나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
반기업정서: 외국의 경험과 교훈
전력다소비₩기후협약₩시장경쟁
Next Frontier of Korea’
s FTA Partners: Japan and China
규제완화가 살길이다: 규제개혁의 성과와 과제
정부규제의 정치경제
쇠고기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베이징올림픽 이후 중국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과 대응방안
FTA 추진과 통상절차
방송₩광고시장의 민영화와 규제개혁
이노베이션 한국을 위한 국가전략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환경 개선방안
일본공공개혁의 경험과 시사점
Fiscal and Monetary Policy Issues in Korea and Japan
Productivity, Growth and Trade in East Asia

[제2세션] 토지이용 규제의 개혁방안

│대│외│세미나│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

을 해소하도록 한다. 주택단지와 관광지 개발에 대

사회: 소병희(국민대)

해서도 수도권에 적용되는 차별적 규제를 완화하

발표

고 일부 낙후 지역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을

제3주제:「토지이용 규제 개혁의 원칙과 방향」

허용할 필요가 있다.

김정호(자유기업원)
제4주제:「농지규제의 현황과 규제개혁방안」
김은경(경기개발연구원)
토론: 이주선(본원), 김진국(건양대)

‘선 지방육성-후 수도권 규제완화’접근방식은
수정되어야 하며 수도권 규제와‘국가균형발전’
은
분리되어야 한다. 수도권 내부의 문제는 계획과 가
격정책으로 접근해야 하며, 지역발전은 실질적인
분권화와 정책지원을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

본원은 수도권 규제와 토지이용 규제의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국규제학
회 및 경기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 세미나에서는 수도권
규제개혁의 방향과 대안이 제시되었으며, 또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대안

3. 주요 내용

이 제시되었다.

(2) 제2주제 -「새로운 수도권 관리시스템의
방향」이상대(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제1주제 -「수도권 규제개혁의 방향과 쟁
점」김경환(서강대 교수)

수도권 정책에 시장친화적 정책수단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 이 단기 개선책은 정비발전지구 제

수도권 규제는 지나치게 넓은 지역을 하나의 권

도도입, 공장총량제 폐지, 국내외 기업의 공장 신

역으로 지정해 획일적이고 미시적인 입지규제를

증설을 허용하되, 비도시형 산업 금지(negative

적용함으로써 효과가 낮다. 또한 상수원 보호, 군

system으로 전환), 지방세 중과세 폐지 등을 포함

사시설 보호 등 다른 목적에 대한 다양한 개별법이

해야 한다. 이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시행령, 산업

중복된 규제를 함으로써, 수도권 일부지역은 경제

집적활성화법과 시행령 등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일시: 2008년 1월 31일(목), 14:00~18:00

적으로 기능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근본적인 개혁

달성 가능하다.

로 경제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수도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

은 현행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고 수도권의 경쟁력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를

권 규제와 토지이용 규제의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공동 주최: 한국규제학회, 한국경제연구원,

강화와 삶의 질 제고를 지원하는 계획적 광역관리

철폐하여 선진국 수준의 규제체제를 실현하고, 광

체제로 근본적인 정책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다.

역 대도시권 문제에 대해서는 선진적인 대도시권

1. 개최배경
본원은 한국규제학회, 경기개발연구원과 공동으

2. 세미나 개요

경기개발연구원

위해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 세미나에서는 수
도권 규제개혁의 방향과 규제개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장기

[제1세션] 수도권 규제개혁의 방향과 대안

계획관리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현행 수도권 규제

에서 우선적인 개선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먼저

법령이 가지고 있는 기업 신증설 규제 등 경제활동

적인 수도권관리 계획 도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

사회: 노화준(서울대)

수도권 3개 권역을 세분화하여 세부권역별로 규제

규제는 모두 철폐하고, 수도권의 공간 효율성과 경

였다. 또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농지₩산

발표

를 차등화하고 자연보전권역 내 상수원 보호를 위

쟁력 강화를 위한 광역 토지이용, 주택, 교통, 환경

지 등 토지이용 규제의 불합리성을 제거하기 위한

제1주제:「수도권 규제개혁의 방향과 쟁점」

한 중복규제가 적용되는 공간적 범위를 조정하여

등에 대한 대도시권 관리정책으로 정책시스템 자

선별적인 개발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산업입지와

체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김경환(서강대)

규제개혁이 시급함을 강조하고 이 방안들을 제시
하였다.

제2주제:「새로운 수도권 관리시스템의 방향」

관련해서는 산집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첨단산업과

이와 같은 새로운 수도권 관리시스템은 인천경

국가경제 파급효과가 큰 업종의 공장입지를 허용

제자유구역 개발 활성화, 하이닉스 공장 신증설 허

토론

하고, 공장총량제를 폐지하거나 적용대상 공장규

용, 건교부₩서울시₩경기도 성남시와 하남시간에

신도철(숙명여대), 서순탁(서울시립대)

모를 확대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차별적 규

조성된 송파신도시 개발 견해차, 수질오염총량제

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세제와 재정적 차별

및 대기오염총량제 도입과 지역개발 등의 미해결

이상대(경기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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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현안들을 새로운 수도권 정책과 계획수립₩관

고려하지 않은 채, 또 문화재의 존재 가능성은 생

농지규제 개혁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며 이는 농업에서의 규모

리체제 내에서 풀어나가는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

각지 않은 채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은 모두 조

첫째, 헌법 제121조, 제123조 제1항, 제4항, 제5

의 경제 실현을 위해 농지의 경영규모를 확대하고

하는 것이다.

사하게 되는 폐해가 발생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

항 등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경자유전의 원

농업에 대한 기업의 자유로운 진입을 허용하는 것

려면 문화재 소유권을 갖게 되는 국가가 지표조사

칙과 자작농주의를 폐기하여 현실적으로 보편화된

이다. 따라서 농업경영 규모의 확대를 위해 기업들

의 주체가 되고 그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비농업인의 농지소유와 농지임대차를 제도적으로

이 농업에 진입하여 효율적인 대규모 생산을 할 수

경찰이 국민을 압수나 수색하기 위해 영장을 받아

허용해야 한다.

있도록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3) 제3주제 -「토지이용 규제 개혁의 원칙과
방향」김정호(자유기업원 원장)

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민간 기업의 개발

둘째, 농업진흥지역을 합리적으로 축소해야 한

넷째, 농지보전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첫째, 농지의 전용에 대한 규제는 폐지할 것을

을 중지시키고 지표조사를 하려면 문화재가 그곳

다. 농업개방 등 농업환경의 변화로 인해 경제면적

위하여 개인적인 자산 손실을 받은 농민들에게는

제안한다. 농지를 택지 등 도시적 용도로 전환하는

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법원에 입증한

이 줄어들고 유휴농지가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형평성 유지를 위해 이용규제에 따른 사회적 보상

과정에 허가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농지 보존

후 허가를 받아서 지표조사를 하는 것이 옳다.

농업진흥지역을 외연적으로 확대하기보다는 집단

이 필요하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의 경

화된 우량농지만을 선별₩정비하여 농업의 경쟁력

우 진흥지역 밖의 농지보다 훨씬 강한 규제를 받

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농업진흥지역 지정 대상

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지가차손을

농지를 농업진흥지역 내 경지정리가 된 농지로 한

보상해 주지 않고 있는 반면 진흥지역 밖 농지의

정하여 축소해야 한다.

경우 전용이 상대적으로 쉽고 이용규제가 약하여

적 관점에서의 허가가 아니라 환경적 측면에서의
허가만으로 통일하자는 제안이다.
둘째, 개발제한구역의 개폐에 관한 권한을 중앙

(4) 제4주제 -「농지규제의 현황과 규제개혁방
안」김은경(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완전히 이양할 것을 제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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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우리나라는 농업보호를 목적으로 경자유전의 원

셋째, 농업에 법인 경영을 적극 도입하고 주식회

개발이익을 얻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농지

의 존폐를 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해당 토지가

칙과 자작농주의에 근거하여 농지의 소유자격, 농

사의 농지 소유도 허용하여 농업구조 개선을 도모

규제로 인해 자산손실을 받는 농민들의 재산권 보

지역주민들의 복지에 최대한 기여하게 한다.

지소유 상한, 임대차 등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하고 산업으로서 농업을 발전시키고 농업인들의

상을 위한 제도도입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셋째, 주거지역에서의 건물 높이제한을 폐지할

특히 농업진흥지역 지정제도와 농지전용규제는 농

경영도 안정화시켜야 한다. 개방화 시대에 농업경

한다.

것을 제안한다. 주거전용지역에서 잘 볼 수 있듯이

지보전을 위한 대표적인 농지규제이다. 농업의 경

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는 농지이용의

건물 높이제한은 건물 간 간격을 좁게 만들어서 주

제적 중요성이 감소하고 농가인구의 고령화와 노

거환경을 오히려 더 악화한다. 용적률, 건폐율 등

동력 부족 등에 의해 휴경농지가 심각한 문제로 등

을 통한 어느 정도의 밀도 규제는 필요하지만 건물

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지의 양적 보전을 위한 규

의 높이에 대한 규제는 폐지함으로써 주민들의 삶

제는 불합리할 수밖에 없으며 농지의 효율적 활용

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다.

은 불가능하다. 또한 농지전용규제는 경직적이고

넷째, 토지거래허가제도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

획일적인 규제 적용과 수요에 적절하게 부응하지

시장경제의 핵심은 자유로운 가격 형성인데, 토지

못함에 따라 불법적인 농지전용이나 난개발을 부

거래허가제는 그 과정을 차단한다. 허가제를 통해

추기고 있다.

서 가격을 잡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잠시 시

농지규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농민들의 재

장을 질식시키는 정도의 역할을 할 뿐이며 오히려

산권을 이중적으로 침해한다는 점이다. 규제로 인

가격의 신호기능을 왜곡시켜 잘못된 개발행위를

해 자신들의 농지가 저평가되는 한편 전용이 상대

유도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

적으로 어려워 재산 가치의 실현이 어려워짐에 따

마지막으로 문화재 지표조사 제도도 대폭 개편

라 농민들의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은 불가능하게

되어야 한다. 문화재는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됨

된다. 이는 결국 농민들을 빈곤하게 만들며 농촌을

에도 불구하고 발굴을 위한 지표조사의 비용은 모

정체시키고 나아가 농업구조조정을 저해하며 농지

두 개발자가 부담하다 보니 그에 따른 비용은 전혀

이용의 비효율성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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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주제:「대처정부의‘대중자본주의’
와 반기업

반기업정서: 외국의 경험과 교훈

장 효과적인 처방이다.

정서 극복」박지향(서울대)
토론: 김정호(자유기업원), 김홍균(서강대)

(2) 제1주제 -「미국의 반대기업정서와 독점규

│대│외│세미나│

제」양동휴(서울대 교수)
[제3세션]
사회: 송병락(서울대)

본원은 세계 각국의 반기업정서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의 대응
을 살펴보기 위해 서울대학교 기업경쟁력 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

미국에서 반기업정서는 19세기말 대기업 등장

발표

이후에 분출되기 시작하였고 기업에 대한 반감이

제5주제:「재벌비판을 통해 본 일본 반기업정서」

란 기업 전반이 아니라 대기업에 대한 것이었다고

정진성(방송통신대)
토론: 박명호(한국외대)

지적한다. 우선 기업부문이 정부부문보다 빨리 성
장하고 공적 관료제 발전이 지연되면서 급속도로

였다. 본 세미나는 세계 각국의 반기업정서 극복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

성장한 대기업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짐에 따라 미

회를 제공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국은 유럽이나 일본과 달리 대기업을 규제하기 시

3. 주요 내용

작했다. 철도회사를 규제하기 위한 주간통상법
(Interstate Commerce Act 1887)과 산업체에 대

(1) 기조강연 -「반기업정서 무엇이 문제인
가?」이승훈(서울대 교수)

응한 셔먼반독점법(Sherman Antitrust Act
1890), 클레이튼법(Clayton Act 1914), 연방통상
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 1914)

1. 개최배경

[기조강연]「반기업정서 무엇이 문제인가?」

이승훈(서울대)
본원은 서울대학교 기업경쟁력 연구센터와 공
동으로 미국, 영국, 일본, 스웨덴의 반기업정서와

[제1세션]

이 그 대표적 예들이다. 또 하나는 대기업이 기존

가지 잘못된 이해에 기초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중소기업을 도태시키거나 위협하는 존재로 느껴졌

첫째는 기업과 기업주의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것

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연방정부 규모가 커

으로, 반기업정서와 반기업주정서는 구분되어야

지고 대기업의‘희생자’
들이 거의 도태되었기 때

하며 우리나라에서의 반기업정서는 반기업주정서

문에 대기업에 대한 반감은 거의 사라졌지만‘희

이에 대한 각국 기업 및 정부의 대응 그리고 이로

사회: 송병락(서울대)

에서 오는 오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많

생자’
의 정치력이 결집되면 다른 형태로 다시 불

인한 파급효과 등을 살펴보고 이를 반면교사로 삼

발표

은 사람들이 기업이윤의 사회환수가 필요하다는

붙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월마트 불매운동

아 현재 기업활동에 심각한 장애로 작용하는 우리

제1주제:「미국의 반대기업정서와 독점규제」

인식이 강하다는 것인데 KDI의 조사에 따르면 국

이라든가, 엔론 사태에 대응한 분식회계 방지

민의 57.3%, 공무원의 56.3%, 경제전문가의

(Sarbanes-Oxley Act) 등이 그 예이다.

양동휴(서울대)

나라에서의 반기업정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
고자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제2주제:「미국의 반금융자본정서와 금융규제
의 장기적 변화」이철희(서울대)
토론: 이주선(본원), 이태규(본원)

2. 세미나 개요

32.9%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반기업정서를 불식하려면 사람들이 기

(3) 제2주제 -「미국의 반금융자본정서와 금융

업이윤을 정당한 소득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분위기

규제의 장기적 변화」이철희(서울대 교수)

부터 조성해야 하고,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제2세션]

당연하며 정상적인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지 않는

영국의 식민지 지배에 반기를 들고 독립을 쟁취

일시: 2008년 4월 17일(목) 13:30~18:00

사회: 송병락(서울대)

다고 해서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 모두가 수긍

한 미국 국민들은 정치적₩경제적 결정과정에 참여

장소: 전경련회관 3층 특1회의실

발표

하도록 만드는 일이 반기업정서의 해소에 도움이

하기를 기대해 왔다. 따라서 권력이 한 기관에 집

공동 주최: 서울대 기업경쟁력연구센터,

제3주제:「20C 이전 영국사회의 기업관과

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업주와 기업의 행

중되는 것에 대해 강한 혐오감을 갖고 있었는데,

동이 반기업정서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

이러한 힘의 집중과 거대권력의 간섭에 대한 반감

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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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공영임대주택의 매

화를 거치면서 대기업 및 거대금융기관에 대한 혐

각에서 시작된 민영화는 1984년 영국통신, 이후에

오감으로 이어져 왔다. 이러한 거대금융에 대한 적

영국가스, 영국석유, 그리고 수돗물과 전기에 이르

대감은 월스트리트와 관련되지 않은 미국의 여러

기까지 국가 소유의 주식을 민간인에게 넘기면서

집단들이 비교적 쉽게 공유할 수 있던 정서였다.

회사 종업원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었고 이것은

이에 근거한 미국의 금융규제로 장기적으로는 지

기업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

속적인 규제, 규제완화, 재규제 과정을 반복하는

었다.

전력다소비₩기후협약₩시장경쟁
│대│외│세미나│

이 일찍이 큰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났고 산업

것으로 나타났다.

(6) 제5주제 -「재벌비판을 통해 본 일본 반기
(4) 제3주제 -「20C 이전 영국사회의 기업관과

지구온난화의 방지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 전력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

업정서」정진성(방송통신대 교수)

하고자 본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기후변화의 영향, 우리나라 산업의 전력다소비

기업활동」송병건(성균관대 교수)

구조, 그리고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에 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지금 일본에는 강력한 반기업정서가 존재하지
역사상 가장 먼저 산업화를 이룩한 영국은 초기

않고 오히려 기업친화적인 정서가 더 지배적이다.

에는 수많은 탈법과 편법이 있었고, 그에 대한 대

그 원인은 자본주의가 도입되어 기업활동이 시작

중들의 반감이 있었으며, 그것이 주식회사 제도를

된 시점 이전부터 존재하던 일본 전통사회의 구조

도입하는 데 장애가 되었다. 이는 결국 반기업정서

나 관습,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 예로 이에(家)제

가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도입의 논거가 되었

도의 존재가 일본인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기업

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이다.

을 하나의 이에로 보게 함으로써 기업공동체적 관
념을 일반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이렇

(5) 제4주제 -「대처정부의‘대중자본주의’
와
반기업정서 극복」박지향(서울대 교수)

1. 개최배경

[세션] 전력다소비₩기후협약₩시장경쟁
사회: 차준민(대진대)

게 기업을 공동체라는 틀 속에서 보는 사회에서 반
기업정서가 사회에 만연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

전 세계적으로 기후협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

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사회에서 반기업정서가 크

는 상황에서 지구온난화의 방지를 위해 본원은 전

영국은 1980년대 대처의 집권으로 민영화를 통

게 높아진 것은 소화공황기(1930년대 전반), 전후

력산업연구회와 공동으로 한국의 전력시장이 나아

한 대중자본주의가 확산되고 이전부터 형성되어

개혁기(1940년대 후반에서 1950년대 전반, 제1차

가야 할 방향을 점검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

있던 반기업정서가 해소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석유파동 전후의 시기(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세미나에서는 전력시장에 경쟁을 도입하는 구조개

Industry Restructuring”

이후 영국을 이끌어 온 케인즈적 사회민주주의 합

전반)였다. 특히, 소화공황기에는 불황이 심화하는

편 및 기후협약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정용헌(Asia Pacific Energy Re-

의가 1973년 제1차 석유파동 이후 만연된 영국병

중에 재벌비판이라는 형태로 분출된 반기업정서가

문제들과 그에 대한 대안의 모색 등을 논의하였다.

search Centre)

을 계기로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고 반기업정서

심화되었음을 들어 불황기 국민생활의 어려움이

가 확산되자 대처는 정부가 개인보다 더 나은 판단

반기업정서를 분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밝히

력을 가졌다는 사회주의의 대전제를 무시하고 민

고 있다.

발표

제1주제:「전력다소비 산업구조의 문제점」
손양훈(인천대)
제2주제:“Climate Change and Power

제3주제:「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현황과 문제점」
조성봉(본원)

2. 세미나 개요

토론: 김수덕(아주대), 김창섭(한국산업기술대),

정용헌(Asia Pacific Energy Research
일시 : 2008년 5월 22일(목), 14:00~18:00

Centre), 오태규(한국전기연구원)

장소 : 전경련회관 3층 대회의실
공동 주최 : 전력산업연구회, 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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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내용

(2) 제2주제 -“Climate Change and Power
Industry Restructuring”정용헌(Asia Pacific

(1) 제1주제 -「전력다소비 산업구조의 문제

가격 조정 및 에너지 효율성의 제고가 현안이라고

부장관의 의견에 따라 배전분할이 1년 연기되었

할 수 있다.

다. 그 후 노사정위원회의 연구에 따라 산업자원
부에서는 배전분할 중단을 발표하였고, 그 다음해

Energy Research Centre, 부소장)

(3) 제3주제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현황과

점」손양훈(인천대 교수)
최근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문제점」조성봉(본원 선임연구위원)

배전 독립사업부제가 발족되어 구조개편의 실패
사례로 남아 있다.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의 구조는 3세대로 나눌 수

최근 에너지 가격이 급상승하는 추세가 지속되

지구온난화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고, 온난

고 기후변화협약으로 CO₂감축의 의무화가 전망

화가 되면서 나타날 문제점보다는 온난화방지를

1999년 수립된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은

있다. 제1세대인 지역에 근거한 전력산업, 제2세대

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전력소비가 급증하

위한 비용의 경제적 손실이 강조될 수밖에 없기

다음과 같다. 먼저 구조개편 이전에 수직적 통합

인 송전기술의 발전에 따른 통합 전력산업의 운영,

여 전력소비량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다.

때문에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비를 기업들의 자유

을 하고, 2단계로 2001년부터 발전경쟁 도입을 위

제3세대인 IT기술의 발전과 전력의 시장거래 방식

하지만 전력의 공급 확충은 매우 제약적이어서, 전

의지에 맡기기는 쉽지 않다. 이에 1995년 베를린

해 전력시장을 개설하고 대용량 수용가에 직거래

도입이다. 이 중 전력의 시장거래 방식의 도입과

력소비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 없이는 수급의

당사국총회(COP)를 시작으로 2004년까지 10회

가 되도록 한다. 3단계로 2003년부터 한전의 배

함께 시장운영과 계통운영이 연계되었으며, 보완

위기가 올 수 있다. 또한 정부규제에 의한 전기요

의 당사국총회가 열렸으며, 그 중 1997년 교토에

전부문을 분할하고 양방향 입찰 시장을 개설하여

적 시장/거래가 운영되었다. 또한 개별판매

금 동결, 용도 및 부문 간 교차보조 등으로 상대가

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하여「교토의정서」
를발

도매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배전

(unbundling)를 통해 시장거래 비용이 절감되고

격이 낮아짐에 따라 전력이 전환에너지로서 열효

표했다. 교토의정서는 선진국과 비선진국을 구분

망을 개방하고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어 소매경

기업의 규모가 축소되었으며, 경쟁압력은 증대되

율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소비되는 자원

하고 선진국은 2008~2012년까지 1990년 대비

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어 효율이 높아졌다. 따라서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배분의 왜곡현상이 존재한다. 이처럼 강제적인 전

온실가스 배출량을 5.2% 감축하도록 하는 협약을

경과는, 2단계 계획으로 발전회사의 민영화에 있

에 있어서 정부의 시장개입은 지양되어야 하며, 지

력요금 억제로 인하여 요금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온실가스의 감축 목표와

어서 먼저, 첫 번째 민영화 대상으로 남동발전을

속적인 경쟁도입을 통하여 소비자의 참여를 확대

않을 경우, 국민의 재산인 한전의 부실화를 초래하

감축 일정, 개발도상국의 참여 문제에 관한 선진

선정하였으나 경영권 매각이 무산되면서 민영화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의 실패사례에서 알 수 있

고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즉 한전은

국 간, 선진국₩개발도상국 간의 의견 차이로 심한

에 실패하였다. 이후 증시상장 방안을 추진하였으

듯, 소유구조의 변화 없이는 산업구조 개편은 무의

현재 낮은 요금으로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높여주

대립을 겪기도 했으며 여전히 문제점이 존재한다.

나 매각손실 우려로 이 또한 연기되었다. 또한 구

미하다. 따라서 구조개편과 민영화는 동시에 진행

고,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미국이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미국은 지구온난화

조개편 3단계인 배전분할을 위해 에너지경제연구

되어야 하며, 정부의 전력산업 자유화 로드맵이 먼

사실은 현재의 낮은 요금에 대한 부담을 국민과 미

방지 노력에는 동참하되 교토의정서 방식을 따를

원이 배전분할 연구 및 공청회를 열었으나, 산자

저 제기되어야 한다.

래의 소비자에게 지우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교토의정서의 강제

구하고 전력가격의 조정이 어려운 이유는 시장이

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교토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장이 없이 협의에 의해

의정서는 강제성은 있지만 정해진 룰은 없으며,

정부가 올려주고 내려주는 가격정책은 결코 성공

개발도상국의 참여 여부 문제가 존재한다. 또한

할 수 없다. 따라서 소매경쟁을 적극적으로 도입하

미국이 참여할 수 없다고 밝힘에 따라 실효성 여

고, 신속하게 민영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정부는

부의 문제도 존재한다. 에너지원 중에서 가장 빠

가격정책보다는 유사시의 장기 대책을 세워놓는

른 속도로 성장하는 전력산업은 정책집행이 용이

것이 더욱 중요하다.

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원유공급원의 안정성과 같
은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 많은 관심
이 요구된다. 지구온난화와 관련해 집행 가능한
전력산업 정책들로는 노후시설의 강제철거, 세제
구조 변경, 매연배출 거래 등이 있으며 특히 우리
나라의 입장에서는 에너지 공급원의 확보,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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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 Frontier of Korea’s FTA Partners
: Japan and China

3. 주요 내용

지 논점」지만수(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제1세션 -「우리 정부의 FTA 정책과 한-일 FTA
협상에 대한 시사점」정인교(인하대 교수)

│대│외│세미나│

(2) 제2세션 -「중국과의 FTA 협상에서의 몇 가

지만수 박사는 중국과의 FTA 협상에 있어서 포
괄적 FTA를 추진하는 한국과 단계적이고 낮은 수

정인교 교수는 현재 협상이 중단된 한-일 FTA

준의 FTA를 추구하는 중국의 전략 차이가 협상 개

가 조만간 재개되기 어려우나 향후 한일 관계에 따

시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라 협상 논의가 급진전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

또한 중국과의 FTA 추진 시 중국의 수입대체 진전

본원은 한-미 FTA와 한-EU FTA 이후 중요한 FTA 협상 상대국인 일본 및

다고 주장하였다. 한-일 FTA는 한국이 무역 면에

을 극복할 방안, 실질관세율 수준을 고려한 협상,

중국과의 FTA 협상에서의 논점 및 시사점 도출을 위해 한국협상학회가 개최한

서 손실을 볼 수 있지만 한-일 FTA를 통해 동아시

일본₩대만에 비해 비대칭적 가격경쟁력 효과를 확

세미나를 후원하였다.

아 경제통합 논의를 주도하고, 산업구조조정을 촉

보할 필요성, 투자기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제도개

진하여 양국 산업의 전략적 제휴를 확대할 수 있다

선 추진, 농수산업부문 민감성 반영 등이 고려되어

고 주장하였다.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 개최배경

[제1세션] 일본
사회: 성극제(경희대)

미국, EU에 이어 우리나라 인접국이면서 거대경
제권인 일본과 중국과의 FTA는 향후 우리나라 산
업구조 및 경제성장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한-일 FTA 및

발표:「우리 정부의 FTA 정책과 한-일 FTA 협

상에 대한 시사점」정인교(인하대)
토론: 김종걸(한양대), 이시영(중앙대), 정재화

(한국무역협회)

한-중 FTA 협상에서의 예상 쟁점 및 논점에 대한
분석과 토론을 통해 향후 FTA 정책 및 협상에 대
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제2세션] 중국
사회: 성극제(경희대)
발표:「중국과의 FTA 협상에서의 몇 가지 논점」

지만수(대외경제정책연구원)

2. 세미나 개요

토론: 이동휘(외교안보연구원), 남영숙(이화여

대), 송원근(본원)
일시: 2008년 6월 12일(화) 14:00~17:15
장소: 코엑스 컨퍼런스센터 320호
주최: 한국협상학회
후원: 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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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가 살길이다: 규제개혁의 성과와 과제

3. 주요 내용

수도권의 생산성은 지방보다 높다. 따라서 수도권

(1)「규제개혁의 성과와 과제」김은경(경기개발
연구원 연구위원)

│대│외│세미나│

권과 지방의 생산성 격차는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의 고용을 1% 줄여 그 숫자만큼 지방의 고용을 늘
리면 수도권의 소득은 1.1% 감소, 지방의 소득은
0.27% 증가하여 국민소득은 0.4% 감소하기 때문

이 발표에서는 민선 4기 2년 동안 경기도의 규

에 이 경우 국민소득의 감소를 상쇄하기 위한 수도

제개혁정책 추진과정과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정

권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서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책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경기도의 규제개혁은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과 지방의 소득을 모두

본원은 한국규제학회, 한국제도경제학회, 경기개발연구원과 함께 투자촉진을 통

지방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수도권에서 노동력을 빼내는

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반드시 이뤄져야 할 규제개혁 방안의 마련과 기존 규제

석되었다. 즉 2007년 수도권 내 첨단 3개 업종 공

정책에 의해 국민경제 전체의 성장률을 저하시키

개혁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논의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장 신증설은 경기도 지역에서 3,856억 원의 신규

지 않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도의 수도권 규제완화

투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약 2,804억 원, 지방

가 동반되어야 한다.

에는 약 1,037억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수도권 규제개혁은 수

(3)「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방안」

도권, 지방, 그리고 국민경제가 모두 성장할 수 있

김성배(숭실대 교수)

는 윈-윈 전략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제 수

1. 개최배경
본 세미나는 일자리 창출과 성장촉진을 위해 시
급한 수도권 규제개혁을 중점적으로 조명함으로써
정책 우선순위를 수도권 규제개혁에 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도권 집중억제정책에서 수도권 집적활용정책으로,

이 발표는 이론적 분석과 외국의 경험에 근거하

수도권 정책에서 대도시권 성장정책으로의 전환이

여 수도권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김성

필요한 때이며 중소기업 발전을 저해하는 공장총

배 교수는 국가의 경제성장을 위해서 투자활성화

사회: 이인실(서강대)

량제 폐지, 저발전지역에 대한 정비발전지구제도

가 필요하다며 특히 자본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

발표: 김은경(경기개발연구원), 서승환(연세대),

도입, 중첩규제 합리화를 위한 자연보전권역 폐지,

고 있다. 또한 김교수는 규제를 개혁하면 실제로

첨단업종의 수도권 입지 자유화, 군사시설보호구

투자가 활성화되는지, 규제개혁을 통해 얻고자 하

역의 합리적 축소와 주민들의 권리 보장, 지방자치

는 투자가 과연 어떠한 투자인지, 기존의 규제를

이주선(본원), 김의준(서울대), 이상대(경

단체로의 규제 권한 이양, 지방발전에 대한 지원

개혁했다고 하더라도 시일이 지나면서 그러한 유

기개발연구원), 이상철(성공회대)

확대 등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형의 규제가 다시 생겨날 가능성은 없는지 등에

[제1세션] 규제개혁의 효과와 과제

김성배(숭실대)
토론: 김주찬(광운대), 김신(한국행정연구원),

대해서 해명하고자 했다. 이론적 측면에서 투자활

2. 세미나 개요

[제2세션] 이명박 정부의 바람직한 규제개혁 방향
사회: 송병락(경기도 선진회위원회)

일시: 2008년 6월 17일(화) 14: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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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주최: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규제학회,

식(민주당), 황인학(전국경제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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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서승환(연세대 교수)

토론: 안상훈(한국개발연구원), 원유철(한나라

장소: 전국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

한국제도경제학회, 경기개발연구원

(2)「수도권 정책의 현황 및 경제적 파급효과

성화와 규제완화와의 관계를 설정하고 바람직하
지 못한 규제가 생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
요한 조건을 검토하면서 이 이론적 틀에 기초하여

서승환 교수는 이 발표에서“수도권 규제완화는

최근 수도권 규제와 관련한 외국의 동향을 살펴보

수도권과 지방의 소득을 모두 증가시킬 수 있다”

고 이에 근거하여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을 논의하

고 주장하였다. 서교수의 실증분석에 따르면 수도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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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김신(한국행정연구원), 김정렬(대구대), 양

정부규제의 정치경제

준석(가톨릭대)

│대│외│세미나│

[제3세션] 분야별 규제개혁의 지향과 시사점

(2)「규제영향분석 사례연구-소비자 안전규제
를 중심으로」김주찬(광운대 교수)
소비자 안전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의

사회: 문정숙(숙명여대)

사례에 기초하여 규제영향분석의 질적 수준을 개

발표: 황승흠(국민대)

선하기 위한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토론: 이근대(에너지경제연구원), 최숙희(삼성경

제연구소)

첫째,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에 전문가의 참여
가 필요하다. 규제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의 중

본원은 규제학회와 공동으로 규제의 신규 도입과 강화에 대해서 강력한 견제력을

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교육₩훈련을 통해 담당

유지하고 비용₩편익 분석에 입각하여 규제품질을 관리하는 중요한 규제관리 수단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

인 규제영향분석의 실태를 분석하고, 규제 이외의 대안을 사용해서 동일한 목적

3. 주요 내용

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을 모색함으로써 규제관리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기
여하는 것을 목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규제영향

(1)「2007년도 정부 규제영향분석서 평가」
여차민(국회예산정책처)

분석서를 작성토록 하는 것이다. 이 또한 새로운
조직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다각적인 검토가 필
요하다고 하겠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규제영향분

정부 규제영향분석서의 평가과정을 통해 규제영

석서의 작성에 규제전문가(혹은 규제영향분석에

향분석의 교육₩훈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함의는

대한 전문적 판단이 가능한 자)와 해당 규제사무의

다음과 같다. 먼저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기초적 이

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해와 함께 이를 심화할 수 있는 교육₩훈련이 필요

둘째, 중요규제와 비중요규제에 대한 판단절차

하며, 이러한 교육₩훈련은 적절하고 충분한 수준

의 개선과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의 차별화가 필요

일시: 2008년 6월 19일(목) 13:00~18:30

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하다.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는 많은 경우 법, 시행

강화에 대해서 강력한 견제력을 유지하고 비용₩편

장소: 숙명여자대학교 순헌관 612호

과정에서의 환류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평

령, 시행규칙의 개정과 동시에 이루어지게 된다.

익 분석에 입각하여 규제품질을 관리하는 중요한

공동 주최: 규제학회, 한국경제연구원

가과정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평가관들이 환류과

따라서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시점에는 비중요규

정을 통해 규제영향분석의 평가과정에서 직면하는

제로 판단되었던 규제사무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

오류들을 시정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규제담당 공무

사과정 등을 통해 중요규제로 판정되는 경우 새롭

1. 개최배경
본원은 규제학회와 공동으로 규제의 신규도입과

2. 세미나 개요

규제관리 수단인 규제영향분석의 실태를 분석하
고, 규제를 도입하거나 유지하는 대신 규제 이외의

[제1세션] 우리나라 규제영향분석의 실태

대안을 사용하여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

사회: 김진국(건양대)

원들은 규제영향분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게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단을 모색함으로써 규제관리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발표: 여차민(국회예산정책처), 김주한(광운대),

수 있는 오류를 환류과정을 통해 시정할 수 있어야

없이 업무가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해당 규제가

한다. 셋째, 규제영향분석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집

중요규제나 비중요규제냐에 대한 판단이 현실적으

단적 참여와 토론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규제영향

로는 담당자의 업무 부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분석 관계자들이 실무에서 직면하는 문제점들을

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려는 요인이 존재하기 때

집단적으로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

문에 중요규제와 비중요규제의 판정과 관련한 적

는 단초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절한 보완이 필요하다.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또한
이 세미나에서는 여성₩가족₩에너지 네트워크, 소
비자보호와 관련된 규제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오정일(경북대), 박성균(건국대)
토론: 이종한(한국행정연구원), 임헌진(기술표준

원), 김은경(경기개발연구원)

함으로써 현재 규제도입과 강화가 집중되고 있고
이익집단들의 규제 요구가 강해지고 있는 이들 분

220

[제2세션] 규제대안의 모색

셋째, 자료수집과 자료축적의 필요성이다. 객관

야에서 어떤 규제들이 개혁되어야 할 것인가를 논

사회: 전영평(대구대)

의하여 정책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발표: 김금수(호서대), 최유성(한국행정연구원),

적이고 정확한 자료는 유용한 분석을 위해 반드시

이우성, 정승일(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필요하다. 각 부처의 규제담당자의 입장에서 보면

2008년 시장경제연구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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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평가를 위한 자료를 쉽게 획득하기 어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결과를 종합

연구의 시발점으로서 유럽연합이 최근 연구에서

운 문제가 있다.

하면 수도권 규제는 현재의 3대 권역에 의한 일률

제시한 공동규제에 대한 분석틀을 우리나라의 사

넷째, 규제영향분석서에 대한 평가의 중요성이

적인 규제보다는 서울과의 인접성 같은 새로운 기

례에 적용하여 분석을 시도해 보는 것을 주된 목적

다.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이 아직은 제도의 취지

준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자율

으로 한다. 즉 자율규제와의 차이점에 초점을 맞추

에너지 네트워크 산업의 경쟁도입은 산업의 특

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

적인 규제가 더욱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어 공동규제의 개념을 정리하고, 공동규제의 출현

성상 수직적 통합체제하에서 경쟁부문과 독점부

배경 및 필요성, 그리고 공동규제의 장점과 한계점

문으로 분리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이다. 즉 독점

에 대해 논한다. 아울러, 유럽연합에서 이루어진

이 불가피한 망사업부문은 직접규제를 적용하고,

Hans-Bredow-Institute의 공동연구에 제시된

경쟁이 가능한 생산 및 판매 부문의 경우 규제완

공동규제의 성격을 파악하고 유형을 분류할 수 있

화를 통한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는 분석틀을 소개하고 이 분석틀을 적용하여 우리

수 있다.

제의 발생은 현재 제출되고 있는 규제영향분석서
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절차의 도입을 통해 상당부
분 해결할 수 있다. 규제영향분석서에 대한 리뷰는

(4)「주민-정부 간 자율협약의 이론: 대포천 사
례를 중심으로」김금수(호서대 교수)

규제개혁위원회가 그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선
별적으로 실시한다면 소기의 목적을 가장 효율적
인 방법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대포천 사례에서 보았던 정부와 주민 간 수질에
관한 자율협약을 무한반복게임의 틀에서 모형화하
고 그와 같은 자율협약이 균형행위로서 가능한 조

(3)「공장집적과 지가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 경기도를 대상으로」
오정일(경북대 교수), 박성균(건국대 교수)

이 근(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다음 단계는 경쟁구도를 조성하기 위해 수평적

이러한 시도를 통해서 향후 우리나라 공동규제

분할을 촉진하는 것이다. 독점적 특성을 가지고 있

의 존재와 특성, 나아가서는 현황 및 실태, 그리고

는 수송망으로부터 분리된 생산부문에 경쟁을 촉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수질기준을 준수한다면 정

문제점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근거로

진하기 위해 도매경쟁시장을 조성하고 다수의 시

부는 전통적인 명령통제형의 규제로 전환하는 것

새로운 분야에 대한 공동규제 기제의 활용 가능성

장참여자로 분할하는 것이다. 또한 판매부문도 수

을 유예할 것이다. 수질관리를 전적으로 민간자율

을 열기를 기대한다.

송망(배분)으로부터 분리한 후 소매경쟁 여건을 조

건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실제 공장설립 데이터와 지가상승률 데이터를

에 맡기기로 했다면 매 기간 협약하에서 누리는 오

이용하여 공장입지와 지가의 구체적인 상관성을

염배출량이 수질위반 시 전환하게 될 전통규제에

살펴보았다. 9개 지역에 대한 인과관계 검정결과

서 갖게 되는 오염배출량보다 크고, 협약준수가 불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하고는 설립공장 수가 공장용

필요하게 전통규제로 전환시킬 확률이 충분히 낮

지 지가상승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협약위반이 예정된 전통규제로의 처벌을 촉

여성₩가족₩청소년 부문에 있어 경쟁제한적인 규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생산부문에서 수

다. 이는 공장용지 지가상승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

발할 확률이 충분히 크고, 할인계수가 1에 충분히

제는 철폐되어야 한다. 이 분야에 대한 국민의 자

직적, 수평적으로 분할된 공기업을 민영화해야 한

인은 설립공장 수가 아닌 다른 변수의 영향이 더

가깝다면 모든 가계는 협약을 준수하는 것이 최적

유로운 활동과 참여기회를 제한하는 규제는 철폐

다. 민영화는 생산부문의 공기업에 대해서 단계적

클 가능성을 의미한다. 설립공장 수 변화는 경기도

인 행동이 된다. 또 협약위반에 대한 처벌로서의

되고, 정부역할이 경쟁촉진적으로 개편되어야 한

으로 추진하되 경영권 매각을 기본으로 하고, 증시

전체 및 서울 반경 15km 이내, 과밀억제 권역에서

전통규제의 강도가 커질수록, 전통규제를 촉발할

다. 특히 특정집단에게 특혜를 부여하거나 기존의

상장을 통한 주식 분산방식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는 공장용지의 지가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수질기준이 강화될수록, 협약의 당사자인 가계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를

또한 에너지네트워크부문에서 경쟁가능한 부문

분석되었다. 또한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기업의 입

수가 적을수록 자율협약의 범위가 확대됨을 분석

위해서 민간지원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이

인 생산 및 판매부문의 공정한 경쟁 여건을 조성하

지 결정요인에 대한 기업의 입지동기 중 하나인 자

하였다.

철폐되어야 하며, 시설에 대한 인가제를 신고제로

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에너지원 간의 공정한 경

축소해야 한다. 그리고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특히

쟁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특정 정책목적으로 왜

영리목적의 운영금지와 같은 불필요한 규제 또한

곡된 가격구조에서 탈피하여 비용이 적절하게 반

(EU)의 사례를 중심으로」

철폐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가 자격을 검정하고 이

영되는 가격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에너지원 간의

최유성(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자격이 있는 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하는 것도

공정경쟁을 조성할 수 있다. 나아가 에너지시장에

철폐되어야 한다. 민간지원시설이 제공하는 프로

대한 규제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독

그램을 정부가 인증하는 것도 진입규제의 하나로

립적인 규제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에너지부문을

폐지되어야 한다.

통합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

산확대적 동기의 입지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들은 성장관리권역의 경우 투기적
수요에 의한 공장설립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5)「공동규제에 대한 시론적 연구: 유럽연합

입증하고 있다. 이는 이 지역에서는 투기적 수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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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공동규제 기제에 적용하였다.

(7)「에너지 네트워크 부문의 규제개혁 방안」

아닌 실수요에 의한 공장설립이 이루어지고 있으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대안적 규제로서 공동규

므로 공장설립 규제를 완화하여도 큰 문제가 발생

제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에서의 공동규제에 관한

2008년 시장경제연구백서

성하고 다수의 시장참여자로 분할하는 것이다. 생

(6)「여성₩가족₩청소년 부문 규제개혁 방안」
황승흠(국민대 교수)

산 및 판매부문에서 다수의 시장참여자가 존재할
경우 경쟁은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시장의 경쟁 환경조성이 선행된 후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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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소비자보호 규제개혁 방향」

의 하나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방송₩통신의 융합과

최숙희(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디지털 기술의 도입 등에 대한 상당 부분의 논의가

쇠고기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진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광고규제시스
템의 정비에 대한 논의는 진전되지 않고 있는 실정

시장구조가 소비자 중심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일

이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논의가 이루어져

반화되는 추세로 소비자가 종래 수동적, 피동적인

야 한다. 소비자보호 규제의 방향으로 먼저 소비자

역할에서 기업활동과 경제구조를 결정짓는 적극

에 대한 적정수준의 정보제공 강화가 필요하며, 둘

적, 능동적인 주체로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소

째, 자율규제 확대와 협회의 위상 제고가 필요하

비환경의 변화와 소비자 의식의 변화에 따라 기업

다. 또 자율제에 따른 엄격한 처벌을 적용해야 할

본원은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 이후 제기된 재협상의 필요성에 대해

의 대응방식도 변화해야 하며, 그에 걸맞게 정부의

것이며 마지막으로 법률 간 통합 적용을 통해 규제

통상분야 재협상 사례를 살펴보고 재협상의 실익을 분석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

소비자정책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소비자정책

를 단순화하고 명확성을 확보해야 한다.

하였다.

│대│외│세미나│

세계화, 지식사회, 정보화에 따라 기업 중심의

에서 약관 및 표시광고는 매우 중요한 정책분야 중

1. 개최배경

[제1세션] 주제발표 및 토론
사회: 정인교(인하대)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합의 이후 양국
간 추가협의 결과 광우병 위험 차단을 위한 3가지
조치가 추가되었으나 일부에서 전면 재협상 요구
를 계속 제기하고 있어 통상분야 재협상 사례에 대
한 분석 및 쇠고기 재협상의 국제법적 평가를 통해

발표

제1주제:「통상분야 재협상 사례와 쇠고기 재협
상에 대한 시사점」곽노성(동국대)
제2주제:「쇠고기 재협상의 국제법적 평가와 실
익분석」최원목(이화여대)

재협상의 실익을 파악하고 추가협의 결과에 대해
평가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제2세션] 쇠고기 추가협상 평가
사회: 조동근(명지대)
토론: 곽노성(동국대), 복거일(문화미래포럼 대

2. 세미나 개요

표, 소설가), 송원근(본원), 정인교(인하대),
최원목(이화여대), 허 윤(서강대)

일시: 2008년 6월 24일(화) 09:00~12:10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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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동시에 한-미 FTA

3. 주요 내용

비준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베이징올림픽 이후 중국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주장하였다.

재협상에 대한 시사점」곽노성(동국대 교수)

│대│외│세미나│

(1) 제1주제 -「통상분야 재협상 사례와 쇠고기
(2) 제2주제 -「쇠고기 재협상의 국제법적 평
가와 실익분석」최원목(이화여대 교수)
곽노성 교수는 미국에서의 재협상 사례는 통상
권한을 의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상 타결 이

최원목 교수는 한-미 간의 쇠고기합의서가 약식

후에도 의회의 요구에 의해 인준 전 필요에 따라

조약으로 유효하게 성립하여 국제책임이 발생하므

베이징올림픽 개최와 관련하여 중국 경제성장의 자신감, 정권유지의 안정판, 정

재협상한 사례가 있으나 이는 과거 신속처리절차

로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재협상을 하려

치체제와 외교전략의 변화, 변화하는 투자환경, 위안화절상 지속, 대외무역구조

권한이나 현재의 무역촉진권한을 행정부에 부여

면 조약폐기가 유일한 선택이라고 주장하였다. 따

의 변화, 산업구조의 변화, 고도화되는 소비시장, 중국기업의 구조변화, 소수민족

하여 상대국의 신뢰하에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라서 향후 대책은 추가협의에도 불구하고 30개월

정책, 지속성장 가능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하는 제도상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한 행동으로 해

이상 쇠고기 유입에 대비한 관리 입법 등 보완 입법

석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쇠고기 추가협상에

마련과 효율성과 국제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둔 장

대해서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실질적으로 국

기적 축산정책의 수립이라고 주장하였다.

1. 개최배경

발표

제1주제:「중국의 올림픽 개최 의미와 연구배경」
베이징올림픽 이후 예견되는 중국의 여러 분야
에서의 변화 가능성과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과제
발굴을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박승록(본원)
제2주제:「올림픽 이후 중국의 정치체제 및 외
교 전략의 변화」한광수(인천대)
제3주제:「중국의 투자환경 변화」
김주영(한국수출입은행)

2. 세미나 개요

제4주제:「주요 산업의 경쟁력 변화」
이문형(산업연구원)

일시: 2008년 7월 8일(화) 14:00~17:30
장소: 전경련회관 20층 난초홀
사회: 유장희(본원 초빙연구위원)

제5주제:「올림픽 이후 중국경제의 지속성장 가
능성」김익수(고려대)
토론: 고용수(한국은행), 김명식(산은경제연구

소), 박승록(본원), 이두원(연세대), 이장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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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내용

위대한 올림픽(New Beijing, Great Olympics)”

자환경 변화는 성장 제일주의에서 나온 폐단을 시

이란 슬로건을 세계에 내놓았다. 보도의 자유, 언

중국이 베이징올림픽을 계기 삼아 꼭 달성하고

정하고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생산 대국에서 생산

론과 출판의 자유를 보장할 제도적인 변화가 있을

싶은 목표는 국가 브랜드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강국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생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이런 점들을 볼 때 중국정부

다. 무엇보다 급선무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이다. 그

산량 기준으로 세계 1위 품목이 200개가 넘지만,

는 기본적인 제도변화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으며,

러기 위해서는 저임금, 저부가가치 산업을 털어내

이의 상당 부분이 환경오염, 자원낭비, 제품 리콜

2008년 올림픽 유치를 준비할 때 중국의 인권개

이런 약속들을 지키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도 부합

지 않으면 안 된다. 이로 인하여 얼마 전 한국과 대

등의 값비싼 대가로 얻은 것이다.

선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중국은 두 번째

된다는 것도 잘 이해하고 있다. 중국은 베이징올림

만, 동남아 국가들의 영세한 중소 진출기업들이 서

최근 투자환경 변화에서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올림픽 개최를 신청하면서 인권문제 개선을 국제

픽 개최를 전후하여 환경문제와 관련된 제도의 변

리를 맞기도 했다. 정치₩외교 분야에서도 새로운

내용은 성장 제일주의를 달성하기 위해 취했던 세

사회에 공식적으로 약속함으로써 2008년 베이징

화도 있을 것이다. 또한 올림픽 개최를 통해 정부

변화가 감지된다. 한편으로는 가파른 시장경제발

제감면 등 우대혜택을 대폭 폐지 내지 축소하는 한

올림픽 개최권을 획득할 수 있었다. 국제올림픽조

정책 시행에 대중들의 참여를 더욱 활성화시킬 것

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치리더십을 정비하고, 다

편, 환경오염 억제를 강화하여 자원과 에너지 다소

직위원회(IOC)의 평가에 따르면 1988년 서울올림

으로 보인다. 베이징올림픽을 계기로 한 중국의 이

른 한편으로는 높아가는 정치경제적 위상을 외교

비, 저부가가치 제품의 생산을 적극 억제한 것이

픽은 올림픽 개최가 인권개선에 가장 긍정적인 영

런 노력은 중국사회를 점차 자유로운 사회로 진보

전략의 확장으로 구체화한다는 복안이다.

다. 반면, 내수진작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

향을 미친 사례로 꼽히고 있다. 서울올림픽의 사례

하게 할 것이다.

(1) 제1주제 -「중국의 올림픽 개최의 의미」
박승록(본원 선임연구위원)

중국은 강대국인 동시에 개도국이다. 올림픽을

모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매년 연 10% 이상 인상하

개최하기에는 음식과 환경이 미흡하다는 수모를

는 것은 물론 근로자의 종신고용을 추진하고 더 나

겪는 가운데, 올림픽을 불과 몇 달 앞두고 겪은 티

아가 넘쳐나는 외환 유동성으로 위안화 환율의 하

베트 사태와 쓰촨성 대지진 참사는 중국이 안고 있

락을 용인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올림픽을 앞두고

는 취약점을 낱낱이 보여주었다. 그러나 중국은 국

중국이“세계의 공장”
,“환율 조작국”등의 부정적

경제적 성공은 정치역량의 확대로 나타나 국내

제정치에서 종전보다 적극적으로 제 목소리를 내

인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원년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중국은 올림픽 개최를 통해 베이징의 도시환경

적으로 정치개혁, 대외적으로는 외교전략의 적극

고 있다. 세계여론이 들끓었던 티베트 사태에 대하

것 같다.

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로마올림픽

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 정치력은 카운터 파트너

여 후진타오 주석은 이를‘국내문제’
라며 외부간

그런데 이러한 조치는 종전에 중국의 저렴한 생

(1960), 도쿄올림픽(1964), 뮌헨올림픽(1972), 몬

가 없는 상황에서 당내 개혁이 핵심이지만 당-국

섭을 차단했으며, 미국의 경기침체에 대해서도

산요소를 이용하여 제3국 시장개척에 나섰던 우리

트리올올림픽(1976) 등은 올림픽 개최를 위해 대

무원-전인대의 기능조정을 통하여 민주화 요구를

‘지나친 규제완화’
라며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공개

기업을 한계 상황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 최근 우

규모 투자를 하면서 도시환경을 극적으로 변화시

흡수하고 중국식 정치개혁을 장기적으로 추진한다

적으로,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리 기업의 대중국 투자 건수가 감소한 데서 잘 나

킨 예이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은 역대 올림픽

는 복안이다. 당내 개혁은 열 명도 안 되는 중앙정

중국 외교부가 지난 달 한중정상회담 중에‘한미

타나고 있다. 대신 투자규모는 확대되고 있다. 중

개최도시들의 특징과 비교할 때 대규모 체육시설

치국 상무위원회에 집중되어 있던 각종 권한을 과

동맹은 냉전의 산물’
이라는 공식입장을 재확인하

국 내수시장을 지향하는 기업들이 투자규모를 확

과 사회기반시설 투자, 도시운영 시스템의 변화와

감하게 중앙위원회로 넘기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여 이명박 정부를 당황케 한 대목에서도 나타났다.

대한 때문이다.

는 중국의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도 유사한 영향
을 끼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인권
보호 수준은 올림픽 개최 이전의 한국과 유사한 측

(2) 제2주제 -「올림픽 이후 중국의 정치개혁
과 신외교전략」한광수(인천대 교수)

면이 있다. 당시 한국의 올림픽 개최는 한국이 독
재정치에서 민주정치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장기적으로 중국 정치체제의 비전을 놓고 전직

중국의 발전은 미중관계와 더불어 한반도의 국

내수시장 지향의 투자 증가와 관련, 주목할 사항

관료나 지식인들 사이에서 서구식 정치 모델에 대

제적 위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중국의 발전이 불러

은 우리 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매출이 증가할수록

중국은 베이징올림픽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제

해서 설왕설래하고 있지만‘중국식 정치개혁’
은움

오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역량을 갖추어

중국 현지에서 원부자재를 조달하는 비중이 높아

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중국의 올림픽유

직일 수 없는 기본이다. 지금까지 나온 논의는 대략

야 할 때다.

진다는 사실이다. 다름 아닌 중국 투자의 수출유발

치위원회는 베이징올림픽 유치를 위한 엠블럼과

4가지로 정리된다. 신좌파에 속하는 순수 공동체

슬로건을 공개하면서 베이징은 새로운 정책개혁과

방안, 민주사회주의 방안, 공동체주의를 위주로 하

외부세계에 대한 개방을 통해 새로운 세기에 진입

여 자유주의와 절충하는 방안, 그리고 자유주의를

할 것임을 약속했다. 올림픽 정신의 확산과 올림픽

위주로 하고 공동체주의와 절충하는 방안 등이다.

운동의 새로운 장으로서 중국은“새로운 베이징,

이들 방안은 서유럽과 북구, 미국에 이르기까지 각

같은 도시의 일대 개변이 이루어지는 행사가 될 것
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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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모델을 적당히 얼버무린 것들이다.

2008년 시장경제연구백서

효과가 감소하여 우리의 대중국 상품수지 흑자규

(3) 제3주제 -「중국 투자환경 변화」
김주영 (수출입은행 동북아팀장)

모의 축소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대중국
상품수지 흑자규모가 2005년 233억 달러를 최고
로 2006년 209억 달러, 그리고 지난해에는 190억

베이징올림픽 직전에 나타나고 있는 중국의 투

달러로 크게 감소된 데서 잘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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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투자환경 변화는 우리 기업에 있어 마치

국과 경쟁관계로 진입할 것이다. 중국의 급격한 추

긴 하지만, 정책당국의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나고

대한 사전심의를 강화하고, M&A 관련 법규도 재

코끼리 등에 앉아 있는 여행객과 다를 바 없다. 과

격에 대비해 신성장산업을 적극 발굴하고 중국과

체제 내의 개혁₩개방에너지가 충만해 있는데다가

정비해야 할 것이다.

거의 코끼리는 체구도 적고 유연성(경쟁력)이 부족

의 경쟁이 약한 블루오션 영역을 적극 개발할 필요

민간부문의 자생적 투자열기가 뜨겁다는 점에 주

한 데다 성장 제일이라는 방향으로 그저 앞만 보고

가 있다. 특히 하이테크산업을 중심으로 한 핵심

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갔기 때문에 여행객이 한눈을 팔고 사방을 둘

R&D와 글로벌 경영능력을 강화하여 전천후 경쟁

러보며 자연경관을 만끽(성장 과실 향유)하더라도

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술’위주로 전환됨에 따라 글로벌 전략과 진입전

선진국 경기침체와 위안화 절상추이는 중국의

략, 현지경영전략의 혁신이 필요하다. 노동집약적

대외수출 증대에 부정적 요인임에는 틀림없지만,

업종의 경우 중국보다는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

코끼리 등에서 떨어지는 그런 불상사(무단 철수)가

둘째, 베이징올림픽 이후 중국도 인건비가 오르

수출증가율 둔화는 민간소비의 증가와 상하이 엑

아, 북한 개성공단 등에 대한 투자를 우선 검토하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의 코끼리는 체구도

면서 수출구조가 급속도로 고도화되고 이로 인해

스포를 전후한 인프라 투자 확대에 의해 상당부분

고, 중국시장에 대해서는 제조업보다도 보험₩금융

커지고 유연성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효율이라

첨단산업 관련 핵심부품과 소재에 대한 수입이 크

상쇄될 것이다. 인건비 상승을 수반하는 신노동계

₩증권, 유통, 물류 등 서비스 시장 개척 노력이 확

는 방향성으로 인해 자칫 잘못하면 코끼리 등에서

게 증가할 것이다. 중국의 수입수요 변화에 부응하

약법 도입도 단기적으로는 중국 경제성장에 부정

대되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의 연예인 공연, 드

쉽게 떨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 피해는 가히

기 위해 핵심 부품산업 생산을 담당할 중견기업의

적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노무관리 체계를 선진화

라마 수출 등 일방향적 문화수출에서 벗어나 영상

치명적일 수 있는 상황으로 변화되었다.

육성이 시급하다.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산학연 연

함으로써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자본₩기술집

₩문화 콘텐츠 상품의 공동개발, 영화₩드라마의 공

구개발 지원체제도 하루빨리 구축되어야 한다. 국

약적 생산방식의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동제작 중심으로 쌍방향형 교류를 활성화해야 할

(4) 제4주제 -「성공적 베이징올림픽이 우리

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종속을 축소시키고

중국에 대한 무역 및 투자의존도가 높은 우리로

산업에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핵심 부품산업의 규모경제화와 국제화, 브랜드화

서는 대중(對中) 경쟁우위를 유지하면서 점차 파이

이미 진출한 기업의 경우 올림픽 이후에는 중국

이문형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를 실현시킬 중견기업 육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

가 커지고 있는 중국과 윈-윈형 협력관계를 구축

내 사회적 책임(CSR) 경영 요구가 증대할 것으로

나침이 없다.

₩유지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이다.

보임에 따라 세무, 노동 등 관련 법규 준수, 환경

것이다.

베이징올림픽 이후 한중 간 산업협력은 어떻게

마지막으로 베이징올림픽은 중국의 위상을 세계

새 정부로서는 미₩일에 치우친 통상외교 전략에

보호, 에너지 절약 등에 힘써야 한다. 또한 재투자

변화할 것인가? 한국의 대중국 수입은 기존의 섬

의 공장에서 시장으로 전환시킬 것이다. 자가용 대

서 벗어나 중국과 실질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와 R&D 투자확대를 통해 하이테크 가전제품,

유, 의류, 생활용품 등 노동집약적 제품에서 전기

중화를 포함해 중국 내수시장이 크게 활성화되면

구축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LCD, 반도체, 이동통신 등 업종의 기술, 품질, 디

전자, 철강, 기계설비 등 소재 또는 기술집약적 산

서 중원시장을 쟁탈하기 위한 중국기업과 외자기

대중국 FTA 추진에 관한 내부입장을 재정비하고

자인,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표준전쟁에서 승

업으로 고도화될 것이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 역시

업 간 경쟁도 치열해질 것이다. 중국 내에서 경쟁

3세대 이동통신, 인터넷 보안, 디지털방송 분야에

리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중국의 수출구조가 고도화되고 소비수준이 향상되

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내수시장 진

서 중국과의 공동 기술개발, 공용 기술표준의 설정

는 선진 외국기업과의 기술교류 강화와 인력, 부

면서 저가 중심에서 고가 중심으로 전환될 것이다.

출전략을 마련함과 동시에 생산, 연구개발, 판매의

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동시에 내부

품, 마케팅의 현지화 노력을 확대, 중국 전문 인력

지금까지 한국의 대중 수출구조를 산업별로 살펴

현지화가 요구된다. 중국 내수시장을 개척하기 위

적으로는 산업정책의 고도화, 연구개발 인프라의

의 육성이 시급하다.

보면, 전기전자가 52%, 석유화학이 19% 등 소수

한 요원 확충과 함께 중국 조립기업과 한국 부품업

확충에 힘쓰는 한편, 핵심기술 기술 유출 가능성

또한 IT, BT 분야의 핵심기업에 대한 중국 자본

산업에 완전 편중되어 있다. 용도별로는 수출용 원

체 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도 필요한 시점이다.

차단, 농산물, 유화, 철강 등 부문 반덤핑, 상계관

의 인수 시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업

세 공세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도 정책적 관심을 기

차원에서 스쳐 지나가는 올림픽이라는 국가적 이

울여야 한다. 또한 IT, BT 분야의 핵심기업에 대

벤트라고 생각하지 말고 중장기적 시각에서 중국

한 중국 자본의 인수시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임에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면서 경쟁

따라 민감기술 분야의 기업인수, 기술수출 계약에

력을 강화하는 것만이 살길이라고 본다.

부자재가 80%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나 베이징올
림픽 이후에는 우리의 대중 수출이 자동차와 조선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다변화되고 내수용 수출

(5) 제5주제 -「올림픽 이후 중국경제의 지속
성장 가능성」김익수(고려대 교수)

비중도 크게 증가할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대비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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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차원에서는 중국의 패러다임이‘질’
과‘기

올림픽 이후에도 중국경제는 9~9.5% 내외의 경

첫째, 베이징올림픽을 계기로 세계 시장에서 한

제성장을 지속할 것이다. 글로벌 경기침체, 인플레

중 간 경쟁영역이 전 산업으로 확산될 것에 대비해

와 긴축정책, 자원과 에너지난, 환경문제, 농촌의

야 한다. 불원간 조선, 자동차, 기계설비산업도 중

불만, 지역격차의 확대와 부패 등의 제약요인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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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과 대응방안

3. 주요 내용

(3) 제3주제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와 금
융감독의 개선 방향」박기환(국민대 교수)

(1) 제1주제 -「글로벌 금융위기 전개와 한국경
│대│외│세미나│

제상황」오석태(씨티은행 이코노미스트)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은 정부정책의 부작용
외에도 금융기관들의 이기적 행동과 탐욕이 만들

금융위기, 실물경제 침체 그리고 다시 신용경색

어 낸‘시스템리스크’
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라는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미국경제는 올 3분기

는‘시스템리스크’
라는 사회적 비용을 금융기관의

부터 적어도 내년 2분기까지는 마이너스 성장을

사적비용으로 내부화하는 방식으로 금융규제/감

본원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기의 향방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한국경제의 내

독을 개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금융기관들이

은 물론 이것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책 대응을 제

년 성장률은 2.2%에 그칠 것이며, 원/달러 환율은

투자₩보유하고 있는 신용(부도) 위험자산의 가치를

시하고자 본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원화 유동성 문제 및 성장 전망 악화가 원화 약세

평가할 때‘시스템리스크’
를 반영함으로써 금융기

요인으로 계속 작용하면서 당분간 1,300원대에서

관들로 하여금 그 비용을 부담케 하는 방안을 검토

높은 변동성을 유지할 것이다.

해야 한다.

(2) 제2주제 -「외환시장의 불안요인 점검과

(4) 토론

대응방안」안순권(본원 연구위원)
박원암 교수는 거시경제정책과 관련해서 실물경

1. 개최배경
미국발 금융위기의 충격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금융₩외환시장은 다른 나라보다
더 큰 충격에 휩싸여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
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실물경제 침체를
우려하며 여전히 불안해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본
원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향방은 물론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책 대응을 제
시하고자 본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미국발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원화가 올 들어서

제의 경착륙 방지를 위해서 정책당국이 금융정책

약 50% 절하했는데 미국의 금융위기가 해소되는

은 물론 향후 재정확대 등을 통해 현재의 위기 상

향후 1~2년 동안은 국내 외환시장의 불안이 지속

황에‘선제적으로, 신속하고, 충분하게’대응하여

장소: 전경련회관 3층 중회의실

될 것이다. 주요 20개국 무역가중치, 물가 등을 고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환율불안을 극복하기

사회: 허찬국(본원)

려한 적정 환율은 1,040원대이지만 서비스수지 적

위해서는 수출부진과 함께 내수부진을 용인함으로

발표

자와 최근의 글로벌 신용경색 상황을 감안할 경우

써 경상수지를 균형수준으로 유지해야 하고, 필요

제1주제:「글로벌 금융위기 전개와 한국경제상

적정 환율수준은 1,250원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

시 금리인상도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종욱 교

된다. 따라서 현재의 1,400원대 환율수준은 과도

수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이

한 쏠림현상 때문으로 진단되며 외환시장 안정을

외환위기 때보다 더 나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전

위해서는 정부의 신뢰회복과 국민의 협조가 무엇

망했다. 현행 중소기업 자금지원정책 및 중소기업

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추가 기준금리 인하 및 과

금융을 개선함과 동시에 중소기업 범위의 조정을

감한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과감한 경기부양책이

통해 한정된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유용하게 활용

필요하며 일본과의 엔/원화의 통화스왑 규모를 확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하여 일본의 엔화강세 저지와 한국의 원화약세

조만 교수는 현재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해 외부로

저지에 공조하는 상생 경제외교를 펼쳐야 한다.

부터의 충격에 부동산시장의 침체가능성이 큰 상

황」오석태(씨티은행)
제2주제:「외환시장의 불안요인 점검과 대응방
안」안순권(본원)
제3주제:「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와 규제/감
독의 개선 방향」박기환(국민대)
토론: 박원암(홍익대), 이종욱(서울여대), 조만

(KDI 국제정책대학원)

2. 세미나 개요

황이라고 발언했다. 주택시장의 침체가 계속될 경
우, 가계 및 건설업체의 기존 차입에 대하여 상환

일시: 2008년 10월 27일(월) 14: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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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8월 저점대비 15%가량 절상되는 추세를 보이고

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대출기관, 특

있어 엔/원 통화스왑은 일본의 입장에서도 긍정적

히 중소형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지도와 함께 유

인 측면이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외환시장 불안

동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본원의 허찬국

심리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원/엔 통화스왑 확대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일본의 대미 수출이 크게 줄

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FTA 추진과 통상절차
│대│외│세미나│

에 의해 지난 5월 채택된‘베르사니 칙령’
)을 고려

고 있고, 엔케리 트레이드의 와해로 엔/달러 환율

본원은 한-미 FTA 추진을 계기로 필요성이 일각에서 제기되어 왔고 현재 국회
에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통상절차법에 대해 우리나라 통상환경에 비추어 그 실
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1. 개최배경

공동 주최: 한국경제연구원, 국제무역연구원,

바른FTA본부
한-미 FTA의 추진을 계기로 국내 일각에서 통
상절차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고 국회에는

[제1세션] 우리나라 FTA 추진절차 및 대내외 협상
체제 평가

여러 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통상절차법은 통
상정책에 있어 국회의 참여와 권한을 확대하는 것

사회: 김기흥(한국국제통상학회)

으로 우리나라 통상환경에 비추어 그 실효성을 평

발표

가할 필요가 있다. 이에 그동안 우리나라 FTA 추

-「우리나라 FTA 추진과정에서 제조업분야 이

진과정에서의 이해관계 반영 및 협상절차를 평가

해관계 반영 및 협상절차 평가」

해 보고 통상정책의 지향점 및 목표에 근거해 발의

김도훈(산업연구원)

되어 있는 통상절차법안들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FTA 추진과정에서 농업분야 이해관

계 반영 및 협상절차 평가」
최세균(농촌경제연구원)

2. 세미나 개요

-「FTA 추진과정에서 행정부, 국회 및 업계 의

견수렴」정재화(국제무역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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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장소: 삼성동 COEX 403호 컨퍼런스룸

여한구(지식경제부), 이미연(외교통상부), 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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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산업중앙회), 최낙균(대외경제정책연구원)

행할 필요가 주장하였다.

숙한 토론문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였다. 통상절차법은 헌법에 합치되는 범위 내에서
국회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민

[제2세션] 통상정책의 목표와 통상절차법 평가

(2)「FTA 협상과정에서의 이해관계 반영 및

사회: 이종원(한국무역학회)

협상절차 평가: 농업부문」

발표

최세균(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리나라 통상정책의 지향점」

이준규(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장)

의 참여를 증진시키며, 행정절차의 민주화와 투명
성 제고라는 목표와 합치되도록 제정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 통상협상의 단계별

이준규 팀장은 그간의 FTA 추진현황에 대해 평

로 정부와 국회 간의 균형 잡힌 상호작용을 제도화

최세균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농업은 시장개

가하면서 적극적 FTA 체결 추진노력으로 FTA 거

하고, 민간자문기능도 활성화하며, 협상관련 정보

방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어 FTA

점국가로 도약했으며 시장 확대 및 경제협력 증대,

를 적절하게 국민과 국회에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

에 대해 농업계의 반대가 더욱 강하게 표출되었고,

그리고 교역 및 투자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

다고 주장하였다.

-「통상절차법 발의안 평가」송원근(본원)

따라서 협상 전 단계에서 FTA 협상 당사국을 선정

장하였다. 한국은 높은 대외의존도로 인해 지속성

토론

하는 데 있어 업계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

장을 위해서는 통상정책의 국가발전 전략화가 필

이태호(외교통상부), 전현호(중소기업중앙회),

다고 주장하였다. 한-칠레 FTA와 한-미 FTA를

요하고 통상정책은 실질적 열린 경제, 전략적 협력

정인교(인하대)

비교해 보면 협상 결과는 한-칠레 FTA 협상이 농

경제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개방 친

업계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었으나 협상 진행 절차

화적이고 효과적인 통상 거버넌스 구축, 그리고 통

송원근 연구위원은 국회에 발의된 통상절차법안

의 측면에서 한-미 FTA 협상이 한-칠레 FTA 협

상정책 결정의 정당성 확보 및 운영체제 효율화도

이 모두 국회동의권을 확대 해석하여 삼권분립원

상보다 농업계 의견수렴과 정보공개 등에서 앞서

지속성장을 위한 통상정책의 구축을 위해 필요하

칙에 위배되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과도한

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다고 주장하였다.

정보공개 의무를 규정하여 공개를 전제로 협상을

이준규(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요국의 통상정책 절차규정 비교」

최원목(이화여대)

3. 주요 내용
(1)「우리나라 FTA 추진과정에서 제조업분야

칠레 FTA와 한-미 FTA 모두 미흡한 것으로 평가

김도훈(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5)「통상절차법의 제정 방향 - 주요국(미국 중

의견수렴제도 평가」

방식으로 이루어져 제조업계에서의 의견개진이 소

정재화(국제무역연구원 통상실장)

극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해외시장 확보의 필요

송원근(본원 연구위원)

책의 효율성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하

심)의 통상절차와의 비교 분석」

였다. 또한 발의된 통상절차법안은 국가₩산업₩지

최원목(이화여대 교수)

역 간 균형발전의 도모라는 목표에 적합하도록 통

(3)「FTA 추진과정에서 행정부, 국회, 산업계

bottom-up 방식이 아닌 정부 주도의 top-down

(6)「통상절차법 발의안에 대한 평가」

진행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통상정

협상 전 단계에서 농업계의 의견수렴 실적은 한-

이해관계 반영 및 협상절차 평가」

김도훈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FTA 추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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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한국의 통상정책 지향점」

상정책의 역할을 제한하고 있어 선진통상국가 실
최원목 교수는 우리나라 통상절차의 문제점으로

현을 위한 개방친화적인 통상정책 목표와 부합하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정책수립₩추진환경 미비, 부

지 않고, 따라서 원활한 대내협상을 통한 통상정책

처 간₩산업부문 간 이해관계 조정기능 취약, 그리

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

성을 주장해야 하는 것은 제조업 쪽이므로 FTA 추

정재화 실장은 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이

고 통상정책수립 및 협상과정의 투명성 부족을 지

장하였다. 원활한 대내협상 및 통상정책의 효율성

진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주체는 제조업계가 되어

한-미 FTA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국회와의 명확한

적하였다. 국회에 발의된 통상절차법안들이 행정

제고를 위해서 국회에서의 통상정책 관련 지원시

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협상 추

역할분담 부재로 인한 신속한 협상진행의 저해, 민

부에 의해 독점되어 온 통상조약체결 절차에 대한

스템 구축과 통상정책 전반에 관한 자문을 담당할

진과정에서 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의견수렴 통로

간자문회의의 역할 부족, 행정부 내에서의 부처 간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은 바람직하나 국회

민간자문위원회의 설립, 그리고 합리적인 무역조

개설의 필요성에 따라 주요 FTA 추진 과정의 중요

중복 및 조율의 부재, 민간의견 수렴창구의 불명확

의 권한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헌법에 배치되는 사

정지원의 제도화가 통상절차법의 제정보다 우선적

고비에는 자동적으로 소집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성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신

항들이 포함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하

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시장개방의 실질

속한 통상협상 진행과 침묵하는 다수를 위한 의견

적 수혜자인 소비자들의 참여 유도가 필요하므로

수렴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FTA 추진과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소비자단체의 역할 제

정에서 정치적 성격을 배제한 국회의 역할이 요구

고가 필요하고 당분간 시민단체들이 그 역할을 수

되고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사개진이 보장되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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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시장의 민영화와 규제개혁

3. 주요 내용

해 심각한 비효율성과 경쟁력 저하를 겪고 있다.

(1) 제1세션 -「방송산업의 주요 규제와 개선
방안」김용규(한양대 교수)

│대│외│세미나│

의한 거래독점, 요금규제 및 끼워 팔기 등으로 인
전 세계적으로도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도 없는
기현상인 이러한 KOBACO 체제의 폐해는 1)방송
사의 수입이 시청률과 무관하게 결정되도록 함으

미디어산업의 주요 특징은 규모의 경제, 범위의

로써 방송사 스스로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제작하

경제 및 양면시장의 특성이다. 글로벌 미디어 그룹

고 경쟁력을 높일 인센티브를 갖지 못하게 하였고,

인 뉴스코퍼레이션은 신문, 지상파방송, 위성방송,

2)시청자나 청취자는 질 낮은 프로그램을 감수해

본원은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방송₩통신₩미디어 부문의 개혁방안과 방송₩광고

케이블 PP 등의 소유를 통하여 범위의 경제를 누리

야 하는 피해를 보고 있고, 3)광고주에게는 낮은

시장의 경쟁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방송법상 지상파 방송,

광고효과를 감수하면서 광고비를 지출하게 하고,

종합편성 및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에 대한 소유와

4)중소방송사를 인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오히려

겸영교차소유 규제로 인해 규모와 범위의 경제 달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5)미디어렙 시장을

성이 어렵고 이 때문에 적절한 투자도 이루어지지

포함한 광고산업의 과학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따라서 방송 및 방송광고시장의 발전과 시청자

1)대기업의 방송사업 소유 제한의 완화, 2)일간신문

의 권익을 위해 미디어렙 시장에 경쟁도입이 필요

이나 뉴스통신의 지상파방송, 종합편성 및 보도 전

하다. 미디어렙은 방송사 이익을 대변하고 광고회

문편성 등의 채널사용 사업 진출 허용, 3)한국방송

사는 광고주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미디어렙과 광

광고공사(KOBACO)의 방송광고 독점대행제도 폐

고회사 간의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 이때는 물론

지, 4)중간광고의 부분적 허용, 5)유료방송 이용요

미디어렙의 숫자와 자격제한은 필요하지 않다. 그

금의 약관승인제도와 방송발전기금 징수제도 개선,

리고 KOBACO는 KBS2/EBS의 광고만 대행하도

일시: 2008년 10월 29일(수) 13:30~16:40

6)국내 제작 방송 프로그램 편성 의무비율의 개선,

록 하거나 민영화해야 한다. 또 각 방송사는 자유

디어 부문의 개혁방안과 방송₩광고시장의 경쟁 활

장소: 숙명여자대학교 백주년기념관 신한은행홀

7)방송사업 허가 유효기간의 연장 등이 시급하다.

롭게 미디어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미디어렙

성화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

공동 주최: 한국규제학회, 한국경제연구원

1. 개최배경
본원은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방송₩통신₩미

2. 세미나 개요

(2) 제2세션 -「KOBACO체제 비판 및 미디어

는 미래의 신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방송
₩통신₩미디어 부문에서의 융합과 급격한 기술발전

[제1세션] 방송산업의 주요 규제와 개선방안

등을 반영한 법과 규제의 개선 그리고 이 부문에서

발표: 김용규(한양대)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민영화와 규제개혁 그리

토론: 성욱제(정보통신정책연구원), 최충규

고 경쟁도입 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정책적 시

은 방송사의 자회사 혹은 독립회사로 운영되는 것

렙 경쟁도입」김재홍(한동대 교수)

이 자연스럽고도 바람직하다. 아울러 이에 대한 보
완조치로서 종교방송 등 중소 방송사의 재원은 한
시적으로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

우리나라 지상파방송 광고시장은 KOBACO에

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면 된다.

(본원)

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2세션] KOBACO체제 비판 및 미디어렙 경쟁
도입
발표: 김재홍(한동대)
토론: 이수일(한국개발연구원), 김희진(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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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세션] 패널 토론:「Innovation Beyond

이노베이션 한국을 위한 국가전략
│대│외│세미나│

Technology Innovation」

이철원 날리지웍스 대표는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술확산을 촉진시키기 위해 Lean R&BD 프로세

사회: 진대제(스카이레이크)

스 확립을 위한‘혁신교류회’
의 운영, 기술사업화

토론

전문‘Techno-Business Developer’양성, 개방

이휘성(한국IBM), 이병태(KAIST), Michael

형 e-기술이전 Hub 사업 추진, 연구개발전문기업

Cannon-Brookes(IBM), Roy Green(시드니

(CRO)의 핵심역량 강화를 주장했다.

공과대학)

신장섭 싱가포르대 교수는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혁신촉진형 금융시스템의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
고 이를 위해 산업금융 시스템의 재구축, 정책자금

본원은 네트워킹과 클러스터링, 기술확산, 혁신형 금융산업육성, 정부연구개발투
자의 효율성 제고, 서비스과학의 발전을 통한 서비스산업의 발전 분야에서의 실

3. 주요 내용

업 지원, 지방 정책금융의 재구축과 RDF의 설립,

천가능한 정책을 발굴하고자 본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Michael Cannon-Brokes IBM 글로벌전략담당
부사장은“Building a Smarter Planet: Inter-

1. 개최배경
과학기술의 발전이 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첩경이
라는 문제의식하에 네트워킹과 클러스터링, 기술확
산, 혁신형 금융산업육성, 정부연구개발투자의 효

[제1세션]

였다.

national Perspectives on Innovation”
이란 주제

임기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원장은 과학기술

발표를 통해 세계는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으로

발전에 있어서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성과를 높이

연결되어 있으며, 금융위기, 기후변화, 에너지 확

기 위해 연구개발 자원 배분과 사업 기획의 선진

보 경쟁, 안전과 같은 문제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화, 정부-민간 간의 파트너십(PPP) 및 기업의 혁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지도자들이 필요하다

신 역량 강화,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가치창출

고 했다.

형 사업추진 체계 구축, 성과창출 극대화를 위한

Roy Green 시드니 공과대학 경영대학장은

정부연구개발 사업 관리 제도의 개선, 과학기술 인

Cannon-Brookes(IBM), Roy Green(시드니 공

“Building Innovative Capability”
란 주제발표를

프라 및 사용자 기반시설 구축 투자의 효율화가 필

과대)

통해 각국의 혁신노력을 위한 사례와 과학기술 혁

「한국의 이노베이션 정책」박종구(교육과학기술부)

신 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요하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강윤 한국IBM 연구소장은 서비스

이원영 경기개발연구원 과학기술센터 소장은 과

산업의 발전이 경제의 중요한 성장축이 되기 위해

[제2세션] KII 2008 보고서 주요 내용 발표

학기술발전을 위한 네트워킹과 클러스터링을 위해

서비스과학 발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서비스 혁

제1주제:「네트워킹과 클러스터링」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구조의 혁신, 과

신을 위한‘T’
자형 전문가 양성, 서비스 혁신 지원

학기술인력의 유동성 제고, 클러스터 기반의 정책

제도의 개선, 서비스 사이언스 연구센터 설립 등을

추진의 필요성들을 제기하였다.

주장하였다.

이원영(경기개발연구원)

2. 세미나 개요

벤처캐피탈형 세계적 IB 육성의 필요성을 역설하

「외국의 이노베이션 경험 및 시각」Michael

율성 제고, 서비스과학의 발전을 통한 서비스산업
의 발전 분야에서 정부정책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On-lending 및 Mezzanine 방식을 통한 중견기

제2주제:「기술확산」이철원(Knowledge Works)
제3주제:「혁신촉진형 금융시스템의 구축」

일시: 2008년 11월 28일(금) 14:00~18:30
장소: 웨스턴조선호텔 2층 Orchid Room
공동 주최: 한국경제연구원, 전국경제인연합회,

IBM
좌장: 김종석(본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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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섭(싱가포르 국립대학)
제4주제:「정부연구개발투자의 성과창출」
임기철(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제5주제:「서비스사이언스 확립을 통한 서비스산
업 경쟁력강화」이강윤(한국IBM)

Ⅱ. 2008년 연구 외 사업 241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환경 개선방안

현진권(아주대)
제4주제:「자금조달 및 도산관련 제도의 개선방안」
한상일(한국기술교육대)

│대│외│세미나│

제5주제:「계약의 법적 이행의 효율화 방안」
정기화(전남대)

전성을 제고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통해 노동시장의 탄력적 조정능력
을 강화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고용창출이 가능해진
다. 구체적인 정책대안으로 고용보호법제의 완화
가 필요하다. 정규직 고용보호법제 중 경영상 해고
법제의‘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를‘인원정리가 필
요한 경우’
로 수정해야 한다. 또한 비정규직 고용

3. 주요 내용

자에 대해서는 기간제한을 철폐하고 당사자 간 합

본원은 활력 넘치는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분야별 제도개혁 과제들을 제시하
고 관련 전문가의 고견을 청취하며, 효과적인 제도개혁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
하기 위해 기업환경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보호법제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즉 기간제 근로

(1) 제1주제 -「기업환경 개선의 경제적 성과
분석」이병기(본원 연구위원)

의에 따라 갱신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근로관계에
의 과도한 규제를 현대적 상황에 적합하게 완화하
여야 한다. 사용자인 기업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

기업환경 개선의 경제적 성과분석에서 기업환경

규정이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유급’주휴제를 폐

개혁조치가 완결된다면, 우리나라는 2007년 세계

지하여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할 필요가

30위에서 제5위의 기업환경을 갖춘 나라로 변모할

있다. 임금제도의 규제완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기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창업부문은 기업환경의 개

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퇴직급여제도

혁이 완결된다면 2007년 110위에서 14위로 개선되

와 임금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강제적인 퇴직급

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부문 중 최소자본금 폐지

여제도를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한 임의조항으로 변

써 기업활동을 쉽게 하는 개혁 작업이 긴요하기 때

가 기업환경 전체 순위 변화에 가져오는 영향이 큰

경할 필요가 있다.

문이다. 활력 넘치는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분야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력고용부문은 고용유연

본원은 노동규제, 세정, 자금조달 및 도산, 계약

제도개혁 과제들을 제시하고 관련 전문가의 고견

성 등과 같은 개혁조치가 완결된다면 131위의 열악

의 법적이행 등을 주제로 하여 기업환경 개선방안

을 청취하며, 효과적인 제도개혁을 위한 토론의 장

한 노동시장을 갖고 있던 국가에서 비교적 상위인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계는 지금 제도경쟁 중에

을 마련하기 위해 본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17위의 국가로 변화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 부

1. 개최배경

현진권(아주대 교수)

있다. 특히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경쟁이 치열

문에서 해고비용 경감과 근로시간 경직성 해소를

조세행정 및 세제 개선방안에서는 다음의 내용

하게 전개되고 있다. 기업을 둘러싼 제도의 미비와

위한 제도개혁이 가져오는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이 발표되었다. 우선 세목수를 대폭 줄이되, 지방

나타났다. 납세부문에 있어서도 106위의 납세하기

세는 부동산 세원을 기본으로 정비한다. 지방세의

까다로운 국가에서 약 20위의 납세하기 좋은 국가

경우 부동산에 대한 조세는 보유세와 취득세로 이

불완전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결국 기업경

2. 세미나 개요

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글로벌 경제하에서 국
내기업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기업친

일시: 2008년 12월 3일(수) 14:00~17:00

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납세부문에 있

원화하되 취득세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크게 줄이

화적(business-friendly)인 정책적₩제도적 환경

장소: 전경련 3층 특2회의실

어서 납세에 걸리는 시간의 대폭적인 개혁이 가져

고 보유세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사회보험과 조세

을 마련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

발표

오는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을 통합하여 행정비용과 순응비용을 절감한

다. 이런 상황에서 본원은 기업의 경영을 어렵게

제1주제:「기업환경 개선의 경제적 성과분석」

하는 인력고용, 재산등록, 세금납부, 신용획득 및
폐업, 계약이행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개혁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왔다.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기업을 둘러싼 제도적인 제약요인들을 개선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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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본원)
제2주제:「노동규제의 문제점 및 향후과제」

다. 현재의 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 중 한 개의 기관

(2) 제2주제 -「노동규제의 문제점 및 향후과제」
남성일(서강대 교수)

남성일(서강대)
제3주제:「조세행정 및 세제 개선방안」

이 모든 행정을 추가적으로 맡는 것을 기본방향으
로 하고, 기존의 행정인력을 재배치한다. 또한 법
인이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제는 폐지함으로써,

노동시장 규제개혁의 방향은 노동시장의 유연안

기업의 원가절감이 가능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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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제도개혁과 함께 신고서식을 대폭 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구경영층인 관리인

순화한다. 납세자들이 전자세정을 확대하기 위한

의 추가출자 등이 필요할 수 있다.

일본 공공개혁의 경험과 시사점

경제적 유인책을 강구해서, 납세협력비용을 절감
│대│외│세미나│

(5) 제5주제 -「계약의 법적 이행의 효율화 방

한다.

안」정기화(전남대 교수)
(4) 제4주제 -「자금조달 및 도산관련 제도의
개선방안」한상일(한국기술교육대 교수)

계약의 법적 이행의 효율화 방안의 내용은 다음
과 같다. 시급한 것은 법집행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자금조달 및 도산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에서는

높이는 것이다. 소송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본원은 다케나카 헤이조 전 총무장관을 초청,“일본 공공개혁의 경험과 시사점”

사적신용정보 집중기구에 집중되는 정보의 범위를

몇 개의 전문재판부를 묶어 상사법원 형태로 운영

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확대하여 정보비대칭성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관

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상사분쟁은 신속

련 채권시장의 활성화로 가격 메커니즘이 활성화

한 해결이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으므로 상사

되어야 한다. 후자를 위해 민간과 공공이 위험을

법원은 이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

분담한다는 원칙하에 특정 산업에 전문화된 사적

다. 재판에서 전자문서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찾

보증기구 및 펀드가 필요할 수 있다. 자금조달 수

아야 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소송당사자들

단의 다양화를 유도하기 위해 유동담보제도를 우

이 인터넷을 활용하여 소송서류를 제출하고, 필요

리나라 법제에 도입하는 경우 영국과 유사하게 도

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송절차도

산법제에 이를 반영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미

개선하여 10년 넘게 적용되고 있는 소액심판 대상

국의 도산법처럼 담보채권자에 대해 추가손해 발

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1997년 소액심판대상 소

생이 예상되고 이를 주주가 보전할 수 있는 수단을

송가액 상한이 국민소득의 1.9배가량 되었으나 지

갖지 못하는 경우 담보채권자에 대한 구제신청을

금은 1.1배 수준에 불과하다. 일부 소액소송에 대

일본은 지난 2001~2005년의 고이즈미 정권에

명시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 또한 구경영층에 대한

하여는 인터넷을 통한 소송제기가 가능하도록 하

서 성공적인 공공개혁을 통해 10여 년의 장기불황

김준기(서울대), 김호섭(중앙대), 송대희(감사연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구경영층이 관리인으로 임

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강제집행 절차도 개선되어

에서 벗어났다.‘개혁이 곧 경제성장’
이라는 모토

구원), 이창원(한성대)

명되지 않는 경우 회생채권자 목록에 도산개시 이

야 한다. 현재 법원의 부동산 경매는 감정인의 감

아래 펼친 구조개혁의 성과였다. 당시 경제재정장

전의 경영과정에서 발생한 개인보증을 포함하게

정가격을 최저매각가격으로 하고 있어 감정인의

관, 금융장관, 우정담당장관, 총무장관을 맡아 주

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관리인의

평가액이 시세보다 높을 경우 경매가 지연되는 문

도적으로 개혁을 펼쳤던 다케나카 헤이조 게이오

자산매각 등에서 자율성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시

제점이 있다. 최저매각가격을 감정가격의 80% 이

대학 교수를 초청하여 일본 공공개혁의 성과와 뒷

장가격기준 보상이 제시됨으로써 관리인에 대한

상으로 하면 경매가 신속하게 진행되어 채권자나

이야기를 듣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토론하고

유인이 강화되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관리인의

채무자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자 자리를 마련하였다.

1. 개최배경

발표: 다케나카 헤이조
사회: 곽재원(중앙일보)
토론

3. 주요 내용
다케나카 교수는 고이즈미 내각에서 5년 반 동
안 경제재정상, 금융상, 총무상으로 자리를 바꿔가
며 일본의 구조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는‘고이즈
미 구조개혁의 사령탑’
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2. 세미나 개요

(小泉純一郞) 총리와 임기를 함께한 유일한 각료였
다. 장관은 정치인이 하는 게 당연시되는 일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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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8년 3월 24일(월) 15:00~18:30

민간인 출신인 그가 각료가 된 것 자체가 고이즈미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B2)

개혁의 신호탄이었다. 그는“아무것도 모르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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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설친다”
는 비난과 함께 고이즈미 정권 내내
‘다케나카 배싱(bashing, 때리기)’
이라는 말이 유

장 상징적인 정책으로 정부조직을 민영화하는 것
이었다.
또한 그는 개혁에 있어서 리더의 정열이 매우 중

정(郵政) 민영화, 수도권₩노동 규제완화, 특구(特

요하다고 역설하였다. 그가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

區) 설치, 감세(減稅), 공공사업 반감(半減)을 비롯

어서 고이즈미라는 총리의 열정과 지원이 없었으

한 재정 개혁 등 개혁작업을 이끌고 나갔다.

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개혁을

│대│외│세미나│

행할 정도로 적이 많았다. 그는 부실채권 처리, 우

Fiscal and Monetary Policy Issues in Korea and Japan

그는 개혁엔 리엑티브(reactive)한 것과 프로엑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에

티브(proactive)한 것의 두 가지 길이 있다고 구분

대한 디테일을 잘 준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하였다. 리엑티브(reactive)는 과거의 적폐(積弊)

특히 개혁의 수순, 전략적 어젠다의 중요성을 강조

본원은 한국과 일본의 재정금융정책의 유효성과 조세개혁의 이슈에 대해 한국경

를 바로 잡기 위한 피동적인 개혁이고 또 하나는

하였다. 이와 함께 관료들의 저항을 어떻게 극복하

제연구학회, 조세연구원, 동경대 부설 일본경제 국제연구센터와 공동으로 본 심

프로엑티브(proactive)한 것, 즉 미래를 개척하기

는가도 관건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에는 NHK 등

포지엄을 마련했다.

위한 공격적인 개혁으로 둘 다 필요하다고 강조하

공영방송개혁과 도쿄대의 민영화 등 교육개혁에도

였다. 고이즈미 시대의 대표적인 리엑티브 개혁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부실채권 처리였고, 프로엑티브 개혁의 상징이 우
정공사 민영화였다. 작은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가

발표와 토론을 마친 후 그의 저서인『구조개혁의
진실』한글번역판 증정식이 거행되었다.

1. 개최배경
불확실하고 급변하는 시기에 한국과 일본의 재

2. 세미나 개요
일시: 2008년 10월 21일(화) 13:00~17:45

정금융정책의 유효성뿐만 아니라 새로운 조세 환

장소: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

경에 직면하고 있는 조세개혁의 이슈에 여섯 편의

공동 주최: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학회,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한국

조세연구원, 일본경제 국제연구센터

경제연구학회, 조세연구원, 동경대 부설 일본경제
국제연구센터와 공동으로“Fiscal and Monetary

[제1세션]

Policy Issues in Korea and Japan”
이라는 국제

(1)“Restoring Fiscal Balance in an Aging

심포지엄을 마련했다. 본 심포지엄은 한국과 일본

Japan: Social Security Reforms and

이 직면하고 있는 많은 정책 문제들을 위한 열린

Sustainability”Toshihiro Ihori(University

토대가 되고 미래의 더 나은 경제 환경을 위한 해

of Tokyo) 외

결책을 제공하였다.

(2)“Financial Deregulation, Consumption
Smoothing, and Productivity Growth:
Korean Experience after the Financial
Crisis”Takeo Hoshi(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and NBER)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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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he Role of Monetary Policy under

주었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University of

Quantitative Easing in Japan”Shin-ichi

Tokyo의 Shin-ichi Fukuda 교수가 내부의 일일

Fukuda(University of Tokyo)

콜시장을 조사하여 양적 완화정책이 일본 단기 금

Productivity, Growth and Trade in East Asia

[제2세션]

했다. 이러한 정책은 위험 프리미엄을 거의 사라지

(1)“The Value-Added Tax and Financial

게 했으나 제로금리정책하에서는 0% 금리와는 차

Services in Developing Countries”

이가 있는 거래가 생겨났음을 밝혀내고, 극단적인

전주성(이화여대)

금융정책이 평균 주가와 시장금리와 같은 거시경제

(2)“Comparing Marginal Commodity Tax
Reforms in Japan and Korea”
Takashi Oshio(Kobe University) 외
(3)“Lifetime Income Tax Credit: A New
Vickery Taxation”이영(한양대) 외

│대│외│세미나│

융시장의 안정화에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해 언급

적인 성능을 개선시키는 것을 보였다.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는 영문계간지 Seoul Journal of Economics의 창간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화여대의 전주성 교수가

21주년을 맞이하여 한국경제연구원 및 한국금융연구원과 함께 동아시아의 생산

개발도상국의 응용력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

성, 경제성장 및 무역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 세미나에서는 한국,

지고 신용송장 부가가치세금 제도 아래 금융서비

미국, 그리고 일본의 저명한 학자들이 이론적이고 현실적인 논의를 전개했다.

스들의 세금부과에 대한 다양한 접근에 대한 비평
적 논의를 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단기 재정수입보
다는 오히려 발전된 금융시장의 장기적 의미에 더

3. 주요 내용

비중을 두는 것을 제안했다.
그 다음으로 Kyusu 대학의 Kunio Urakawa

본 세미나에서는 총 6편의 논문이 2개의 세션에
걸쳐 발표되었다.

이용하여 두 나라의 필수품에 대한 한계 세제개혁

1. 개최배경

[제1세션] 좌장: 이승훈(서울대)

제1주제:“Empirical Evidence on the Determinants

첫 번째 세션에서 도쿄대의 Toshihiro Ihori 교

의 영향을 발표했다. 두 수요 시스템의 평가에 근

수가 고령화 일본의 재정 균형 복원이라는 제목으

거하여(LES와 에이즈), 필수품 그룹에 과세하는

동아시아의 생산성, 경제성장, 그리고 무역에 대

로 발표하였다. 사회보장의 적절한 수준은 특별히

한계비용을 비교하고, 집중 곡선을 근거로 하는 세

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국제적 금융위기를 극복

재정 복구의 일본의 요구라는 배경에서 경제적 물

금 개선으로부터 분배의 이득을 조사하였다. 또한

하기 위한 정책방향 설정에 일조하기 위해 세미나

발표: 김학수(본원)

음이 아닌 정치적 물음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소비지배곡

를 개최했다.

토론: 김종섭(서울대), 김현정(한국은행)

슈들에 접근하기 위한 기초적 경제학을 제공하고

선을 통하여 음식과 음료에 대한 감소한 세금을 통

정치적으로 가능하고 경제적으로 평등한 시뮬레이

합하고 있는 수입-중립 한계 세금개혁이 일본보다

션 결과와 제안을 제공했다.

한국에서 더욱 많이 공평하게 교환협정하고 있음

그 뒤를 이어 University of California-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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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가 일본과 한국의 공식적인 가계조사 자료를

Innovation-Driven Economy”

제2주제:“Krugman and Young Revisited:

2. 세미나 개요

A Survey of the Sources of Productivity
Growth in a World with Less Con-

을 주장했다.

Diego의 Takeo Hoshi 교수가 어떻게 금융 자유화

마지막으로 한양대의 이영 교수가 새로운 생애소

가 실물경제부문에 대해서 금융시스템 안에서의 변

득과세를 제안하고, 제안된 과세 개정 효과의 시뮬레

장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소천국제회의실

화의 충격과 한국의 금융시스템을 변화시켰는지에

이션 결과를 보여주었다. 생애소득 세액공제 조항은

공동 주최: 서울대 경제연구소, 한국경제연구원,

대해서 발표했다. 금융의 규제완화가 가계의 유동

더욱더 단순하고 많은 실행을 할 수 있는 Vickrey 과

성 제약의 완화를 가져다주었고, 규제완화는 생산

세의 새롭고 실용적인 방법임을 주장하고, 동종 업종

성 성장에 기여함으로써 가계와 기업 둘 다 혜택을

의 간의 공평성을 높인다고 주장했다.

2008년 시장경제연구백서

of TFP and Its Role in the Growth of

일시: 2008년 11월 27일(목) 09:00~17:40

한국금융연수원

straints”
발표: Robin Sickles(Rice Univ.) and Burcu

Cgerli(Rice Univ.)
토론: 유병삼(연세대), 류근관(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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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세션] 좌장: 이천표(서울대)

가 총요소생산성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는 실증

단하고, 향후 이러한 위기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

급감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일본의 잃어버

제3주제:“Global Financial Crisis: Background,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또한 혁신주도형 경제의 성

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단기적 위기대응과 장기

린 10년은 노동시장의 왜곡이 확대된 결과라고 주

장은 직접적으로 총요소생산성에 의해 영향을 받

정책목표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상충관계를 고려해

장하고 있다. 이렇게 발생한 금융위기가 생산에 미

으며, 1990년 중반 이후 총요소생산성의 증가로

야 하며, 이른바 금융 선진국들의 위기관리도 완벽

치는 최대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Christiano and

투자가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에 의해 고용

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위기관리의 역할을

Davis(2006)의 방법을 이용한 결과, 두 국가의 금

도 확대하였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과신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산업이

융위기가 각각 총요소생산성과 노동시장왜곡을 통

결과적으로 한국경제가 혁신주도형 경제로 이행하

급속히 빠르게 성장하는 경우 금융산업과 실물경

해 경기침체를 초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고 있거나 이미 이행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시점

제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러한 괴리가

주장했다.

에서 총요소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해, 연구개발투

발생하는 경우 금융부문은 제 역할을 충분히 수행

Frictions in Japan and Korea”

자 확대, 서비스 시장을 중심으로 한 개방 확대, 그

할 수 없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발표: Keisuke Otsu(Sophia Univ.), 표학길(서

리고 불합리한 규제들의 과감한 개혁을 통한 경제

금융 관련 주요 규제들이 위기상황에서 문제점들

Models and Likely Future Developments”

자유도 제고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나타날 때마다 개선되어 온 과거의 경험으로 비

Christine Armsler(Michigan State Univ.), Peter

추어볼 때, 이번 위기도 현재의 금융시스템을 더욱

Schmidt(Michigan State Univ.), 이영훈(서강대 교수)

Prospects, and Its Impacts on Korea”
발표: 박재하(한국금융연구원), 이상채(한국금융

연구원)
토론: 조윤재(서강대), 이준규(한국국제경제정책

연구원)
제4주제:“A Comparative Estimation of Financial

울대)
토론: 박종규(한국금융연구원), 김세직(서울대)

(2) 제2주제 -“Krugman and Young Revisited:
[제3세션] 좌장: 표학길(서울대)

A Survey of the Sources of Productivity

제5주제:“A Survey of Stochastic Frontier Models

Growth in a World with Less Constraints”

and Likely Future Developments”

Robin Sickles(Rice Univ.), Burcu Cgerli(Rice Univ.)

발표: Peter Schmidt(Michigan State Univ.),

Christine Amsler(Michigan State
Univ.), 이영훈(서강대)

Sickles 교수와 Cgerli 교수는 총요소생산성이
과거에 보였던 아시아의 기적과 같은 경제성장의

(5) 제5주제 -“A Survey of Stochastic Frontier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라고 주
장했다.

Aigner, Lovell, and Schmidt(1977)와
Meeusen and Van den Broeck(1977)에 의해 처

(4) 제4주제 -“A Comparative Estimation of

음 소개된 확률적 변경 모형(Stochastic Frontier

Financial Frictions in Japan and Korea”

Models)은 완전히 모수적 방법에 기초하였으나 이

Keisuke Otsu(Sophia Univ.), 표학길(서울대학교

후 다양한 방향으로 모수적 방법에서 가정하고 있

교수)

는 강한 전제조건들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확장되

토론: 한진희(한국개발연구원), 이근희(한국생산

원동력은 아니라고 주장했던 Young(1994)과

성본부), 권호영(한국방송연구원), 서병선

Krugman(1994)의 연구결과를 재조명하고 경제

Otsu 교수와 표학길 교수는 경기순환회계방법

그러나 모수적 방법의 기본 가정을 완화해 가는 대

(고려대)

성장의 원동력을 경제발전을 제약하는 조건들의

을 일본과 한국경제에 적용하여 최근의 경기침체

안적인 방법은 Wang, Amsler and Schmidt

강도에서 찾고 있다. 그들에 따르면 대안적 설명은

기에 나타났던 금융위기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

(2008)가 연구 중인 확률적 변경모형의 추정적합

Krugman(1994)의 논문에 명백하게 나타나 있듯

석하였다. 먼저 금융시장, 정부소비, 노동시장, 그

도 검정법과 같이 기본 가정들에 대한 검정법을 개

이 경제성장을 제한하는 제약조건들이 약한 국가

리고 상품시장에서 발생한 외생적 왜곡을 계산한

발하여 모수적 추정법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

들에서 높은 성장이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외환위기는 총요소생산성의

일 수도 있다는 것이 저자들의 견해이다.

3. 주요 내용

어 왔고 향후 지속적으로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1) 제1주제 -“Empirical Evidence on the
Determinants of TFP and Its Role in the

(3) 제3주제 - “Global Financial Crisis:

Growth of Innovation-Driven Economy”

Background, Prospects, and Its Impacts

김학수(본원 연구위원)

on Korea”박재하(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이상채(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김학수 연구위원은 연구개발스톡, 대외개방도,

250

경제자유도의 확대가 경제의 총요소생산성을 촉진

박재하 연구위원과 이상채 연구위원은 현재의

하지만, 마크업 가격이나 규모의 경제 또는 불경제

국제적 금융위기 및 위기관리 전략의 문제점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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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회 및 포럼
한경연포럼
기업구조와 전략연구회
한국 하이에크 소사이어티
브라운백 세미나
공공개혁포럼

한경연포럼

구축에 노동계뿐만 아니라 경영계와 정부의 적

연사: 정용헌 부소장(일본 아태에너지연구센터)

극적인 동참을 기대함.

내용: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협약이 1992

│연구회│및│포럼│

년 채택되고 각국의 온난가스 배출 감축의무를
【제56회】

규정한 쿄토의정서가 1997년에 발효되었으며,

일시: 2008년 4월 30일(수), 07:30~09:00

우리나라는 2012년까지 감축의무가 부여되지

장소: 전경련회관 20층 난초홀

않았음. 그러나 그 후 논의에서 우리나라도 감축

주제: 기업 및 영업활동의 불편 최소화를 위한

의무가 부여될 전망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

법제 정비방향

응이 필요함. CO₂배출 감축을 위해서 청정개발

한경연포럼은 권위 있는 정책당국자 및 각계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우리나라 경제

연사: 이석연(법제처 처장)

체제(CDM)을 구축하고 동종의 외국 산업계와

및 사회의 중요 현안들에 대한 고견을 듣고 이에 대한 토론을 통해 상호 이해 및

내용: 선진 일류국가 진입을 위한 선진법제는 시

연계하여 기후변화 협약 및 교토의정서의 논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조찬형식으로 진행되는 포럼이다. 본원의 회원사 CEO, 임

대와 상황에 맞게 실효성과 정당성을 갖추도록

동향의 정확한 파악과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원 및 간부 직원과 본원의 연구위원이 주요 참석자이다.

지속적으로 재정비해 나가는 것임. 새 정부는 국

야 할 것임.

민생활과 밀착되고, 기업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용과 헌법정신이 조화되는 방향으로 신

【제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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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제58회】

속하고 지속적인 법제 개선을 추진하겠음. 새 정

일시: 2008년 10월 15일(수), 07:30~09:00

부는 법치행정을 구현하고 한 단계 끌어올림으

장소: 전경련회관 20층 난초홀

로써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주제: 최근 경제동향 및 대응방향

향상시키도록 법제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고,

연사: 노대래(기획재정부 차관보)

이를 위해 모든 법령을 일단 제로베이스에서 생

내용: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여건 악화로 저성장

일시: 2008년 1월 29일(화) 07:30~09:00

일시: 2008년 3월 28일(금) 07:30~09:00

각하면서 우선 폐지를 고려하고, 불가피한 경우

₩고물가₩저고용₩경상수지 적자의 어려움이 지속

장소: 전경련회관 20층 난초홀

장소: 프라자호텔 4층 메이플홀

에는 꼭 필요한 만큼만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식

되고 있으며,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유

주제: 정부기능과 조직개편

주제: 바람직한 미래노사관계에 대한 제언

으로 규정하도록 하며, 인₩허가제도를 과감하게

동성이 악화되고 있음.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연사: 박재완(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가경쟁력강

연사: 장석춘(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개폐하는 한편, 국민을 도와준다면서 법률을 끌

는 리먼 사태 이후 금융₩외환시장 및 투자심리 안

화특위 정부혁신₩규제개혁 TF팀장)

내용: 한국노총은 새로운 노사관계의 대안 모색

어들이려는 법률만능주의₩행정만능주의 풍토를

정 노력, 중소기업 흑자도산 방지를 위한 선제 대

내용: 중앙정부의 조직을 2원18부4처18청10위

을 위해 투쟁을 위한 투쟁, 조합원만을 위한 투

바로잡아 나가겠음.

응이 필요하고,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10

원회4실에서 정책 환경과 정부역할의 변화에 부

쟁이 아닌 전체 국민의 삶을 향상하고자 노력하

응하여 2원13부2처17청5위원회4실로 개편함.

고, 적극적인 대화와 참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이번 개편은 상층부를 줄이고 부처 중심의 책임

책임 있는 주체 세력으로 자리매김하고자 사회

일시: 2008년 6월 17일(화) 07:30~09:00

제재도약 예산, 물가안정을 위한 할당관세 인하

행정을 구현하는 한편 미래에 대비하는 기능과

개혁적 노동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함. 그동안 노

장소: 전경련회관 20층 난초홀

및 유통구조 개선 추진 등이 필요함.

거시적인 기획₩조정을 강화함. 또 수요자 입장에

사관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노사 간의 불신

주제: 교토의정서의 미래와 우리 산업의 대응방안

서 기능을 정비하였으며, 각 부처로 흩어진 비슷

을 씻고 상호신뢰를 쌓아 나가야 하고, 이를 위

하거나 연관된 기능을 광역화하고, 꼭 해야 할

해 서로 자주 접촉하고 공동사업목표를 설정해

일은 확실히 챙기도록 강화하였으며 조직개편과

나갈 필요가 있음. 향후 한국노총은 대화와 타

규제개혁을 연계해 확실한 성과를 확보할 수 있

협, 상호 윈윈의 노사관계를 열어나가는 길에 앞

도록 함.

장서 나갈 것이며,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의

2008년 시장경제연구백서

조 원의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 일자리 창출
【제57회】

을 위한 경제재도약 세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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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8년 운영실적

기업구조와 전략연구회

【제4회】

날짜: 2008년 10월 1일(수)

│연구회│및│포럼│

【제1회】

주제:「70년대 대기업집단의 비용과 편익의 비

날짜: 2008년 1월 7일(월)

교분석」

주제:「해방 이후 한국기업의 진화Ⅰ: 1976~2005

발표: 강래윤(서울대 박사과정)

년간의 통계의 구축과 기초분석」
발표: 이 근(서울대 교수) 외

【제5회】

날짜: 2008년 11월 7일(금)
기업구조와 전략연구회는 경제의 기본단위인 기업조직과 관련된 학술 토론 및 연

【제2회】

주제:「기업집단 계열기업소유(지배)구조의 새로

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젊은 소장학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되었다. 2007년

날짜: 2008년 4월 10일(목)

운 지표」

에는 6차례의 연구발표회를 통해 기업구조와 전략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하는

주제:「우리나라기업집단의내부거래에관한연구」

발표: 이근기(서울대 박사과정)

시간을 마련하였다.

발표: 조성빈(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제6회】
【제3회】

1. 발족배경
기업구조와 전략연구회는 경제의 기본단위인 기
업조직과 관련된 학술 토론 및 연구 프로젝트를 수

날짜: 2008년 12월 1일(월)

날짜: 2008년 5월 2일(금)

주제:“Firm-Level Diversification and

주제:“International Diversification, Business

Response to Volatility in US Manufacturing

Group Affiliation and Firm Performance in

Sector, 1974-1998”

An Emerging Economy: The Institution-

발표: 김남석(UNDP 연구위원)

한 바 있으며, 2002년에도 기업의 성장전략과 관

based View”

련된 베인&컴퍼니의 Profit from the core를

발표: 김희천(고려대 교수) 외

『핵심에 집중하라』
는 제목으로 공동 번역서를 출
판하였다.

행하기 위해 젊은 소장학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되

연구회는 소장 경제학자와 경영학자들로 구성되

었다. 연구회는 매월 연구발표회를 원칙으로 하고

어 있으며, 이근(서울대 교수, 연구회장), 이우관

있으며 필요에 따라 공동 학술연구, 공동 프로젝트

(한성대 교수), 곽만순(카톨릭대 교수), 진태홍(홍

를 수행한다.

익대 교수), 김용렬(홍익대 교수), 박영렬(연세대
교수), 최경규(서울대 교수), 강명헌(단국대 교수),
최정표(건국대 교수), 장지상(경북대 교수), 조성욱

2. 운영 및 인적구성

(서울대 교수), 정균화(고려대 교수), 김진방(인하
대 교수), 김건식(서울대 교수), 장하성(고려대 교

256

1996년 연구회 모임 결성과 함께 첫 공동 프로

수), 김기원(방송통신대 교수), 황인학(전국경제인

젝트로 동경대 아오키 교수의『비교경제제도론』

연합회 상무), 김현종(본원 연구위원), 최인철(삼성

을『기업시스템의 비교경제학』
이라는 제목으로

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등 총 79명의 회원이 활동

번역 출판하였다. 2001년에는『외환위기 이후 기

중이다. 2008년 동안 정무섭(삼성경제연구소) 박

업환경 변화와 기업 성과』
라는 공동연구를 수행

사가 간사를 맡아 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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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엄을 통하여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연구하고

│연구회│및│포럼│

한국 하이에크 소사이어티

【4월 연구발표회】

현실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월례회

날짜: 2008년 4월 25일(금)

운영실적은 다음과 같다.

주제:「FTA와 기업규제 개혁법제에 관한 연구」
발표: 전삼현(숭실대 교수)

【2월 연구발표회】

내용: 본 연구는 한국의 FTA체결 정책이 장기적

날짜: 2008년 2월 22일(금)

인 국가적 과제로 자리잡게 되고 미국을 비롯한

주제:“Conventions and Economic Change:

열강들과의 FTA 체결을 본격화함에 따라, FTA

A Contribution toward a Theory of Political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현행 기업규제 관련 법률

한국 하이에크 소사이어티는 자유주의 연구를 통해 정치, 경제, 교육, 언론, 복지

Economy”

들이 효율성이 있는지를 검토한 후 국내 산업에

등 한국 사회의 모든 부문에 자유주의의 풍토를 조성하고 자유주의 법제도적 기초

발표: 최영백(St. John’
s University 교수)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규제사항에 대

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2008년 한 해 동안 8회의 월례회가 개최되었다.

내용: 본 연구는 경제성장의 원천으로서 지식의

하여는 이를 개선하거나 개혁할 필요가 있다는

성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경제학 주류에서 이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이 FTA 체결 시 문제

러한 중요한 이슈가 빠져 있는가를 논의한 후,

가 되는 조항의 개선해야 할 내용들에 대해 논의

의사결정의 본질로서 패러다임 탐색의 문제를

하고 있다.

제기하고 있다.
【5월 연구발표회】
【3월 연구발표회】

1. 발족배경

2. 운영 및 인적구성

날짜: 2008년 3월 28일(금)

주제:「인지경제와 경제발전」

주제:「애덤 스미스의 법과 경제: 정의와 효율성

발표: 유동운(부경대 교수)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내용: 본 연구는 전문화가 인지상의 한계를 극복

한국 하이에크 소사이어티는 하이에크, 밀튼 프

회 장: 김영용(전남대 교수)

발표: 김광수(성균관대 교수)

하기 위해 생겨났고,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 전

리드만, 미제스 등 고전파 자유주의 전통사상을 연

부회장: 정기화(전남대 교수)

내용: 본 연구는 스미스의 학문세계에서 통일된

문화가 제도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야 함을 밝

구하고 변화된 사회 경제적인 환경과 한국적 상황

이 사: 강위석(경제평론가, (전) 에머지 새천년

단일 체계의 상이한 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법과

히고자 하는 것이다. 전문화는 인간사회가 개인

경제의 관계를 정의와 효율의 연관성을 중심으

의 학습능력의 가능성을 훨씬 초월하여 지식의

을 고려하면서 자유주의 사상을 발전시키는 데 설

대표이사)

립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자유주의 사상을 경제학

이 사: 민경국(강원대 교수)

로 조명하고 있다. 스미스의 체계에서 정의론의

축적과 저장능력의 급속한 성장을 성취할 수 있

분야에 그치지 않고 철학, 법학, 정치학 등 다양한

이 사: 안재욱(경희대 교수)

윤리적 기초를 탐구한 후, 법의 근본원리로서 작

도록 하였다. 제도는 전문화되고 체화된 지식을

분야로 확대₩종합하여 이론적이고 정책적으로 발

감 사: 조동근(명지대 교수)

용하는 정의와 국가의 실정법체계와의 관계를

효율적으로 교환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므로 효율

전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간 사: 기정우(전남대)

고찰하고 있다. 법과 경제의 분석을 위한 기초로

적인 제도를 진전시키는 사회의 능력은 전문화

정치, 경제, 교육, 언론, 복지 등 한국 사회의 모든

간 사: 박현철(성균관대)

서 정의와 효율성 간의 긴밀한 연계성을 살펴본

를 심화시켜 경제발전의 속도를 결정짓는다.

다. 이론적 논의를 중심으로 하여『법학강의』
와

부문에 자유주의의 풍토를 조성하고 자유주의 법

『국부론』
에서 지적되는 법과 경제의 연관성에

제도적 기초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3. 2008년 운영실적
한국 하이에크 소사이어티의 주요 사업은 월례
회 및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데 있다. 월례회 및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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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08년 5월 23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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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연구발표회】

관한 다양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스미스가 그

날짜: 2008년 6월 27일(금)

리는 정의와 효율성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

주제:“Korea’
s Rapid Export Expansion:

When and How It Started”
발표: 유정호(KDI 국제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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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빠져 있다. 1930년대와 같은 대공황이 닥쳐

고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한국

올 것이라는 우려와 현재의 국제금융위기를 두

의 수출은 1959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하

고 시장의 실패, 신자유주의의 종언, 금융자본주

였다. 이러한 수출 증가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인

의의 종언이라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조치들이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에서

최근 금융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 연방준

는 1950년대와 1960년대의 수출 구성을 분석함

비은행(Federal Reserve Bank) 통화정책의 잘

으로써 수출구성의 변화 및 수출이 급속히 증가

못에 있다. 이 논문에서는 현 경제위기의 현황과

하게 된 배경을 분석하고 있다.

화폐금융제도의 변천을 살펴봄으로써 금융위기

【9월 연구발표회】

날짜: 2008년 9월 26일(금)

브라운백 세미나
│연구회│및│포럼│

내용: 본 연구는 한국의 수출 확장이 언제 그리

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화폐(현금)

브라운백 세미나는 현안 이슈에 대한 본원 연구위원들의 정책적 의견을 결집시키

발행을 독점하고 있는 중앙은행제도를 개혁할

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브라운백 세미나는 현안 이슈를 발제한 발표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가 토의과정에서 나온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후속 연구를 수행하여
정책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주제:「한국 세제, 무엇이 왜 문제이고 세제개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발표: 최 광(한국외대 교수)

날짜: 2008년 12월 5일(금)

내용: 세제와 세정은 국가의 경제적 번영을 추구

주제:「하이에크의“자생적 질서”
, 금융 쓰나미

하기 위한 경제체제의 기본 틀이다. 정보화, 세

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계화,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

발표: 좌승희(경기개발연구원 원장/서울대 경제

경제가 새로운 경제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학부 겸임교수)

서는 효율적인 세제와 세정의 구축이 필요하다.

내용: 최근 진행되고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시장에서 주요 각국과 경쟁하여야 하는 소

국제금융위기를 소위 대처리즘, 레이건노믹스의

규모 개방경제(small open economy)인 우리나

신자유주의적 정책 실험의 실패로 단정하고 규

브라운백 세미나는 다양한 분야의 현안 이슈에

2008년 1월 30일부터 12월 18일까지 한 해 동

라에서는 경쟁국보다 세율을 높지 않은 수준으

제완화,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지난 20여 년

대한 연구위원들의 정책적 의견을 모아보자는 생

안 총 20회의 브라운백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첫

로 유지해야 한다. 요즈음 학계와 선진국에서는

간의 전 세계적인 경제정책의 큰 흐름을 부정하

각에서 출발하였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민간 경제

세미나의 발제내용은 이명박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기존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근본적인 세제

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결

종합연구소로서 경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

국민적 관심사였던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타당성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즉 소득과세를 인세 형태

과적으로 신자유주의의 철학적 기초를 제공한

되어 있기에 세미나를 통하여 각 분야의 연구 아이

여부와 관련 찬성론자인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의

의 소비과세로 대체하고, 법인소득세를 폐지하

하이에크의 시장관(市場觀)인“자생적 질서”
에

디어를 결집하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본

여 소득세로 통합하고, 소득세의 누진세율을 단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 이 자료는 복잡계 경제학

세미나는 장기간에 걸친 심도 있는 연구결과를 발

세미나 논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5월 2일에는

일 비례세율로 대체하는 등 상속세제의 폐지가

적 관점에서 미국의 금융위기의 원인을 규명함

표하기보다는 현안 이슈에 대한 발제와 참석 연구

대운하 반대론자인 홍종호 한양대 교수의‘한반도

논의되고 있다고 하였다.

으로써 과연 신자유주의가 그 원인인지를 확인

위원들의 토론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현안

대운하 왜 반대하나’
를 주제로 한 발표를 듣고 토

해 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 이

이슈를 발제한 발표자는 토의과정에서 나온 각 분

론을 벌였다. 발표된 발제내용은‘영국의 지분형

를 통해 한국경제의 대처방안과 향후 한국경제

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후속적인 연구를 수

주택제도’
,‘경제성장에서의 개방 및 제도의 역

날짜: 2008년 10월 31일(금)

의 재도약을 위한 제도개혁 과제를 도출하고자

행함으로써 현안 이슈에 대한 정책보고서를 작성

할’
,‘기업규모별 합병 성과’
,‘노동시장의 유연안

주제:「화폐금융제도의 변천과 최근의 금융위기」

하였다.

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정성 지표 개발’
,‘저탄소 녹색성장의 잠재력 분석

【10월 연구발표회】

발표: 안재욱(경희대 교수)
내용: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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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연구발표회】

2008년 시장경제연구백서

1. 배경 및 목적

2. 내용

‘한반도 대운하 어떻게 볼 것인가’
였다.

과 전망’
,‘스포츠산업 발전의 경제적 파급효과’
,
‘부(富)에 대한 열정은 세계를 어떻게 바꾸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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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적 이슈와‘헌법상 개인의 자유’
과 같은 법

근로제의 장기적 효과’
,‘최근 금융시장의 문제점

학적 주제도 다루었다. 세미나의 형식도 외부에 개

과 대응방안’등과 같은 경제학적 이슈 외에‘수익

방함으로써 발제자의 발표에 대하여 현안 이슈관

인식기준 변화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
,‘기업

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하

규모와 회계투명성’
과 같은 회계학적 이슈도 포함

였다.

하고 있다. 아울러‘중국의 소수민족 문제’
‘최근

공공개혁포럼
│연구회│및│포럼│

‘세상을 소비하는 인간, 호모 콘수무스’
,‘단기간

2008년도에 개최된 브라운 세미나의 내용은 다

북핵 동향과 전망’
‘정치리더십’등과 같은 정치

음과 같다.

공공개혁포럼은 정부조직 개편, 공공부문 구조조정, 규제개혁, 공공혁신 및 공공

262

내

용

부문 서비스 개선 등 공공개혁의 다양한 주제를 부정기적으로 발표하고 토론하는

차례

일시

발표자

제1회

1월 30일

한반도 대운하 어떻게 볼 것인가

박석순(이화여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07년에는 차기정부의 공공개혁의 방향과 그 구체

제2회

2월 14일

영국의 지분형 주택제도

이태규(본원 연구위원)

적인 방안에 대한 밑그림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하였다.

제3회

2월 28일

수익인식기준 변화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강선민(본원 연구원)

제4회

3월 13일

40, 50대의 재테크 및 노후관리

이기수(서울포도에셋)
송원근(본원 연구위원)

제5회

3월 27일

경제성장에서의 개방 및 제도의 역할

제6회

4월 17일

헌법상 개인의 자유

신석훈(본원 선임연구원)

제7회

5월 2일

한반도 대운하 왜 반대하나?

홍종호(한양대)

제8회

5월 15일

중국의 소수민족 문제

박승록(본원 연구위원)

제9회

5월 22일

최근 북핵 동향과 전망

정연호(본원 연구위원)

제10회

6월 13일

기업규모별 합병 성과

송치승(중소기업연구원)

제11회

6월 19일

정치리더십

조성봉(본원 연구위원)

제12회

7월 8일

부에 대한 열정은 세계를 어떻게 바꾸는가?

권홍우(서울경제신문)

제13회

7월 24일

기업규모와 회계투명성

강선민(본원 선임연구원)

제14회

8월 21일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지표 개발

박성준(본원 연구위원)

제15회

9월 11일

저탄소 녹색성장의 잠재력 분석과 전망

김정인(중앙대)

제16회

9월 30일

스포츠산업 발전의 경제적 파급효과

조성식(한양대)

제의 확대로 이어지면서 크게 후퇴하여 공공부문

제17회

10월 16일

출자 중앙성,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최충규(본원 연구위원)

의 경쟁력을 열악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

제18회

10월 30일

세상을 소비하는 인간, 호모 콘수무스

김민주((주)리드앤리더)

로 지적되고 있다. 여러 민영화계획이 중단되고

공공개혁포럼은 정부조직 개편, 공공부문 구조

제19회

12월 3일

최근 금융시장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한재준(인하대)

12월 18일

단기간 근로제의 장기적 효과

변양규(본원 연구위원)

공공부문의 산업구조개편이 취소되는 한편 공무

조정, 규제개혁, 공공혁신 및 공공부문 서비스 개

제20회

원 정원과 인건비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선 등 공공개혁의 다양한 주제를 부정기적으로 발

공공부문의 비대화는 재정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표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공개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둔화시키며 정부의 시장에

혁포럼은 차기정부의 공공개혁의 방향과 그 구체

대한 개입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이처럼 정부부

적인 방안에 대한 밑그림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문이 비대해짐에 따라 공공부문의 효율성 추구 및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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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족배경

토할 목적으로 2007년 3월 공공개혁포럼을 발족
하였다.

국민의 정부 말부터 퇴조를 보이기 시작한 공공
개혁은 참여정부에 들어서서 정부의 비대화와 규

2. 운영 및 인적구성

작은 정부의 추진이 차기정부의 주요 과제가 되고

공공개혁포럼은 공공개혁에 대한 실무적 경험과

있다. 이에 따라 본원은 차기정부 공공개혁의 방

전문성을 갖춘 행정학, 경영학 및 경제학 부문의

향을 가늠하고 공공부문의 크기를 줄이며 그 효율

주요 인사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다. 현재 공공개

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검

혁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로는 김준기(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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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교수), 김현석(한양대 겸임교수), 박개성(엘리오

다. 해외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전력산업 경

(주) 대표), 박진(KDI 정책대학원 교수), 윤영민(한

쟁도입을 소개한 후 손교수는 국민의 정부부터 추

양대 교수) 등이 있으며 본원의 김종석 원장, 이주

진되었던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민영화의 추진방향

선 선임연구위원, 조경엽 선임연구위원, 조성봉 등

을 제시하였다.

Ⅱ. 2008년 연구 외 사업

이 참여하고 있다.

(2) 제2회 모임

3. 2008년 운영실적

2008년 5월 19일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두 번째 공공개혁포럼에서는 서울대의 김준

(1) 제1회 모임

기 교수가 공기업 구조개혁 및 민영화의 주요 과제
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김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2008년 2월 29일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실에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구조개혁과 민영화의 방향,

서 2008년 첫 공공개혁포럼이 개최되었다. 이 자

추진체계 및 절차상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이어

리에서는 인천대의 손양훈 교수가 전력산업의 경

서 직간접적으로 공기업개혁에 자문하고 있는 여러

쟁도입과 민영화의 주요 이슈 및 전망을 발표하였

전문가들의 문제제기와 논의가 이어졌다.

4. 정보자료 서비스 사업 및 학술지 발간사업
정보자료 서비스사업
『규제연구』발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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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업법과 제도이슈’
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주

정보자료 서비스사업
│정보자료│서비스│사업│

새로운 내용을 게재하고 있다.
다음으로‘KERI DB’부문은 주요 경제지표 및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의 경제전망 데이터를 제공
하는‘경제동향’
과 우리나라 상위 30대 대규모기

<표 1> 회원수
월별

회원수

1월

41,592명

2월

41,989명

3월

42,755명

4월

43,504명

업집단의 연도별 순위, 계열기업 현황, 재무현황

5월

44,581명

등의 요약정보를 제공하는‘30대 대규모기업집

6월

45,548명

단’DB가 새롭게 구축되었다.

7월

46,166명

8월

46,757명

9월

47,760명

을 매일 게재하는‘KERI와 미디어’부문과 본원

10월

49,609명

위한 정보자료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정보자료 서비스 사업은 본원의 연구발

이 주최하는 한경연포럼 및 기타 연구회 발표자료

11월

51,245명

간물을 게재하는‘연구자료’부문, 현안 경제이슈에 대한 분석 자료를 제공하는

를 게재하는‘지식네트워크’부문, 또한 오프라인

‘경제이슈분석’부문, 경제동향 및 30대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

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장경제교육의 온라인 서비

본원은 회원사 임직원 및 일반회원에 대한 온라인 정보서비스를 강화하고, 회원

그리고 KERI 관련 기사, 언론기고, 보도자료 등

사 임직원과의 사이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상호 효율적인 정보교류를 지원하기

는‘KERI DB’부문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스도 새롭게 신설되었다.

<표 2> 컨텐츠 내역
서비스명

내용

게재 주기

연구자료

본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자료의 전
문 제공
핫이슈: 규제개혁, 신정부개혁과제,
공공개혁
유형별 보고서: 연구보고서, 경제전
망과 정책과제, 규제연구지, 세미나
자료
주제별 보고서: 경제, 산업/경영, 사
회/규제/제도

수시

경제이슈
분석

전문가 칼럼
경제이슈 논평
기업법과 제도이슈

KERI DB

경제동향: 주요 경제지표, 국내 경제
전망, 세계 경제전망
30대 대규모기업집단: 연도별 순위,
계열기업 현황, 재무현황, 연도별
비중

‘도서정보’부문은 회원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신속히 제공하는‘소장도서 검색 및 원문복사 서
비스’
, 경제₩경영 관련 도서에 대한 전문가 리뷰를
게재하는‘KERI 서평’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

1. 사업의 목적
정보자료 서비스 사업은 21세기 디지털 시대를
맞아 회원사 임직원 및 일반회원에 대한 온라인 정
보서비스를 강화하고, 회원사 임직원과의 사이버

서비스,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 및 정보구조 개

문복사 서비스의 경우 회원사에게는 무료로 제공

선을 통하여 더욱 편리한 온라인 정보서비스를 제

하고 있다.

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온라인 정보서비스(www.keri.org)의 주요 콘텐
츠는 다음과 같다.

해 메일링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주 1~2회 발
송되는‘전문가 칼럼’
과‘경제이슈논평’그리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상호 효율적인 정보교류의

우선‘연구자료’부문은‘연구보고서’
,‘경제전

‘기업법과 제도이슈’뉴스레터를 통해 시장경제원

장으로 발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사이버

망과 정책과제’
,‘규제연구지’
,‘세미나자료’등

리와 경제정책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해법을 제

공간에서 각종 경제이슈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을

본원에서 발간되는 모든 자료의 전문을 제공하는

시해 주고 있으며, 주요 온라인 서비스를 종합₩정

제공하여 시장경제원리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서비스로서, 기업경영에 관련된 정부정책 등에 대

리한 KERI Mailzine을 월 2회 발송하고 있다.

도모하고 본원이 주장하는 경제정책을 홍보하는

한 분석이나 최근 경제동향 및 전망을 제공하여 능

본 연구원은 급변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동적인 기업경영전략 수립, 최근 경기 및 경제정책

하여 위와 같은 정보자료 서비스 사업을 수행해 왔

에 대한 이해 등에 도움을 주고 있다.

으며 그 결과, 2003년 2월 회원제 사이트로 개편

‘경제이슈분석’부문은 시장경제논리 및 친기업

2. 사업의 주요 내용

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전문가 칼럼’
과 국내외
주요 경제이슈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층적 진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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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용한 정보를 더욱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

본원은 기존의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여 5월

분석정보를 제공하는‘경제이슈 논평’그리고 법

21일 새로 오픈하였다. 다양한 콘텐츠와 차별화된

과 제도를 통해 바라본 경제이슈에 대한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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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해 현재 회원수가 5만 명이 넘는 지속적인 성

주 1회
격주
격주

연 1회
월
월
월
월

지식
네트워크

한경연포럼
한국 하이에크 소사이어티
기업구조와 전략연구회
공공개혁 포럼

KERI와
미디어

뉴스속의 KERI: KERI 관련 기사 및
외부기고
보도자료

도서정보

KERI 서평
소장도서 검색 및 원문복사 서비스
(회원사 무료)

시장경제
교육

시장경제교육 및 커리큘럼 소개, 교
육신청, 주요 강사진 등

장세를 보이고 있다.

분기

1회
1회
1회
1회

매일
수시
격주
수시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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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경제이슈논평 게재 리스트
일자

<표 6> 전문가칼럼 게재 리스트

제 목

저 자

일자

6/5

세계은행의 국가관리지수(WGI)로 본 한국의 위상

허찬국(본원 선임연구위원)

7/24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1년을 평가한다

최승노(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8/13

경쟁력 갖춘 미국 쇠고기 산업

박승록(본원 선임연구위원)

9/2

법인세율 인하 유보 유감

김상겸(단국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저 자

1/3

회사법제의 유연화가 필요할 때

신석훈(본원 선임연구원)

1/9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을 유연하게

강선민(본원 선임연구원)

1/15

물가안정목표제와 통화정책

김창배(본원 선임연구원)

우리의 노동현실과 향후 과제

김필헌(본원 연구위원)

9/24

2008년 하반기 및 2009년 건설 및 부동산경기 전망

김현아(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1/22

10/10

정부예산안은 달성 가능한 경제전망을 기초로 해야

유승선(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 경제분석관)

1/29

고성장의 열매, 다시 맛볼 수 있을까?

김학수(본원 연구위원)

11/6

주택금융시장 위험요소 진단 및 전망

남영우(KB국민은행연구소 연구위원)

2/5

국민연금의 개혁은 가능한가?

한광석(포항공과대학교 인문사회학부 부교수)

2/12

임금피크제, 정부가 나서지 말아야

박성준(본원 선임연구위원)

2/26

구조조정중인 중국 진출 한국기업

박승록(본원 선임연구위원)

3/4

실업률이란 지표의 맹점Ⅱ

변양규(본원 부연구위원)

3/11

무역조정지원제도 과연 필요한가?

송원근(본원 연구위원)

신석훈(본원 선임연구원)

3/18

TV광고의 화려함과 그 이면

김재홍(한동대학교 경영경제학부 교수)

<표 4> 기업법과 제도이슈 게재 리스트
일자
5/27
6/17

제 목

저 자

자본시장통합법과 금융규제의 개선과제

김홍기(부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포이즌필(poison pill)의 작동원리

7/11

동의명령제의 도입 필요성

이상돈(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3/27

노동시장에서 노동법의 역할

신석훈(본원 연구원)

8/8

적대적 M&A의 방어수단으로서 테뉴어보팅

김광록(충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4/1

글로벌 신용경색에 따른 채권금리 급변동과 스왑시장 간의 관계

한재준(인하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9/8

공정거래법 정비작업에 부쳐

임영철(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4/8

코끼리숫자와 제도개혁

이병기(본원 연구위원)

10/6

주주자본주의의 허와 실

신석훈(본원 선임연구원)

10/16

우리 FTA 정책의 평가와 과제

최원목(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4/15

수요의 법칙에 예외는 있는가?

김영용(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11/17

배임죄와 기업활동의 자유

이재교(인하대학교 법대 교수₩변호사)

4/22

원자재가격 상승과 정부와 기업의 대응

이인권(본원 선임연구위원)

5/6

서비스산업 정책, 산업구조변화 촉발할 수 있어야

이태규(본원 연구위원)

5/20

미국의 대북식량지원과 우리의 자세

정연호(본원 연구위원)

11/26

포이즌필 도입 문턱에서 버려야 할 편견들

신석훈(본원 선임연구원)

<표 5> 서평 게재 리스트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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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서

명

저자

서평

최충규(본원 연구위원)
유승직(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명박 정부, 이제는 선거모드에서 벗어나자

조성봉(본원 선임연구위원)

7/1

영리병원의 허용은 소비자를 위해 필요하다

김정호(자유기업원 원장)

7/8

선진회계시스템 도입을 서두르자

송인만(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변양규

7/16

하반기 경제, 어떻게 되나

김창배(본원 선임연구원)

제국의 몰락 - 미국 체제의 해체와 세계의 재편

엠마뉘엘 토드

박성준

1/17

Size Matters : How Big Government Puts the Squeeze on
America’s Families, Finances, and Freedom

Joel Miller

이주선

남성일

한국의 노동 어떻게 할 것인가?

촛불집회와 네트워크 효과
고유가와 기후변화 대응 : 위기에서 기회를 찾아야

6/24

1/3

1/31

6/3
6/10

2/14

The Age of Turbulence : Adventures in a New World

Alan Greenspan

김필헌

7/21

제조업 공동화, 어떻게 할 것인가?

김필헌(본원 연구위원)

2/28

성공하는 국가 실패하는 국가 2

다이애나 패럴

안순권

7/28

기업이윤, 기술혁신에 대한 보상으로 인식되어야

김학수(본원 연구위원)

3/27

부의 기원

에릭 바인하커

최충규

8/5

민영화의 세 가지 이야기 : 괴담, 실화 그리고 교훈

김현종(본원 연구위원)

4/10

돌부처의 심장을 뛰게 하라 - 고집불통의 NO를 YES로 바꾸는 협상 전략

윌리엄 유리

정연호

4/24

세계 버블경제의 붕괴가 시작됐다

마쓰후지 타미스케

박승록

5/22

미래사회를 이끌어가는 기업가정신

피터 드러커

김창배

6/19

조셉 슘페터 - 고고한 경제학자

이토 미쓰하루

김학수

8/11

세계화와 고용위기의 타개

김태기(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8/19

언론 자유와 재산권 보호

전용덕(대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8/26

친기업 정책과 반시장 정책

신석훈(본원 선임연구원)

9/4

최근 고용창출 부진과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변양규(본원 부연구위원)

7/3

이명옥과정갑영의명화경제토크

이명옥₩정갑영

김영은

7/17

경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기 소르망

이인권

9/10

신성장동력 확보와 외국인투자 유치

송원근(본원 연구위원)

7/31

경제학 콘서트 2

팀 하포트

김현종

9/29

미국의 구제금융안 합의 의미와 전망

안순권(본원 연구위원)

8/14

윤리경영과 형법

이상돈

신석훈

10/8

부자를‘징벌’하는 조세제도는 개선되어야

정기화(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8/28

IFRS : 회계 국경이 사라진다

이장규 외

강선민

9/16

진화를 넘어 차별화로 - 복잡계 경제의 단순한 발전원리

좌승희

이병기

10/14

기업가는 소중한 자산이다

김영용(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10/1

Name - Dropping From F.D.R. On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

송원근

10/21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해 화폐제도 개혁해야

안재욱(경희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10/9

금융제국 J. P. Morgan

론 처노

이태규

11/4

금융위기와 규제개혁의 방향

이태규(본원 연구위원)

수도권 규제완화, 어떻게 보아야 하나

한현옥(부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오바마 당선과 북한의 행보

정연호(본원 연구위원)

10/23

광기, 패닉, 붕괴 금융위기의 역사

찰스 P. 킨들버거 외

배상근

11/11

11/13

한국 노사관계 20년 평가 : 노사관계 합리화의 과제와 방안

김대환

박성준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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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상반기에 발간된 제17권 제1호는「신문

『규제연구』발간사업
│규제연구│발간│사업│

│규제연구│발간│사업│

시장 경품제공의 경쟁제한성 분석」
,「스크린쿼터

평가 결과」
,「경제자유, 규제와 경제성장」
으로 총
7편의 논문을 게재하고 있다.

의 규제 효과에 관한 미시적 연구」
,「다단계 및 방
문 판매방식의 이론적 비교」
,「합병의 효율성과 주
식매수청구권」
,「공개SW 활성화요인에 대한 실증

3. 평가

연구」
,「외환위기 이후의 금융정책에 대한 평가」
,
「조직문화가 규제 행태에 미치는 영향」
으로 총 7

『규제연구』
는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

편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하반기에 발간된 제17권

서 제기되는 규제이슈와 경쟁정책 이슈를 다룬 우

『규제연구』
는 규제와 경쟁정책 관련 연구를 촉진하여 규제완화, 경쟁촉진 등에

제2호는「진입규제, 투자 그리고 경제성장」
,「지주

수한 논문을 게재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규제관련

대한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수준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회사와 대기업집단 규제의 정책효과에 대한 연구 :

전문학술지이다. 이를 통해 규제와 경쟁정책 관련

시장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기여하고 있다.

대리인비용의 추정을 중심으로」
,「기업결합에 의

연구를 촉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논문들이 세상에

한 비용절감 효과 추정 : 삼익악기와 영창악기 간

널리 알려지도록 함으로써『규제연구』
는 사회 전

기업결합 건」
,「지주회사 전환이 자회사의 경영성

분야에서 규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과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부패의 통제와 재

규제를 완화하며 경쟁을 촉진하여 시장경제가 원

정지출의 효율성에 관한 국가 간 실증분석」
,「한국

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높은 기여를 하고 있

정부의 규제영향분석의 수중 : 평가 틀의 도출 및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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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흡하고 전문연구인력의 풀(pool)도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이론적, 실증적 논문이나

크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또한『규제연구』

정책적 시사점이 있는 논문으로 주로 규제와 경쟁

를 제외하면 규제관련 연구결과물을 게재할 마땅

정책 관련 논문들이다.

한 전문지가 없다. 이러한 현실에서『규제연구』
는

『규제연구』
에는 엄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채택된

국내 유일의 규제전문학술지로 규제 관련 연구를

논문만 게재된다. 투고된 모든 논문은 2명의 심사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2

원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 심사결과 2명의 심사위원

년부터는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됨

모두에게 B 이상의 평가를 받지 못하면 투고된 논

에 따라 규제 관련 연구에 대한 기여도가 더욱 증

문은 게재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규제

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에 게재되지 못한다.『규제연구』
에 투고된 논
문 중 게재되지 못하는 기각률은 50%를 넘는다. 이
와 같은 엄격한 심사는 높은 수준의 논문만을 게재
함으로써『규제연구』
가 규제전문학술지로서 명성과
위상을 유지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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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및 회원사
1. 이사회 및 회장단

2. 회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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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회 및 회장단
◈ 이사회

◈ 회장단

구 분

성 명

회 장

조 석 래

㈜효성

원 장

김 종 석

한국경제연구원

이 사

정 병 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박 삼 구

감 사

소 속

비 고
전경련 회장

성 명

회사명

비 고

이 건 희

삼성전자㈜

구 본 무

㈜LG

〃

전경련 상근 부회장

김 승 연

대한생명보험㈜

〃

금호산업㈜

전경련 부회장

조 양 호

㈜대한항공

〃

이 웅 열

㈜코오롱

전경련 부회장

정 몽 구

현대자동차㈜

〃

이 학 수

삼성전자㈜

현 재 현

동양시멘트㈜

〃

강 유 식

㈜LG

이 준 용

대림산업㈜

〃

박 정 인

HMC투자증권㈜

신 동 빈

롯데쇼핑㈜

〃

신 헌 철

SK에너지㈜

최 용 권

삼환기업㈜

〃

이 승 윤

전) 부총리

김

㈜삼양사

〃

라 웅 배

전) 부총리

박 영 주

이건산업㈜

〃

김 진 현

세계평화포럼

류

㈜풍산

〃

윤 병 철

한국 FPSB 협회

허 영 섭

㈜녹십자

〃

송 병 락

서울대

이 구 택

㈜포스코

〃

김 일 섭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최 태 원

SK㈜

〃

김 중 수

경제협력개발기구

김 준 기

동부건설㈜

〃

정 갑 영

연세대

박 용 현

두산건설㈜

〃

박 태 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구 자 경

전경련 명예회장

박 우 규

SK경영경제연구소

유 창 순

〃

김 각 중

〃

강 신 호

〃

윤

진

전경련 부회장

송 인 상

㈜효성

전경련 고문

김 상 홍

㈜삼양사

〃

최 종 환

㈜삼환까뮤

〃
(2009년 1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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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원사
회사명
기아자동차㈜

276

성명

회사명

성명

회사명

성명

서영종

㈜노키아티엠씨

김기순

㈜웅진홀딩스

윤석금

㈜농심

손 욱

㈜대교홀딩스

강영중

㈜유한양행

차중근

대상㈜

임동인

대구도시가스㈜

김영훈

유한킴벌리㈜

김중곤

대성산업㈜

김영대

㈜대림코퍼레이션

이해욱

일신방직㈜

김영호

동국제강㈜

장세주

대신증권㈜

노정남

일진전기㈜

허진규

㈜동아일렉콤

이건수

㈜대우건설

서종욱

제일모직㈜

동양물산기업㈜

김희용

대우증권㈜

김성태

㈜SC제일은행

동양종합금융증권㈜

전상일

대한생명보험㈜

신은철

GS건설㈜

허명수

동양제철화학㈜

이수영

대한전선㈜

임종욱

㈜진로

윤종웅

㈜동원 F&B

박인구

대한제분㈜

이종각

㈜케이씨씨

정몽익

두산중공업㈜

정지택

㈜대한펄프

최병민

㈜케이이씨

이상철

황무백
데이비드 에드워즈

롯데제과㈜

김상후

동부제철㈜

이수일

㈜케이티프리텔

권행민

삼남석유화학㈜

김경원

㈜동부하이텍

윤대근

태광산업㈜

이호진

삼부토건(주)

조남욱

동서식품㈜

이창환

㈜하나은행

김정태

삼성생명보험㈜

이수창

㈜두산

강태순

하이트맥주㈜

박문덕

㈜신세계

구학서

㈜두원공조

김찬두

한국산업은행

민유성

CJ제일제당㈜

김진수

롯데칠성음료㈜

정 황

한국수출입은행

김정준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린나이코리아㈜

강원석

한국아이비엠㈜

이휘성

아세아시멘트㈜

이병무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원명수

㈜한국야쿠르트

양기락

㈜아시아나항공

박찬법

㈜부영

이중근

㈜한국외환은행

리처드 웨커

㈜우리은행

이종휘

삼성물산㈜

이상대

한국투자증권㈜

유상호

이수화학㈜

김상범

삼성증권㈜

박준현

한국후지제록스㈜

정광은

㈜종근당

이장한

삼성화재해상보험㈜

지대섭

한국휴렛팩커드㈜

최준근

SK텔레콤㈜

정만원

삼성SDI㈜

김순택

한일시멘트㈜

허동섭

㈜LG상사

구본준

㈜삼양제넥스

김 량

㈜한진중공업

김정훈

LG전자㈜

남 용

㈜삼천리

한준호

한화증권㈜

이용호

㈜LS

구자홍

성신양회㈜

김영준

현대건설㈜

이종수

GS칼텍스㈜

허동수

㈜세아제강

공원일

현대모비스㈜

정석수

㈜KT

이석채

쌍용양회공업㈜

홍사승

㈜현대백화점

경청호

한솔제지㈜

조동길

㈜씨앤해운

임병석

현대상선㈜

김성만

㈜한진해운

김영민

애경산업㈜

장영신

현대시멘트㈜

정몽선

한화석유화학㈜

홍기준

SK네트웍스㈜

이창규

현대제철㈜

박승하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SK케미칼㈜

김창근

현대증권㈜

김중웅

현대오일뱅크㈜

서영태

㈜STX

강덕수

현대해상화재보험㈜

이철영

현대중공업㈜

최길선

㈜영풍

장형진

호남석유화학㈜

정범식

교보생명보험㈜

신창재

㈜오리온

김상우

㈜호텔롯데

좌상봉

㈜국민은행

강정원

우리투자증권㈜

박종수

금호석유화학㈜

기 옥

웅진케미칼㈜

박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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