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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기업가정신을 시대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사라지고 있는 기업가정신을

다양한 연구 활동과 더불어 2009년부터 경제교육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었습니다. 자유시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고용, 임금 및 노사관계에 관한 현안 분석」
을

장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일반대중의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인식하

통해 민주화 이후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이 되어 온 후진적 노동시장 구조의 근본적인 체질

에 우리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으로 한 경제교육 사업을 크게 확대하였고, 공공부문

개선을 위한 청사진을 제공하였습니다. 셋째,「수₩위탁 기업 간 납품가격 결정의 문제점과 과

종사자, 일반인, 대학생들의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제」
를 통해 우리 산업이 지닌 구조적 문제점들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였

더불어 각종 대외 세미나, 연구회 및 포럼 등을 통해 본원이 축적한 연구결과들을 널리 알리

습니다. 넷째, 온실가스 감축문제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국내에서 이와 관련된 논쟁이 더욱 치

는 데 힘썼습니다.

열해질 전망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평가와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원은「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평가
와 시사점」
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인류 역사를 되돌아볼 때,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지향했
던 사회는 자유와 풍요, 그리고 상당한 정도의 평등을 얻는 데 성공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
면, 평등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사회를 설계하고 계획하려 했던 집단은 자유와 풍요를 얻지

본원은 또한 6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개별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첫째, 이번 국제금융

못했고 종국에는 평등까지 상실하며 쇠락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정신적₩물질적 발전에 기

위기를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해

여한 바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는 대중의 몰이해로 말미암아 항

결책을 강구하기 위해‘거시경제 환경의 전망과 과제’
라는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둘

상 도전에 직면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수호해야 하는 이

째, 국제금융위기로 인한 환경변화 및 일본의 정권교체, 북한의 개혁개방, 동아시아 경제통합

유는 그것이 바로 번영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논의 등 다양한 대외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국제 및 지역경제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이란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셋째,‘급변하는 경영환경과 한국 기업의 대응

본원은 지난 28년간‘자유시장(Free Market)₩자유기업(Free Enterprise)₩자유경쟁(Free

과제’
라는 주제로 기업가정신의 회복 및 한국 기업의 성장과제에 관한 연구를 통해 우리 기업

Competition) 기치 아래 우리나라의 자유시장경제질서 확립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일조하기

들의 지향점을 제시하는 한편, 친기업적 시각에서 기후변화와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등 정책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더욱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끊임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였습니다. 넷째,‘시장경제의 심층분석’
을 통해

없이 숙고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매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끝으로『2009년 시장경제연구

과거 경제도약기의 발전 양상을 돌아보는 한편 사회자본과 금융발전 등에 대한 미래지향적

백서』
의 발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김필헌 연구위원, 설윤 연구위원, 이선화 연구위원,

연구를 통해 우리 경제의 좌표를 자리매김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

신석훈 선임연구원, 김영은 선임연구원 및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의 경제적 영향과 언소주의 불매운동에 대한 연구 등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당면
과제들에 대해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다섯째,‘기업정책과 기업규제’
라는 주제로
우리 기업들이 처한 경제적₩정책적 환경을 심도 있게 고찰함으로써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노
력을 기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금융위기로 더욱 부각되고 있는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조명하고, 건전한 경제발전의 기초라 할 수 있는 고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들

2010년 1월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김영용

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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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시장경제연구백서』
를 발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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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혁
1981년 4월 1일 정부산하 연구기관에 상응하는 민간경제 연구기능의 확충₩강
화를 위해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경제기술조사센터」
(1967년)를 확대₩개편
해 사단법인「한국경제연구원」
을 설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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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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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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책대안을 개발₩제시함으로써 민간경제계의 정책
두뇌집단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한다.
국내외 경제 및 산업 동향에 관한 체계적 정보
수집 및 분석을 통해 기업의 세계적 경영전략
수립에 실용적 지침을 제공하는 데이터뱅크로서
의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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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한국경제연구원」설립 (초대 회장 정주영, 초대 원장 신태환 취임)
제2대 원장 송인상 취임
부원장 김진현 취임 (상근부원장제 실시)
부원장 구석모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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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실로 개편
「경제교육본부」신설
제9대 회장 조석래 취임
제7대 원장 김종석 취임
「규제개혁추진단」발족 운영
<규제개혁 종합연구> 발간
경제교육본부 폐지, 연구조정실내 경제교육팀 신설
사무실 이전(전경련회관 12층 → 하나대투증권 8층)
제8대 원장 김영용 취임
연구지원실 폐지, 연구조정실 내 3팀 체제로 개편(연구지원팀, 홍보팀, 재무회계팀)
기존 3본부 1실의 연구조직을「법경제연구실」
,「기업연구실」
,「금융재정연구실」
,
「거시경제연구실」
,「경제교육실」
,「연구조정실」
,「정책기획실」등의 7실 체제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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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시장경제연구백서』
를 발간하며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09년 한국경제연구원이 수행한 연구사
업과 다양한 활동을 정리하여『2009년 시장경제연구백서』
로 발간하였습니다. 창간 일곱 돌
을 맞은 이번『시장경제연구백서』
에는 지난 1년간 본원의 결실들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이
를 통해 본원이 걸어온 발자취를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한국경제연구원이, 나아가 우리 경
제가 지향해야 할 바를 숙고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09년은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맹위를 떨친 한 해였습니다. 선진국 경제의 침체와 함
께 이들 경제에 의존하던 신흥국들의 수출이 급감하면서 제2 대공황의 우려가 현실화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G20로 대변되는 주요국들의 발빠른 정책대응은 위기 극복의 단초를 마련
했고, 이를 계기로 세계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조성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번 국
제금융위기는 세계경제의 질서 재편을 통해 한국을 위시한 신흥국들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
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른 경제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한국은 2010
년 G20 개최를 계기로 명실상부한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듯 급변하는 대
내외 환경 속에서 우리 경제의 생존과 번영을 담보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자기성찰이 요
구됩니다. 대내적으로는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이 우리 경제에 또 다른 위협이 되고 있으며,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정치적₩사회적 갈등은 우리 사회의 진정한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풀어
야만 하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위기, 동아시아 경제통
합 논의 본격화 등 환경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때 비로소 우리 경제는 진정한 선진화를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원은 자유시장경제의 정립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통한 선진경제
로의 도약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반기업₩반시장 규제 타파, 자유무역과 개방경제의 지향,
기업가정신 고양 등을 본원 연구사업의 기본 목표로 설정하고, 경제위기 극복과 국가경쟁력
제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한 실용적 정책제언 도출을 위해 다양한 대표과제들을 추
진하였습니다. 첫째,「경제발전과 기업가정신의 역할」
은 과거 우리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작
『2009년 시장경제연구백서』
를 발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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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임원 및 실 소개

김현종
김영용 원장

3771-0005

학

Ohio State U 경제학 박사

력

주요경력

yykim@keri.org

학

력

주요경력

소사이어티 회장
연구분야

연구분야

이선화

국제통화론, 금융시장론, 자유시장경제론, 기
업론, 경제규제

KERI

kim@keri.org

U of Texas at Austin 경제학 박사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적 자문위원회 시장구조분과위 위
원(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남대학교 교수(현, 휴직), Texas A&M 방문
교수, U of Kentucky 방문교수, 한국하이에크

3771-0036

학

력

산업조직, 게임이론, 기업재무

3771-0025

slee@keri.org

U of California, Davis 경제학 박사

주요경력

경기개발연구원, California Energy Commission

연구분야

산업조직, 응용미시, 패널데이터 분석

신석훈
학

력

주요경력

3771-0047

sshun@k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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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분야

법경제연구실

기업연구실

주요 법제도(회사법 및 공정거래법 등)의 이론적 분석 혹은
실증분석 등 경제적 분석을 통하여 자유시장경제 창달을 위
한 법제도의 개선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제도의 경제
적 분석을 통하여 정부 개입 혹은 정부 규제의 한계를 규명
하고 시장지향적 혹은 시장양립적인 법제도의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시장질서의 선진화와 기업하기 좋은 제
도적 환경의 조성을 위한 연구와 정책대안 제시를 주된 사업
으로 하고 있다.

이인권
학

력

주요경력

3771-0033

U of Texas at Austin 경제학 박사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의결권 전문위원회 위원(현), 동북아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경쟁/기업) 자문위원, 한국규제학회

최충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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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기업이론, 기업경쟁력, 기업가정신, 기업정책, 과학기술정책,
기업환경개선정책, 교육, 인구경제 등 기업 및 기업환경 관련
분야를 연구한다.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기업이론의
현실 적용, 기업가정신의 고양을 위한 방안, 기업발전을 위한
기업정책, 과학기술정책, 신성장동력의 육성 분야를 연구한
다. 또한 기업의 경영환경과 관련된 노동문제, 교육, 고령화
등 다양한 분야를 연구한다. 기업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
과제와 기업경영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
으로 시장경제의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는 연구를 수행한다.

iklee@keri.org

경제중심추진위 제도개혁 및 총괄분과 전문위원, 대통령직
연구분야

상법, 경제법, 법경제학

박승록
학

력

3771-0027

psr@keri.org

Northern Illinois U 경제학 박사

주요경력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분야

산업조직론, 계량경제, 응용미시, 기술경제, 중국경제

산업조직, 법경제, 경쟁정책

3771-0034

choicg@keri.org

Georgetown U 경제학 박사

주요경력

산업연구원, 한국은행

연구분야

산업조직론, 미시경제이론, 응용계량경제학

박성준
학

력

주요경력

3771-0046

psj@keri.org

Northwestern U 경제학 박사
미 Cornell대 객원연구원, 고용보험연구기획단 자문위
원, 국제경제연구원(현 산업연구원) 연구원

연구분야

노동경제, 법경제학
임원 및 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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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학

력

주요경력

3771-0031

LBK@keri.org

김학수

성균관대 경제학 박사

학

력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중소기업지원사업 평가위원, 감사

주요경력

원 IT감사위원회 위원, 미국 Vanderbilt대 공공정책연구
연구분야

소 초빙연구원
연구분야

강호영
학

력

기업연구, 기술정책, 산업조직, 제도경제

3771-0303

jhkang@keri.org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경제학과 석사

송원근
학

력

주요경력

한국중소기업학회 회원(현), 가톨릭대학교 경영학부 강
사, 워싱턴침례신학교 강사, 달서FTI(Fusion Techno-

연구분야

연구분야

연구분야

이태규
학

조세정책분석, 계량경제학

3771-0021

wsong@keri.org

연구분야

거시경제분석, 경제성장, 금융산업

glcho@keri.org

U of Texas at Austin 경제학 박사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조정실장, 국회예산정책처 세입세

전경련 국제경영원 선임연구원, 단국대 강사

연구분야

경제교육, HRD(Human Resource Development),

학

phkim@keri.org

Ohio State U 경제학 박사

거시경제연구실
기업들에 중요한 환경변수인 국가 및 국제경제의 주요 흐름
과 성장, 고용 등과 관련된 이슈를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방
안을 모색하는 데 역점을 두어 연구한다. 아울러 시의적절한
현안 분석, 경제 전망, 거시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등이 중요한 활동이다.

주요경력

윤

학

안순권
학

재정학, 응용거시경제학

주요경력

력

3771-0013

민간 유일의 정책 싱크탱크인 한국경제연구원이 그 연구역량
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연구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적인 연구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의 기획₩조정₩평가와 예산₩지출을 포함한 연구지원 업무
를 수행한다.

3771-0015

skahn@keri.org

U of Missouri-Columbia 경제학 박사

응용계량경제, 베이시안계량경제, 가계소비와 기업투자

력

3771-0017

kcb@keri.org

력

주요경력

zrhee@keri.org

Ohio State U 경제학 박사
ABAC 2005 사무부총장, 외교통상부 경쟁정책 부문 자
문위원, Ohio State U 초빙교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

한성대 강사

정책 자문위원, 전자상거래 정책자문위원

연구분야

거시경제전망, 모형개발

연구분야

산업조직론, 규제개혁과 민영화, 법과 경제학, 공정거래
법, 도시경제학

경제교육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반시장 및 반기업 정서가 현실 경제, 특
히 시장경제 및 기업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
한다고 보고, 왜곡된 경제관과 기업관을 올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집행한다. 특히 국가의
여론을 형성하고 이끄는 집단인 오피니언리더 그룹을 대상으
로 다양한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시행하는 동시에 시장경제교
육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보를 제공한다.

정책기획실
시의성 있는 연구주제를 개발₩검토₩발굴하며 이슈페이퍼,
KERI칼럼, 신문잡지 기고 등 단기과제를 발간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경제연구원의 대외적인 공
식 활동을 지원하고 언론에 대한 공식적인 창구의 역할을 맡
으며, 각종 출판물에 대한 편집 및 출간을 담당한다.

조성봉
이병욱
학

력

주요경력

3771-0304

LBW@keri.org

경희대 국제경영학 박사

학

력

주요경력

전국경제연합회 산업본부장,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사무국

연구분야

송호섭

기업구조조정, 산업정책, 환경정책

3771-0008

주요경력

U of Texas at Austin 경제학 강사

학

연구분야

화폐금융, 금융제도, 응용계량경제

주요경력

전국경제인연합회 총무부,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경영원

연구분야

경제제도

력

서강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sbcho@keri.org

Ohio State U 경제학 박사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 전기위원회 정책평가위원,
사업지원기획단 자문위원, 한국비교경제학회 총무이사

연구분야

shs@keri.org

3771-0016

한국전력거래소 규칙개정위원 및 비용평가위원, 경수로

장, 미국 헤리티지 재단 객원연구원, 친환경상품진흥원 이사

U of Texas at Austin 경제학 박사

2009년 시장경제연구백서

학

3771-0038

주요경력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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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선

서강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한국일보 도쿄특파원, 일본 게

화폐금융, 기업재무, 미시경제이론, 미국공인회계사

seoly@keri.org

연구분야

미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조사부 및 연방준비제도
거시경제, 통화금융, 통화정책, 국제금융

3771-0012

U of Missouri-Columbia 경제학 박사

U of California, Santa Barbara 경제학 박사

제부기자, 한국외환은행 조사부
연구분야

연구조정실

U of Missouri-Columbia 경제학 강사

chan_huh@keri.org

이오대 미디어센터 초빙연구원, 서울경제신문 정경부₩국

tklee@keri.org

Texas A&M U 경제학 박사

력

김창배

고려대 대학원 교육학 석사

시장경제 조사/분석

econbyun@keri.org

주요경력

이사회 국제금융부 연구위원
연구분야

력

설

학

제분석팀장

3771-0041

주요경력

국제경제, 국제관계, 정치경제, 북한

거시경제, 노동경제

대중소기업협력, 기업생태계와 아키텍처, 중소기업, 산업

3771-0042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

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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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71-0048

kye@keri.org

주요경력

3771-0026

력

3771-0052

학

연구분야

국제무역론, 정치경제학, 응용미시경제학

김영은

Cornell U 경제학 박사

주요경력

원(삼성전기)

력

yhchung@keri.org

U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경제학 박사

Western Washington U 방문교수, Ohio State U 경제학 강사

학

3771-0020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 (주)원정제관 대표이사, 연

주요경력

허찬국

력

변양규

참관 심사위원(행정자치부), 부품소재정책연구회 자문위

금융정책, 금융기관, 금융시장 등의 금융 분야와 재정 및 세
제 분야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사업의 기본방향
은 국내외 금융₩조세 관련 변화를 지속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정책당국에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기업금융의 선진화와 재정
의 효율화 및 조세제도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금융₩조세 분야
의 최신 연구를 적극적으로 수용₩발전시키는 것이다.

주요경력

Ohio State U 경제학 강사

학

금융재정연구실

력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팀장/부장, 상생협력연구회 운영위원, 정부혁신우수사례

템 다이내믹스

학

학

Industry) 기획준비위원,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사업

력

정연호

Ohio State U 경제학 박사

김필헌

₩기술경영, 응용계량경제₩경영, 생산성, 규제완화, 시스

조경엽

hskim67@keri.org

세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건국대학교 강사

/박사과정 수료
주요경력

3771-0022

조동호
학

력

산업조직론, 법경제학, 정부규제이론

3771-0049

cdh@keri.org

서울대 경제학과 대학원 및 U of Maryland 경제학과
박사과정 수료

주요경력

환경경제, 지역경제
임원 및 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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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 및 임금에 관한 현안 분석

29

가. 고용변화의 구조적 요인과 고용창출에 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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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09년 연구사업

1. 대표 연구과제
경제발전과 기업가정신의 역할
고용, 임금 및 노사관계에 관한 현안 분석
수₩위탁 기업 간 납품가격 결정의 문제점과 과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평가와 시사점

최빈국 가운데 하나였던 대한민국이 건국 60년 정

의 활동과 기업가정신이 경제발전 과정에 어떻게

도밖에 안 된 시점에서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작용하였는지를 정리하고, 이러한 정리를 토대로

넘어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선 사실은 우리나라의

각 시대를 관류하는 기업, 기업가, 기업가정신이

현대 경제발전사가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성공적

무엇이었는가를 객관화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기

이었으며, 이를 이뤄낸 경제의 각 주체들이 대단히

업가정신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거나 기업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주어진 경제 환경

및 기업가의 활동에 따라 나타난 부정적인 문제점

에서 초래되는 도전에 응전해 왔다는 것을 경험적

에 대한 반성과 평가도 담았다. 시대별로 구분하

으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여 연구의 내용들을 보다 상세하게 요약하면 다음

본 연구는 부정적 역사 인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논리적 모순을 극복하고 경제발전 과

역사적 경험을 기존의 부정적 역사인식으로 해석

과 같다.

정에서 핵심적 견인차 역할을 한 기업₩기업가₩기업가정신이 한국의 경제발전에 미친

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논리적 모순을 극복하고

영향 및 그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발전사를 보다 합리적으로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우리 경제발전사를 조명

재해석하고 있다. 기업가들은 신상품 개발과 기존 상품의 품질 개선, 새로운 생산방

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경제발전의 핵심적 견인차

법의 발명, 신시장의 개척 및 새로운 공급원 확보, 새로운 조직의 운영이라는 다섯

역할을 한 기업, 기업가, 기업가정신이 한국의 경

│대│표│연구과제│

경제발전과 기업가정신의 역할

이주선 외 3인

가지 활동을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눈부신
경제성장의 한 토대가 되었다.

제발전에 미친 영향과 그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
을 보이려고 노력하였다.

가. 산업기반 형성기(해방~1971)의
기업가정신
■ 이주선

식민지의 수탈과 전쟁으로 피폐해졌던 우리나라
경제는 해방 이후 1960년대 경제개발을 시작한 시
기에 이르러서야 빈곤의 악순환에서 탈피하여 도

2. 연구내용
1. 연구배경 및 목적

20

혜라는 엄청난 지대를 취득한 불법 행위자들이라

약을 시작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 시기에 우리나
라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중요

거나 부정축재자들이라고 비난하는 것이 보편적이

이 연구는 대한민국 60년 경제발전사를 산업기

한 제도적, 사회적 기초를 놓았다. 해방, 건국, 대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후 60년이 지난 지금

었다. 그리고 정부 또는 정치인들과 기업과의 음성

반 형성기(해방~1971), 고도성장기(1972~1987),

한민국 헌법에 채택된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와

우리나라는 식민지에서 독립한 신생국 가운데 첫

적인 거래를‘정경유착’
이라는 이름으로 매도하고

패러다임 전환기(1988~1997), 위기극복 및 재도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는 오늘날 우리가 향유하

번째로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의 선진국 문턱에

이를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정책적 수단을

약기(1998~2008) 등 네 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경

는 자유와 권리, 그리고 경제적 번영의 근본적인

도달하였다. 이렇게 빠른 경제발전은 1980년대 후

강구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기존

제성장 과정에서 기업과 기업가의 역할 그리고 기

토대가 되었다. 농지개혁, 귀속재산의 불하, 한일

반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를 탈피하여 자유민주주

연구들의 내용은 대한민국 경제발전사의 한 단면

업가정신이 발현된 양태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시

국교 정상화, 월남파병 및 제1, 2차 경제개발계획

의 국가를 실현하는 근본적인 토대가 되었다. 이

을 설명해 준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으나 다른

대 구분에 입각하여 기업가정신의 발현 양태를 설

등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중요한 전기가 된 중요

연구에서는 대한민국의 지난 60년 경제발전 과정

한편으로 많은 논리적 한계와 문제점을 가지고 있

명함에 있어서 이 연구는 슘페터와 OECD의 기업

한 제도적, 정책적 틀을 제공하였다. 1950년 발발

에서 정부와 함께 경제발전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

는 것도 사실이다.

가정신에 대한 정의를 전제로 하였다.

한 한국전쟁과 이에 따른 미국의 원조와 전후복구,

해 온 기업의 태동과 성장 발전 그리고 이러한 기

만일 기존의 연구들이 지적하는 그런 부정적인

또 이 연구는 각 시기마다 그 시기에 주어진 외

업들의 성공에 핵심적 역할을 한 기업가들과 이들

문제들이 대한민국 기업사의 본질이었다면 어떻게

생변수로 작용한 대내외 환경을 개관하고 정부가

의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발현을 재조명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나 신생독립국이 된 지 불과

그러한 대내외 환경하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였

세계 최빈국의 하나였던 우리나라에서 해방 이

하고자 한다.

60년 밖에 되지 않고 한국전쟁을 통해서 산업시설

는가를 살펴봄으로써 기업이나 기업가의 활동 배

후 기업들이 태동한 것은 정크선에 물자를 실어 와

기존의 우리나라의 기업, 기업가, 기업가정신에

이 완전히 소실된 나라에서 자유민주주의와 경제

경을 설명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시대적 환경과

물물교환을 하던 무역업에서 시작되었다. 정부 수

대한 연구와 비판들은 대개 기업가들이 불공정한

발전을 동시에 이룩하는 것이 가능하였는지에 대

정책 및 제도의 변화에 기업과 기업가가 어떻게

립 이전부터 이러한 무역업이 시작되었고 1946년

경제적 이익, 즉 로비와 뇌물을 통해서 정부의 특

한 논리적 설명이 불가능해진다. 해방 직후 세계

대응하였는가를 면밀히 검토하여 기업 및 기업가

이후에는 홍콩, 마카오로 그리고 일본으로 확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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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수수 등은 늘 사회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어 온 것

창업과 같은 기업가정신보다는 기존 기업집단의

유럽으로 확장되었다. 이 시기 무역업에 종사한 기

1960년대에 주요 기업들은 전후복구기의 창업

도 사실이다. 기업가 및 기업활동의 부정적 측면에

기업가정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즉, 기존

업인들은 그 경험과 지식으로 1960년대 이래 추진

기업을 토대로 외자 도입₩수출₩해외 진출₩여타 기

대한 비판은 부의 축적과 기업가정신의 발휘가 정

기업집단의 규모와 범위의 경제 실현, 관련 및 비

된 수출지향적 경제개발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

업에 대한 인수합병 등의 활동에서 기업가정신을

당한 노력과 혁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특혜

관련 다각화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는 기업

여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었다. 또한

발휘함으로써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성장할 수 있

와 근로자에 대한 착취에 의한 것으로 평가절하되

가정신의 양적인 측면, 즉 기업가의 신규 창업이

한국전쟁으로 본격화된 미국의 원조에 따라서 원

었다. 이에 이 시기에는 산업과 기업의 다각화가

는 요인이 되었고, 궁극적으로는 반기업정서 또는

아니라 기업가의 질적인 측면, 즉 기존 기업가의

조물자의 배정 과정에서 근대적인 제조업에 참여

진행되고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이

반기업인정서로 이어지는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하

다각화에 의해 경제발전을 이루었음을 의미한다.

하는 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무역업이나

태동하는 등과 같은 경제적 발전이 있었다. 물론

였다. 이러한 정서가 오늘날까지도 우리나라 경제

넷째, 기술개발 능력을 갖춘 기업만이 세계시장에

도정업 또는 미곡상 등을 통해서 자본을 축적하고

이 과정에서 모든 기업이 성공한 것은 아니다. 변

발전의 발목을 잡는 장애물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 생존할 수 있다. 우리나라 상위 기업집단들은

기업을 경영한 경험을 가진 기업가들이 미국이 제

화하는 기업 환경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

공하는 원조물자를 가공하기 위한 제조업 설비투

하여 위험을 감내하고 혁신을 단행한 기업들은 성

자에 참여하고 이들이 삼백산업(三白産業) 등에서

공한 반면, 기업가정신의 발휘보다는 현실에 안주

과거 선진국으로부터 기술 도입을 통해 자동차, 전

나. 고도성장기(1972~1987)의 기업가정신

기₩전자, 조선산업 등 성숙산업에 성공적으로 진
입할 수 있었고 관련 생산기술의 학습 과정을 통해

■ 이병기

대표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귀

하거나 기업 환경의 변화에 소극적이거나 냉소적

속재산의 불하 과정에 참여한 기업인 가운데도 불

으로 대처한 기업들은 도태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고도성장기는 크게 중화학공업이 추진된 1970

있어서 급속한 기술개발을 진전시켜 나갔다. 현대

하 후 기업을 성장시켜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성장

러한 기업 부침의 역동성은 1950년대에 대규모 기

년대와 구조조정이 진행된 1980년대로 구분하여

자동차는 최초의 국내 고유모델인 포니를 개발하

하는 기틀을 마련한 사람들이 있었다.

업집단으로 상위권에 속하던 기업들 가운데 많은

볼 수 있다.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힘입어

였다. 현대자동차는 독자모델 차종인 포니 개발을

해방 이후 1950년대 전후복구기까지 기업가들

기업들이 사실상 1960년대의 산업재편 과정에서

모험적인 기업가가 이 분야에 진입하여 사업적으

통하여 국내시장을 완전히 석권하는 한편 미국 등

은 대개 기업 불모지라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도태되는 한편 맨주먹으로 사업을 시작한 기업가

로 성공을 거두었다.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성장세를 지속할 수 있었다.

새로운 산업에 진출하고 외국과의 교역에 참여하

들이 오늘날 누구나 알 수 있는 대규모 기업집단으

1970년대와 1980년대 중반에 이르는 시기에 기

다섯째,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정책은 지난 50년

여 시장을 확대하고 원료의 확보를 위한 경쟁에 참

로 성장하였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특히

업 및 기업가정신의 주요 특징과 그 의의를 정리하

간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정

여하여 안정적인 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분야에서

1960년대에 사업에서 성공하여 대규모 기업집단

면 다음과 같다.

책이었다. 정부의 중화학공업화정책은 오늘날 우

수익을 창출하여 자본을 축적하는 것은 물론 경영

을 형성한 기업가들은 대부분 이후 경제개발 과정

첫째, 1970년대와 1980년대 중반까지의 기간은

리 경제의 산업구조를 확립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

에서의 노하우와 경험을 축적하는 기업가정신을

에서도 지속적인 혁신으로 경제발전을 견인한 기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기업가정신이 가장

가 되었다. 1970년대는 대기업 생산 체제를 도입

발휘하였다. 이러한 활발한 노력으로 1950년대 말

업가들이다. 이들은‘사업보국(事業報國)’
이라는

활발하게 발현되었던 시기이다. 기업가정신 지수

하고 수출지향적인 공업화를 통해 대량 수출로 나

에는 일부 성공적인 기업들이 이미 대규모 기업집

일관된 비전에 입각하여 기업활동을 이끌었으며,

가 가장 높았던 기간은 물론 중화학공업화 기간인

아가는 시기였다. 산업과 무역정책은 비교적 일관

단을 형성할 정도의 다각화를 시현하는 등 기업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신규 사업 및 신제품을 발

1975~1979년의 기간이다. 둘째, 산업성장을 주도

되게 효율의 관점에서 추진되었다.

성장을 위한 동력을 마련하기에 이른다. 이 시기에

굴하고 불굴의 의지와 노력으로 사업을 성공시켰

하여 온 기업인의 역할은 한국경제의 발전사적 측

그렇지만 중화학공업화와 그에 따른 빠른 경제

정부는 제도적, 정책적 큰 틀을 마련하고 기업의

다는 점에서, 당시 기업가로서 이들의 활동과 기업

면에서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신규 진입 기

성장에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 정책으로 경

창립과 성장 과정에서 기업가들에 중요한 기회들

가정신의 발휘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핵심요인이

업은 구식의 기업을 대체하면서 창조적 파괴를 가

공업 중심에서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산업구조의

을 제공하는 등과 같이 적절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었다고 할 수 있다.

져오기도 하며, 이것이 경제성장을 가져오는 미시

재편이 이루어졌지만 이어진 중화학공업에 대한

기술자원을 축적하여 왔다. 삼성은 반도체산업에

는 점에서 공공부문에서의 기업가정신을 발현하였

그러나 당시 기업가정신의 발현과 같은 긍정적

적인 결정요인이다. 특히 삼성의 이병철 회장은 반

과잉투자는 1980년대 초 정부에 의한 산업구조조

던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가들은 이러한 제도적,

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 여러 번 부정축재

도체와 전자에서, 현대의 정주영 회장은 조선과 자

정을 초래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 시기 정부의

정책적 틀 아래에서 시장을 확대하며, 위험을 두려

를 명목으로 하는 소추로부터 이들이 자유로울 수

동차에서, 박태준 회장은 철강 분야에서 장기사업

시장 개입은 경제력집중 심화, 중화학 과잉투자,

워하지 않고 창업을 시행하며, 새로운 제품과 서비

는 없었다. 경제발전의 견인차라는 순기능에도 불

비전을 제시하고 직접 창업한 혁신자들이었다. 셋

자원배분의 심각한 왜곡 등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

스를 생산하는 데 진력함으로써 경제발전의 견인

구하고 정경유착 식 행태에 의한 뇌물공여와 이권

째, 한국경제의 고도성장기의 특징은 중소기업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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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을 도입하여 획기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했으

영’
을 내세우며 세계무대를 향한 대약진을 전개했

에 국내 기업들은 독자적인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며, CI를 개정하고, 고객만족 극대화를 전사적으

는데, 주요 목적은 M&A를 통한 해외 생산거점의

절감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도

로 추구하였다. 현대의 정세영 회장은‘기술의 현

확보였으며 주요 대상지역은 북미와 유럽이었다.

본격화하였다. 셋째, 기업들이 반도체, 정보통신

대₩세계의 현대’
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자동

국내 기업들은 M&A를 통해 부실화된 해외 생산

등 첨단산업으로 다각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산업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약 10년

차, 조선, 플랜트 등 중화학공업 부문의 기술 선진

업체를 인수함으로써 첨단기술을 도입하고 선진국

구조는 과거의 경공업 및 중화학공업 중심에서 첨

간은 그야말로 격변의 시기였다. 국내적으로는 3

화에 앞장섰으며, 정주영 명예회장은 올림픽 유치

의 수입규제를 회피하는 한편, 이들 지역에서의 매

단산업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주요 기업집단

저 호황, 민주화의 진전과 노사분규 확산, 대기업

를 계기로 소련 및 동구권 등에 대한 북방 진출을

출을 효과적으로 신장시켰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

내의 중심 기업도 과거의 무역업체나 경공업체에

에 대한 규제의 강화가 이루어졌다. 대외적으로는

추진하고 남북경제협력의 물꼬를 텄다.

이 해외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주로 현지에서 조달

서 전자업체나 정보통신업체 등으로 변경되었다.

함으로써 외채가 누증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

예컨대, 삼성그룹의 중심 기업은 삼성물산에서 삼

였다.

성전자로, LG그룹의 중심 기업은 (주)럭키에서

다. 패러다임 전환기(1988~1997)의
기업가정신
■ 최충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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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독의 통일, 소련의 붕괴, 동서 냉전 체제의 종

국내 기업들은 또한 1980년대를 지나면서 경공

식, 사회주의 국가의 시장경제 체제로의 이행 등이

업과 중화학공업에 이어 반도체, TFT LCD, 정보

진행되는 가운데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 세계무

통신 등 첨단산업으로의 진출을 본격화하여 괄목

이 시기에 기업 및 기업가들이 대내외 환경 변화

LG전자로, SK그룹의 중심 기업은 (주)선경에서

역기구의 출범으로 인해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

할만한 성과를 보였다. 특히 삼성과 LG는 1980년

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과 그 의의

SK텔레콤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넷째, 기업집단

가 도래하였다.

대 초반 반도체산업에 진출한 이후 10여년 만에 일

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와 기업 간 위

소속 기업들이 금융₩유통업에 적극 진출함으로써

급격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정부는 근

본 기업들을 물리치고 D램 분야에서 세계 정상에

상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 이전에는 정부가 산

기업집단의 사업영역이 제조업 분야에서 서비스

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등 노동관계법을 제₩개정

올랐다. 또한 1990년대 초 일본 업체들의 독무대

업을 일으키고 기업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정책

분야로 확장되었다. 물론 일부 기업집단은 건설

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증진

였던 TFT LCD 분야에 진출하여 10년도 안 되는

적, 제도적으로 기업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

₩제조업 또는 금융₩유통업에 전념하기도 했으나

시켰다. 또한 공정거래법을 수차례 개정하여 대규

단기간에 선두로 도약하였다. 이는 선택과 집중에

였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이후 정부는 경제력

대다수의 기업집단은 건설₩제조업에서 금융₩유통

모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를 본격화하였다. 아울러

의한 과감한 투자와 끊임없는 공정혁신의 결과였

집중을 억제한다는 취지하에 공정거래법 등에 의

업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 업종에 걸친 다각화를 이

국내 금융시장 및 유통시장의 개방화와 국제화를

다.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SK 등이 CDMA 기술을

거하여 체계적으로 기업을 규제하기 시작했으며,

루었다. 그 이유는 물론 정부의 개방화₩국제화 정

적극 추진하는 한편, 통신사업 구조 개편을 단행

상용화하여 우리나라를 정보통신 강국으로 만들었

정부의 기본 정책방향도 관 주도에서 시장기능 중

책에 의해 유도된 면도 있지만 기업들 스스로 대규

하고 단계적으로 통신서비스시장에 경쟁을 도입

으며, 삼성과 LG도 이에 기여하면서 세계 휴대폰

심으로 바뀌었다. 또한 기업들은 1980년대 후반

모 설비투자 및 기술개발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직

하였다.

시장의 강자로 부상하였다.

들어 정부와의 유착관계에서 한 발짝 벗어나 독자

접 조달할 필요가 있었고, 또한 고객만족경영과 고

이러한 경영환경 변화와 정책 및 제도의 변화에

한편, 금융₩유통시장의 개방화 및 국제화에 대

적인 성장전략을 적극 모색하였으며, 외부자금을

객밀착경영을 위해 유통부문을 강화할 필요성이

직면하여 기업들은 우선 대대적인 경영혁신과 사

응하여 국내 기업들은 금융업과 유통업에 적극 진

조달하는 경우에도 정부나 시중은행의 도움을 받

증대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섯째, 기업들이 해

업구조 재구축을 추진하였다. 예컨대, LG의 구자

출하였다. 이에 따라 대기업들은 기존의 산업자본

기보다는 제2금융권이나 증권시장으로부터 직접

외 진출을 본격화하면서 기업경영의 국제화 및 세

경 회장은‘21세기를 향한 경영구상’
을 발표하여

적 성격에 금융자본으로서의 특성을 가미하게 되

조달하는 비중을 늘려갔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기업

계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기업의 해외 진출은 전

제2의 창업의지를 다지는 한편,‘고객을 위한 가치

었고, 외부자금을 증권시장이나 해외기채 등을 통

간 관계가 과거의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술한 바와 같이 임금상승 등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

창조’
와‘인간존중의 경영’
이라는 새로운 경영이

해 직접 조달하게 되었다. 또한 대기업의 유통업

전환되었다. 둘째, 기업들은 독자적인 생존전략을

를 극복하고 선진국의 수입규제에 대응하여 생산

념을 선포하고, 전면적인 CI 개정을 단행하였다.

진출로 인해 국내 유통업의 근대화가 촉진되고 소

추구하는 과정에서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훨씬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이로 인해 국내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회장에 취임한 직후 21세기

비문화가 선진화되는 한편, 영세 유통업체들의 도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다. 그 결과 기업들은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이 야기되기 시작했고 또한

초일류기업을 목표로 제2의 창업을 선언하고 CI를

산과 유통부문의 버블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1980년대 후반에 전개된 국내외 상황 변화를 조기

외채가 누증되는 결과를 낳았다.

개정하였으며,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근간으로‘신

이와 함께 1990년대 들어 UR협정의 타결과

에 감지하여 자발적으로 대대적인 경영혁신을 추

마지막으로 이 시기는 외환위기와 IMF 체제의

경영’체계를 정립하여 품질 경영과 스피드 경영

WTO 체제의 출범으로 무한경쟁시대가 도래하면

진했고, 첨단산업과 금융₩유통업에 적극 진출하여

도래와 함께 막을 내렸다. 외환위기가 발생한 데에

을 실천하였다. SK의 최종현 회장 역시 SK 경영

서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더욱 활기를 띠었

사업구조를 재구축하였다. 첨단산업은 고부가가치

는 동남아시아에서의 외환위기 확산, 정부의 성급

관리체계인 SKMS를 실천하기 위한‘SUPEX 추

다. 이 시기부터 국내 기업들은 이른바‘글로벌 경

산업으로서 선진국들이 기술이전을 기피했기 때문

한 자본시장 개방 및 위기관리 능력의 미흡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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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기업들의 과도한 양적

업 할 것 없이 세계시장을 무대로 성공한 기업으로

미하는 동시에, 아무리 이상적이고 공평해 보이는

하고 이 전반적 시스템이 대단히 효과적이고 효율

확장과 차입경영도 한 요인을 제공하였다는 점은

성장하였다.

제도적, 정치적 틀을 한 나라나 사회가 설정하더라

적이었음을 이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부정할 수 없다. 당시 대내외 환경 변화를 조기에

따라서 외환위기 이후 발현된 기업가정신의 키

도 이러한 틀이 기업활동과 기업가들의 기업가정

물론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도 제도적, 정책적

감지하고 이에 민첩하게 대응한 기업들은 위기를

워드는‘글로벌 혁신가(global innovator)’
라고

신을 발휘하는 데 적합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

인 요인과 함께 기업활동과 기업가정신의 발현에

잘 극복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환

할 수 있다. 물론 외환위기 이전의 다양한 사업영

한다면 적어도 경제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대내외 경제 환경의

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채 과거의 성장전

역에서의 위험을 감수했던 모험심 측면에서는 다

는 것을 의미한다.

변화가 우리나라의 기업과 기업가들에게 기회와

략에 집착하여 단기간에 무리한 양적 확장을 시도

소 후퇴한 면이 있지만 외환위기 이후 세계시장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헌법, 법체계,

하다 결국 시장에서 좌초되고 말았다. 이로써‘큰

서의 보다 세련되어진 활동방식과 혁신의 추구는

정치, 정부 및 정부정책, 정치적 의사결정 등에 존

기업은 살아남는다’
라는 대마불사의 신화는 깨어

글로벌 혁신가로서 세계적으로도 평가받을 수 있

재하는 문제점과 모순에 대한 각종 비판에도 불구

졌고,‘큰 기업이 되기 위해 빨리 성장하는 것이

는 자격이 충분하다고 본다.

도전의 장을 제공하였음을 이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능사’
라는 믿음도 산산이 부서졌다. 또한 외환위
기는 재무구조가 부실하면 정부와의 유착관계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직 끊임없는 경영혁신과 기

3. 평가

술개발만이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가져다준다는
귀중한 교훈을 남겼다.

우리나라의 역사적 경험을 기존의 부정적 역사
인식으로 해석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논리적 모

라. 위기극복 및 재도약기(1998~2008)의
기업가정신

순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발전사를 조명하는 과정
에서 특별히 경제발전의 핵심적 견인차 역할을 한
기업, 기업가, 기업가정신이 한국의 경제발전에 미

■ 박승록

이 시기 동안에는 외환위기 이후 변화된 기업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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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영향과 그 구체적인 증거들을 보다 합리적인 방
법으로 보이려고 노력하였다.

영환경에서 경제성장, 고용 창출, 수출 증대, 산업

성공한 기업가 대부분은 그저 돈을 위한 사업이

구조의 고도화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경제적 성과

라는 이기적인 동기보다는‘사업보국’
이라는 보다

를 거두었다. 기업가정신의 발현은 신제품 개발,

큰 자기비전을 가진 사람들이었음을 이 연구를 진

공정 개선, 새로운 시장 확보, 원자재 공급처 발굴,

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다. 사회를 위한 비전

새로운 산업구조의 창조 등에서 현저하게 발휘되

과 더불어, 기업의 창업₩도약₩성장의 전 과정에서

었다. 외환위기 이후의 시기는 성장측면에서 다른

성공을 설명하는 또 다른 요소는 문제의 해결능력

시기보다 혁혁한 성과를 달성하였는데 이는 많은

과 위험을 기피하지 않고 도전하는 기업가들의 의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의 변모하는 과정에서

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기업가들의 활동

그동안 한국경제의 선진화에 기여한 기업가정신이

과 기업가정신의 발현에 대한 구체적 성과는 정부

크게 발휘되었기 때문이다. 가장 현저한 것은 글로

의 제도 및 정책 수행방식과 한 나라와 사회의 경

벌화라는 새로운 경쟁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기업

제활동 여건을 결정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의해

들은 다양한 기술혁신을 달성하고 새로운 시장을

서 결정되는 양상을 띠었다. 다시 말해 기업가정신

개척하였다는 점이다. 외환위기의 극복 과정과 새

의 성과가 문화₩관습₩정치₩법 등 제도적 요인과 정

로운 환경에 대한 대응을 통해 대기업이나 중소기

부의 정책에 의해서 제약된다는 지당한 사실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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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임금 및 노사관계에 관한 현안 분석
│대│표│연구과제│

Part 1: 고용 및 임금에 관한 현안 분석

2. 연구내용

이 밝혀졌다. 이러한 취업자 증가의 감소추세는
2005년 4월 시작한 제9경기순환기와 과거를 비교

가. 고용변화의 구조적 요인과 고용창출에
대한 시사점

할 경우 더욱 명확히 나타난다. 과거와 비교해 제9
순환기 동안 실제 취업자 증가세는 9만4천 명 감
소하였으나 구조적 요인에 의한 감소는 무려 13만

변양규

변양규 외 3인

최근 우리나라 취업자 증가세가 크게 하락한 것은 경기

인이 경기변동보다는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이다.

변동의 영향보다는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었

특히 이러한 하락세는 최근에는 경기가 회복하는

본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 노동시장과 관련된 논의의 핵심인 고용 및 임금에 관한

다. 특히 2005~2007년 경기확장기에 발생한 취업자

경기확장기에도 관찰되고 있다. 추정 결과를 보면

분석을 하였다. 우선 고용창출력 제고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 고용의 장기추세를

증가세 둔화는 대부분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이었다. 따

제9순환기 시작인 2005년 4월부터 정점인 2008

파악하였고 생산성 대비 임금수준도 분석하였다. 또한 최근 새로운 쟁점으로 떠

라서 고용사정 개선을 위해서는 경기부양책보다는 노동

년 1월 사이 취업자 증가세가 8만8천 명 감소한 데

오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차별의 규모를 추정하였고, 일자리 나누기의

시장의 제도 개선과 같은 근본적 개혁이 절실하다.

반해 구조적 요인에 의한 감소세는 무려 두 배에

성공을 위한 요건도 파악하였다.

가까운 17만7천 명을 기록하여 최근 구조적 요인
경기회복과 함께 고용사정 개선에 대한 기대가
확대되고 있으나 실제 고용사정은 국내총생산의 회

1. 연구배경 및 목적

28

5천 명에 달해 우리나라 고용사정 악화의 주요 원

에 의한 고용사정 악화는 경기회복과는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복에 비해 저조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고용

이처럼 경기가 회복하는 확장기에도 고용사정이

없는 회복(jobless recovery)’
에 대한 우려가 점차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은 단순히 경기부양책만을

커지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2000

써서는 현재 우리나라 고용사정을 개선할 수 없음

교하여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년 이후 이미 발생했으며 이는 우리나라 고용 증가

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여력을

자 한다.

의 장기추세가 이미 하락한 것임을 보여준다고 한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고용계약제도를

최근 우리나라 노동시장과 관련된 논의의 핵심

한편 비정규직보호법의 개정 논의와 더불어 비

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최근의 저조한 고용성장은

도입하고 질 좋은 단시간근로제를 확대하는 정책

은 고용과 임금이다. 이는 최근 우리나라 고용창출

정규직보호법의 핵심인 차별 시정의 정당성에 대

단기적 현상일 뿐이며, 따라서 곧 장기적 성장추세

과 같이 보다 많은 노동력을 노동시장으로 불러내

력 저하와 함께‘고용 없는 성장’
에 대한 우려가

해서도 논의를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로 회복될 것이란 추측도 있다. 본 연구는‘고용 없

는 노동시장의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

커지는 점을 반영한 것이며, 또한 고용창출을 저해

세부 근로형태별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중 차별

는 회복’
이라는 우려가 타당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하는 요소 중 생산성 대비 임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에 기인한 부분을 추정하였다.

위해 우리나라 고용의 장기 시계열을 이용하여 취

나. 노동생산성 및 임금수준의 국제비교

지적에 기인한다. 한편 비정규직보호법의 개정이

마지막으로 이번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업자 증감 중에서 경기변동의 영향 및 계절적 요인,

다시 핵심 논제로 등장하고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나누기

인구 규모의 영향 등을 제거하고 구조적 변화에 의

찬반 논의 역시 많은 이들의 관심사가 되었다. 본

의 의의를 살펴보고 성공적 시행을 위한 조건을 살

한 부분을 추정하고 최근 취업자 증가세의 둔화가

우리나라 3차산업의 고용탄력성은 제조업의 두 배 이상

연구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고용 및 임금에 관한

펴봄으로써 앞으로 일자리 나누기의 진행방향에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하였다.

으로 고용창출의 원천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생산성 대

현안들을 분석하였다.

대한 조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박승록

추정 결과에 의하면 1990년대에서 2000년대로

비 임금수준은 세계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

본 연구는 우선 우리나라 고용의 장기 추세를

넘어가면서 우리나라 취업자 증가세는 약 9만2천

창출을 위해서 경제성장률 제고가 필요하지만 경제성장

추정하여 고용창출력 저하의 배경을 규명하고 최

명 감소하였는데 반해 구조적 요인에 의한 감소는

률 제고 없이도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을 제외한

근 추세의 특징을 파악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10만9천 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0

나머지 서비스업의 비중 확대로 고용창출이 가능한 것으

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 노동투입의 특징을

년대에 들어서면서 하락한 취업자 증가세의 대부

로 나타났다.

분석하고 생산성 대비 임금수준을 다른 나라와 비

분이 경기변동보다는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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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잠재력 또는 국

기타 서비스업와 사업서비스업은 오히려 노동집약

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에 따라

가경쟁력 차원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노동투입과

도가 증가함으로써 노동집약 효과에 의해 고용이

임금격차가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파악될 것

관련하여 노동투입에서의 특성인 노동시간, 고급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금융보험업,

이며, 개별 근로형태별로 그리 큰 임금격차가 존재

기술인력, 자영업자의 비중, 노동력의 사용자 비용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정보통신업의 경우에는 전

하지 않는다면 차별 시정에 초점을 맞추는 비정규

현재 진행 중인 일자리 나누기는 정책적 이니셔티브라는

으로서 피용자의 1인당 임금수준, 근로시간당 임

산업에서 해당 산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산업성장

직 정책의 방향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측면에서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구조조정을

금수준 및 임금상승률, 노동투입의 성과 측면에서

효과에 의해 고용이 증대하고 있다.

허재준(한국노동연구원)

먼저 비정규직의 정규직에 대한 상대임금을 보

지연시킬 가능성 역시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자

노동생산성,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 노동분배율 등

종합해 보면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경제성장률을

면, 시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정규

리 나누기가 장기적으로 기업의 생산성 내지는 이윤 증

다양한 지표를 이용하여 한국과 주요 선진국의 산

다시 끌어올려야 한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이 높아

직 임금의 60% 정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격차는

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고정노동비용의 절

업별 차이를 비교하였다.

지지 않는 경우라도 교육서비스업, 기타 서비스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짧은 것에 기인한

감과 고용관행 및 인사제도 개혁의 기회로 활용되어야

우리나라는 취업자 총 근로시간 중 대졸자의 비

과 사업서비스업 등 일부 서비스업의 노동집약도

다. 근로시간을 통제한 시간당 임금의 상대임금을

할 것이다.

중이 세계 최고수준이며, 연간 총 근로시간 역시

상승과 금융보험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정보통

살펴보면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70% 수준이다. 즉,

세계 최고수준이다. 반면 15~29세 노동력의 비중

신업의 비중 확대를 통해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으

근로시간만 통제하더라도 임금격차는 10%포인트

은 급격히 하락하고 있으며 전체 취업자 가운데 여

로 보인다.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29.7%에 그치고 있는
데 이는 일본 34%, 미국 41.5%, 독일 45.9%, 이탈
리아 40.7%, 영국 44.6%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

다. 세부 근로형태별 임금격차 연구: 패널자료
분석

준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생산성 대비 임금수준을
국제비교하고 고용변화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전

남재량(한국노동연구원)

일자리 나누기는 정치적으로나 정책 비판자에게
매력적인 주제가 아닐 수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편 각각의 근로형태에 해당하는 근로자와 정

일자리 나누기 운동에 대해 엄밀한 통계적 분석을

규직 근로자의 임금방정식을 추정하는 형태로 임

할 수 있는 자료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험

금격차를 추정하면 임금격차의 크기는 크게 감소

적 판단과 사례들에 기초해서 현재 정부의 적극적

하여 최대 5% 수준이다. 즉, 각 근로형태별 비정규

인 의지로 추진 중인 일자리 나누기의 의의를 살펴

직 임금의 정규직 임금에 대한 상대임금이 95% 이

보고 성공을 위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산업 기준 한국의 1인당 부가가치 대비 1인당 임금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세부 근로형

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형태별 비정규직

성공적인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조건을 제시함으

비율은 0.76으로서 비교대상 18개국 가운데 가장

태별로 추정한 결과 시간당 임금의 차이는 대부분 인적

임금격차의 대부분은 인적자본이나 인적 특성 또

로써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앞으로

높은 수준이며, 3차산업 역시 0.79로서 세계 최고

자본이나 인적 특성 또는 산업이나 직업 특성 등에 기인

는 산업이나 직업 특성 등에 기인하며, 순수하게

의 진행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차산업의 노동생

하며 순수하게 근로형태의 차이에 기인하는 차별은 존재

근로형태의 차이에 기인하는 임금격차는 그 최대

이번 금융위기 동안 정부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

산성 대비 임금수준은 0.57로 비교적 낮았으며,

하지 않는다. 따라서 차별 시정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현

치로 보더라도 5% 미만임을 의미한다. 패널분석을

하다는 판단에 입각하여 과감한 팽창적 재정지출

이는 비교적 높은 제조업 경쟁력을 반영하는 결과

비정규직보호법의 방향을 수정되어야 한다.

사용하여 미관측 이질성을 추가로 통제할 경우에

을 실시했다. 일자리 나누기의 대표적 보조수단인

는 임금격차가 더 줄어 대부분의 경우 ±2% 이내

고용유지 지원금도 단기적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우리나라 비정규직보호법은 기간제, 단시간 및

로 감소한다. 즉, 세부 근로형태별 비정규직 임금

형태를 가리지 않고 지원금 수준을 높여 대규모로

한편 3차산업의 고용 증대는 주로 경제성장 효

파견직이라는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

중 차별에 해당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없다는 것

지원했다. 이러한 정책적 이니셔티브가 바로 이번

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규모가

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월평균

을 의미한다.

일자리 나누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

커지면서 고용도 함께 발생하는 형태이다. 하지만

임금에서 나타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결론적으로 임금의 차별 시정을 지나치게 강조

이다. 또한 고용유지 지원금은 기간제한이 있고 임

서비스업을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경제

격차의 많은 부분이 차별적 처우에 의한 것으로 보

하는 형태의 현재 비정규직 정책방향은 수정되어

금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지원금에만 의존해

성장 효과에 의해 고용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는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정규직 대비

야 할 것이다. 즉, 기업으로 하여금 근로형태에 따

구조조정을 미룰 수 있는 가능성이 적다고 볼 수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을 제외한 나머지 서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을 분석하여 차이가 아닌 차

른 차별을 시정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현재 비정

있다. 따라서 기업 경영실적이 현저히 악화되는 한

비스업의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기가스

별에 의한 임금격차의 규모를 추정하고자 한다. 특

규직보호법은 오히려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

계기업에서는 일자리 나누기가 가능하지 않다. 그

및 수도사업, 부동산 및 임대업, 공공행정 국방 및

히 비정규직 전체가 아니라 구체적인 개별 근로형

로 작용할 뿐 의도한 정책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

러므로 일자리 나누기가 구조조정을 지연시킨다는

사회보장,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태별로 과연 어느 정도의 임금격차가 존재하는지

이다.

비판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다. 그러나 일본의 0.54 및 미국의 0.53에 비하
면 다소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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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

지는 이윤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취업자 증가세의 장기 추이를 분석한 연구에서

사후적으로 판단될 문제이지만 이번 일자리 나누

2005년 이후 경기가 회복됨에도 불구하고 장기추

기가 고정노동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세가 하락한 점을 지적한 것은 이제는 경기가 회복

고용관행과 인사제도 개혁의 기회로 활용된다면

됨에 따라 고용도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

시장상황이 호전될 때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

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 임금 및 노사관계에 관한 현안 분석
Part 2: 정상적 노사관계의 정립을 위한 제도적 모색
│대│표│연구과제│

일자리 나누기가 장기적으로 기업의 생산성 내

조준모(성균관대) 외 3인

이다. 현재 우리 경제는 예상외의 빠른 회복세를

이 연구는 경기부양책보다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보이고 있다. 또한 일자리 나누기 동참 분위기의

개혁이 고용창출에 효과적임을 지적하였다는 점에

확산으로 조정비용이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일자

도 그 의의가 있다. 한편 생산성 대비 임금수준을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지적되고 있다. 이

리 나누기가 장₩단기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은 충분

분석한 연구에서는 고용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의

런 지적에 따라 본 연구는 노사관계 정상화를 통해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 수

하다고 판단된다.

중요성을 지적함과 동시에 비록 경제성장이 저조

있다는 관점에서 복수노조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및 파업 시 대체근로

그러나 여러 연구 결과에서 밝혀진 것처럼 일자

하더라도 교육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과 사업서비

허용의 문제를 분석하였다.

리 나누기의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은 여전히

스업 등 일부 서비스업의 노동집약도 상승과 금융

클 것이며, 기업의 활발한 경영활동을 보장하고 신

보험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정보통신업의 비중

규 노동시장 진입자의 구직기회도 높인다는 측면

확대를 통해 고용창출이 가능함을 지적한 것은 높

에서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성공적인

게 평가될 수 있다.

고용유지 지원금’
보다는 일시적 유동성 제약을 덜

한편 본 연구는 시의성이 강한 비정규직보호법

어줌으로써 기업이 도산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수

및 일자리 나누기에 대해서도 정책적 조언을 제시

익성 좋은 기업으로 자생할 수 있게 만드는 정책,

하였다. 비정규직보호법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차

즉‘성공적인 유동성 공급’정책의 고용유지 효과

별 시정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가 클 수 있다는 점은 일자리 나누기를 시행하는

임금 중 차별에 의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근래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시장 경직성에 대한

라는 공통된 의견에 근거하여 노사관계 정상화를

데 있어 고려해야 할 점이다.

않음을 보였다. 이는 차별 시정이라는 정책 목표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 문제는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복수노

명분이 부족함을 지적한 것이며, 비정규직보호법

1998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중요한 경제개

조의 허용 문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

의 정책방향을 새롭게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

혁 과제로 꾸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또한 IMF,

및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의 문제를 중심으로 우리

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 시행으로 일자리 나누기가

OECD, World Bank 등 국제경제기구들은 한국경

나라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실증적 자료 및 정책

확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일자리 나누기의 의의

제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경직적인

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와 성공적 시행을 위한 조건을 제시한 연구는 시의

노동시장을 공통적으로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해

성이 높은 연구로 평가된다.

결방안으로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권고하고 있

3. 평가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동시장과 관련하여 최근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른 고용 및 임금에 관한 주제

1. 연구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정상화가 노동
시장 유연성 확보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이

다. 이러한 노동시장 경직성 문제는 80년대 후반

2. 연구내용

부터 활발한 노동운동이,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과도한 노동운동으로 발전하면서, 기존의 법제도
적 경직요인은 물론 집단적 노사관계를 통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경직요인 등이 복잡하게 얽히면
서 심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즉, 비정상적인 노사
관계 역시 노동시장 경직성의 주요 요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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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인 대기업₩정규직₩유노조 부문의 유연화가 최우선시

금도 적지 않은 유연성을 보이고 있는 중소기업의

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1997년 노동조합

복수노조 허용과 함께 최근 노사관계 정상화를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나치게 강조된 노동조합의 교

고용시장을 더욱 유연하게 하고, 단체협약을 통한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제정하면서 복수노조의 설립

위한 논의의 쟁점이 되고 있는 부문은 노조전임자

섭력을 정상적인 수준으로 되돌려야 하며, 이를 위한 구

경직성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의 고용시장은 여

을 금지하고 있던 구 노동조합법 제3조 제5호를 삭

의 급여지원에 관한 것이다. 노조전임자의 현황에

체적 정책으로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노조전임자

전히 경직적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제함으로써 복수노조의 설립을 원칙적으로 허용하

대해 우선 살펴보면 우리나라 노조전임자의 규모

대기업₩정규직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저하시키

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현실적, 정치적 이유로

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비대함을 알 수 있다.

기 위해 현행 집단적 노사관계법제 중 단체교섭이

13년 간 유예되어 왔다. 하지만 더 이상 유예할 명

완전전임을 기준으로 노조전임자 1인당 조합원 수

그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화 논의는 단순

나 파업 시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높이는 기능을 하

분도 없고,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으며 노사관계 정

는 우리나라의 경우 122~150명에 불과하다. 이는

히 해고관련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등 노동시장

고 있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파업

상화를 위해서도 복수노조 허용의 유예는 바람직

일본 500~600명, 미국 800~1,000명, 유럽 국가

전체의 문제로 전개되어 왔으나, 우리나라의 노동

시 대체근로 금지를 철폐하고 노조전임자 급여지

하지 않다. 특히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수차례

1,500명 이상에 비해 우리나라 노조전임자의 규모

시장 유연화 정책은 가장 경직적인 부분의 유연화

원을 금지하여야 하며, 유니언숍과 같은 노조조직

권고사항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향후 FTA

가 지나치게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 시급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대기업₩정규직

강제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또한 파업조합운영

를 비롯한 통상협상에서 주요 이슈가 될 뿐만 아니

또한 우리나라 노조전임자에 관련된 실증분석

₩유노조 부문은 노동이동률이 가장 낮으며, 고용

의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절차적 규제 강화, 노

라 당장 내년 G20 정상회담을 주관하는 의장국의

에서도 노조전임자의 부정적인 영향이 밝혀졌다.

조정의 경직성이 가장 높고, 임금체계는 호봉제 내

동조합 재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방안 등을 마련할

위상을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다.

우선 국내 사업 중 이른바 주력 기간산업에 해당

지 연공급구조가 확고하여 임금과 생산성과의 괴

필요가 있다.

급여지원을 금지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 노동시
장에서 경직성이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대기업

나. 복수노조 허용에 관한 현안 분석

₩유노조₩정규직 부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
기업₩정규직₩유노조 부문의 경직성은 노동조합을

박성준

되는 오래된 사업과 대기업에서 노조전임자 존재

다는 복수노조 허용 시 야기될 수 있는 혼란을 어

가능성이 높고, 전임자 수도 많은 것으로 분석되

떻게 하면 최소화할 것인가이다. 따라서 노사는 소

었다. 또한 노조전임자가 있는 사업장, 그리고 전

아적인 입장에서 복수노조 허용을 반대만 할 것이

임자 수가 많을수록 노사관계는 대립적인 것으로

아니라 복수노조는 예정대로, 법의 시한에 따라 진

분석되었다. 예를 들어 노조전임자가 있는 사업장

통한 중층적인 고용보호를 통해 더욱 심화₩유지되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된 논의의 핵심은 허용 여부보다는

행케 하고 대신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정부의 교섭

일수록 파업의 발생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고, 노사관계도 대립적 구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

복수노조 허용 시 야기될 것으로 보이는 혼란을 어떻게

창구 단일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의 중지를 모아

특히 중공업에서 파업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대기업₩정규직₩유노조 부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는가이다. 따라서 노사는 복수노조

야 한다.

나타났다.

문의 유연화가 우리나라 노동시장 유연화의 최우

허용 여부를 놓고 다투는 근시안적 입장에서 벗어나 교섭

선 과제이며 대기업₩정규직₩유노조 부분의 유연화

창구 단일화 방안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를 통해 노동시장에서 시장기능을 회복시키고 이
를 통해 노동시장과 경제 전체의 자원배분 효율성
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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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와 관련된 문제의 핵심은 허용 여부보

현상이나 실증분석에서도 노조전임자와 관련한

다.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실태와 관련 법제
도 정상화 방안

급변하는 세계경제 속에서 우리 경제가 선진국
대열에 끼기 위해서는 노사관계의 선진화가 이루

부정적인 점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급여지원을
바탕으로 노조활동의 안정적 지속을 위해 전임자
들은 더욱 정치적, 포퓰리즘적 활동으로 치달을 가

조준모(성균관대)₩이상희(한국산업기술대)₩
이인재(인천대)

능성이 있기 때문에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관행을

대기업₩정규직₩유노조 부문의 경직성 해소가 우

어져야 한다. 즉, 노사관계는 자율성과 책임이 조

리나라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핵심이라면 구체

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법과

우리나라의 노조전임자는 그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지나

적인 정책수단은 대기업₩정규직 노동조합의 교섭

원칙에 따라 정립되어야 한다. 이 같은 노사관계

치게 크며 또한 파업 발생확률을 높여 노사관계에 부정

한편 최근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된 복수노조

력을 저하시키는 것이라 하겠다. 특히 대기업₩정

선진화 과정에서 최근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이 바로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노조전임

전임자 급여지원 제도 관련 공익위원안은 상한선

규직₩유노조 부문의 경직성 해결방법은 해고법제

복수노조 허용에 관한 논의이다. 본 연구는 복수노

자 급여지원이 지속될 경우 노조활동의 안정적 지속을

도입, 처벌 규정의 도입 등 보완적인 조치가 강구

등 개별적 근로관계법보다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조 허용과 관련하여 주요 쟁점을 파악하고 논의의

위해 노조활동이 더욱 정치적, 포퓰리즘적 활동으로 치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수용하기 어려울 것

탈규제가 효과적이며 이들 정책이 우선 추진되어

바람직한 진행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달을 가능성마저 있다. 따라서 노조전임자 급여지원은

으로 보인다. 이는 주요 선진사례에 비해 예외적으

중단되어야 한다.

로 허용되는 타임오프의 범위 내지 내용이 너무 광

야 할 것이다. 이는 해고관련법제 유연화는 유연화

복수노조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노동3권의 하

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할 가능성이 있어서 특히 지

나인 단결권 보장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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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또한 현행법에서 이미 단체교섭 등 필요한

다란 손실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관한 연구 역시 실증분석의 결과를 인용해서 대

활동에 대한 근로의무 면제가 허용되고 있으므로

한편 현행법과 같이 대체근로를 포괄적, 일반적

문제를 다룬 연구는 사업체 패널자료를 이용해

체근로 금지는 노사 간 갈등을 줄인다는 근본취

이를 활용하거나, 타임오프제가 꼭 필요하다면 보

으로 금지하는 법 규정을 둔 주요 선진국의 입법례

노조전임자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점을 실증

지와는 달리 파업기간 단축 효과가 없음을 지적

완하는 수준에 그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파업기간 중에도

적으로 분석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조

한 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노사 간 교섭력 균형

사측의 재산권 내지 영업권에 기초한 사업계속의

전임자 임금지급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점

회복 차원에서 문제에 접근한 점도 다른 연구와

자유는 파업권에 의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

에 그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체근로 허용에

차별되는 부분이다.

라. 파업 시 대체근로 금지 실태와 관련 법제
도 정상화 방안

히 보장된다는 것이 보편적 법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체근로 금지 규정 개선은 한편으로는

조준모(성균관대)₩이상희(한국산업기술대)

글로벌 기준 내지 관행 부합 차원에서, 한편에서는

대체근로 금지 규정은 노사 간 갈등을 줄인다는 근본취

우리 산업현장에서 노사 간 교섭력 균형회복 차원

지와는 달리 파업기간을 줄이지 못하며 파업 발생확률

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파업 시 대체근로의 허용은

역시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경제 전체적으로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대립적 노사관계에서는 노

고용 및 고용증가율을 급격히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 간의 건강하고 합리적인 교섭이 가능토록 하는

따라서 노사 간 합리적인 교섭이 가능하도록 파업 시 대

여건 조성 기반을 제공할 수 있고, 특히 정부가 개

체근로를 허용하여 기업의 건강하고 효율적인 교섭력 보

입하지 않는 노사 간의 대결 상황에서 노사 간 교

강이 필요하다.

섭력의 균형점에서 스스로 이해득실을 계산하여
합일점을 찾는 관행의 수립을 도울 것이다. 따라서

대체근로 금지 규정은 1953년 노동법 제정 시

대체근로 허용을 통해 기업의 건강하고 효율적인

도입되었으나 전혀 문제되지 않다가, 1987년 이후

교섭력 보강이 필요하며 노사 간 교섭력 불균형을

노동법적 권리가 정상화되어 합법적 파업이 가능

시정해야 할 것이다.

해지고, 파업 시 정부 공권력에 의존하여 왔던 기
업의 대응력이 부족해지자 비로소 그 개선의 필요
성이 제기되었다. 파업 시 대체근로 금지 규정은

3. 평가

주력 수출산업의 경우 해외거래선 유지를 위해, 중

36

소기업의 경우 원청회사와 거래선 유지를 위해 파

본 연구의 의의는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을 저해

업 중 임금지급 등 비싼 대가를 치르도록 작용하여

하는 요소로 지적되어 온 노사관계 문제를 종합적

왔다. 또한 실증분석에 의하면 대체근로 금지는 노

시각에서 다루었다는 데 있다. 특히 이런 논의의

사 간 갈등을 줄인다는 근본취지와는 달리 파업기

핵심인 복수노조 허용 문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간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

문제 및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의 문제를 노사관계

으며, 파업 발생확률 역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

정상화를 통한 노동시장 유연화 측면에서 다루었

났다. 한편 대체근로 금지 입법은 평균적으로 고용

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을 낮추거나 고용증가율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것

복수노조 허용 문제를 다룬 연구는 국가경쟁력

으로 실증되어, 결론적으로 이 제도가 협상비용을

차원에서 복수노조 허용 여부를 놓고 논쟁하는

높여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

것보다는 복수노조 허용 시 야기될 혼란을 최소

라 노조 측에는 지대를 안겨주기 때문에 기업에 커

화하는 방안 모색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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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연구과제│

수₩위탁 기업 간 납품가격 결정의 문제점과 과제

본 보고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납품가격 결

분석 결과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구조의 실태, 수₩위탁 기업의 경영성과를 실증

로 비용변동에 대한 각국의 조정방식을 검토한 결

적으로 분석하고 납품단가와 관련된 법리적인 쟁

과, 원자재 가격변동은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것으

점을 법경제학적인 측면에서 검토함으로써 정책적

로 나타났다. 미국과 일본은 노동비 변동의 대부분

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은 수탁 기업이 흡수하도록 하고 재협상 대상이 아
니며, 재료비 상승은 위탁 기업이 흡수하는 것이

이병기 외 2인

일반적이다. 그러나 흡수하는 정도는 양측의 교섭

2. 연구내용

격조정에 반영된다. 둘째로 미국과 일본은 납품단

이 연구는 수₩위탁 기업 간 납품단가 결정 문제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과 함께 법경
제학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납품가격 결
정구조의 실태, 수₩위탁 기업의 경영성과의 실증적 분석 및 납품단가와 관련된 법

력 및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가

가. 수₩위탁 기업의 거래관계와 납품가격
결정구조

리적인 쟁점을 법경제학적인 측면에서 검토함으로써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가 결정에 대해 정부의 불개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
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높은 수준의 정부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사적 계약에 대한 불간섭

이병기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은 납품가격의 결정방

이 연구는 조립 대기업과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

식에 대해 일본의 수₩위탁 거래 주무부처인 공정

간의 하도급 거래관계, 즉 수₩위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

거래위원회는 민간기업 간 문제이기 때문에 불개

는 납품단가의 결정에 있어서 비용변동 시 이를 누가 분

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하청법에서는 거래

담하는가 하는 문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대금 지급기간이 60일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
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하도급법 등 납품단가의 결

논란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 세계시장에 노출된 조

이 연구는 주인-대리인 모델을 적용하여 거래

립 대기업은 자동차산업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계

기업 간 수직관계를 모델화하고 자동차산업을 중

최근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 중 조립산업의 비중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쟁

심으로 위탁 기업과 수탁 기업 간의 위험공유 문제

수₩위탁 기업 간 비용변동 분담 분석 결과는 다

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 중 자동차, 조선, 전자 등

에서 이기기 위해 생산성 향상 및 원가절감을 위해

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우선 우리나라 수₩위탁

음과 같다. 수탁 기업의 비용변동이 커지면, 위험

은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을 판가름하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 같은 경쟁력 향상 및 원

거래구조의 현황과 특징을 경제학의 관점에서 검

공유 파라미터는 커진다. 실증분석에 포함된 위탁

업종이고, 이들은 바로 수많은 중소 부품업체를 기

가절감 노력은 단지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

토하였다. 특히 거래비용이론과 이중구조론 및 위

기업은 부품생산 수탁 기업의 비용불확실성이 커

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립 대기업과 부품 공급

라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험공유론에서 논의하는 수직적 거래관계의 특징을

지는 경우 보다 많은 위험을 흡수한다는 것을 보여

업자로서 중소기업의 거래관계에 대한 심층적인

일이다.

분석하였다. 또한 수직적 거래구조의 차이가 납품

준다. 특정산업에 대한 사업집중도는 통계적으로

최근 원자재가격 앙등을 계기로 수₩위탁 기업

단가 결정에 있어서 국가 간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

매우 유의한 음의 추정계수를 나타내어 자동차산

최근 수₩위탁 기업 간 거래관계는 자체생산에서

간 납품단가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납품단

지, 또한 납품단가 인하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기

업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면서 위탁 기업의 위험

아웃소싱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경제활동의

가 연동제는 대₩중소기업 간 사적 계약에 따라 계

존의 논의를 간단히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수탁 기

공유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술능력을

글로벌화 진전으로 부품의 글로벌 소싱이 급격히

약을 체결한 후 하도급 계약기간 중에 납품단가 변

업의 비용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러한 위험을

나타내는 변수인 연구개발 비율 변수와 엔지니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같은 부품조달체계의

경사유가 발생될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납품단

수₩위탁 기업이 어떻게 분담하는지를 자동차산업

비율 변수는 일부 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변화는 조립업체가 세계적인 경쟁에 직면한 상황

가를 원부자재 가격 변동비율 만큼 조정해 중소기

을 대상으로 간단한 모델을 사용하여 실증분석하

추정계수를 나타내고 있어 기술적으로 높은 수준

에서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당연한 대응이다. 우리나

업에게 전가되는 고통을 대기업과 분담하는 것을

였다. 이 같은 분석은 조립산업에서 납품단가를 둘

인 수탁 기업과 위험을 공유한다는 가설은 한계적

라 산업구조는 수₩위탁 기업 간 상호의존도가 높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납품단가 협의의무

러싼 논쟁의 중요한 실증적인 근거를 제공하여 줄

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은 편이지만, 수₩위탁 기업 간 납품단가를 둘러싼

제를 통해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것으로 보인다.

1. 연구배경과 목적

분석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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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시사점을 주고 있다. 우선 수₩위탁 거래구조는

력 중소기업, 일반 중소기업 간의 수익성, 안정성, 활동

의 정책 마련 및 객관적 연구 축적의 기초를 제공

저임금 납품조달이나 경기 완충장치이기보다는 위

성, 그리고 결제대금 회수 및 상환기간에 대한 다각적인

할 것으로 기대한다.

험을 공유하는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이다. 위탁 기

분석을 시도하였다.

업이 수₩위탁 거래관계를 단지 저임금이나 경기
완충장치로만 이용한다면 위탁 기업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제조업이 전체

안정적인 발주를 할 수 없으며, 수탁 기업의 입장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이 중 자동차, 조

과 상생법상의 행정적₩형벌적 접근은 계약의 본질
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사법적 접근을 통한 통제로

다. 수₩위탁 기업 간 납품단가 문제의 법리적
쟁점과 정책적 대안

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사법적 접근을 통한 통제
란 수₩위탁 기업 간 계약관계의 특수성, 즉 일반
계약과는 달리 당사자 간의 지속적 관계유지의 중

신석훈

에서도 장기적으로 위탁 기업과 장기적인 거래관

선, 전자기계 등의 산업은 많은 부분을 외주 부품

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

기업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업종에 있어

이 연구는 현재 수₩위탁 기업 간의 납품단가와 관련하여

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납품단가 부당감액(후

라서 경기 완충장치 역할로만 국한하는 이중구조

수₩위탁 기업의 협력이 기업경쟁력에 중요한 요소

사회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납품단가 부당감액(후려

려치기) 방지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서면계약 문화

론의 해석은 위탁 기업과 수탁 기업의 거래관계를

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들 기업 간 관계에 대한

치기)」
와「납품단가 연동제」
의 법리적 구조와 쟁점을 법

의 정착을 전제로 계약 파기로 인해 발생하는 수탁

경제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

부정적인 시각이 더 크게 부각되어 온 점이 적지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며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자의 기대이익 손실을 배상해 주는 손해배상제도

다. 둘째로 납품단가를 원부자재 가격변동 비율만

많다. 그러나 그 동안 수₩위탁 기업의 명단과 미시

있다.

를 설계하는 것이다. 다만 표준계약서의 의무적 사

큼 조정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는 민간기업 간 자율

적 자료 획득의 어려움으로 이 분야에 대한 실증분

적인 위험공유 체제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석에 한계가 있었다.

요성을 인식하며 민법상의 기본 법리를 수정₩보완

용은 계약의 다양성을 훼손한다는 측면에서 바람
본 연구에서는 납품단가와 관련된 갈등은 수₩위

직하지 않으며,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이나 일본의 경우에도 재료비 상승은 위탁 기업이

외주 부품기업의 비중이 큰 조선, 자동차, 전기

탁 기업 간의 사적‘계약관계’
에서 촉발된 것임에

의 도입은 우리나라 사법체계 전체와의 정합성이

흡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흡수하는 정도는 양

전자 산업을 대상으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위

도 불구하고 그 해결책을 계약법적 관점이 아닌 행

요구되는 부분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전제되어야만

측의 교섭력 및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에서 기업 간

탁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 일반 중소기업 간의 수

정 규제적 관점에서 주로 접근하고 있는 현행 하도

한다. 셋째, 납품단가 연동제는 민법상 사정변경원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가격조정에 반영된

익성, 안정성, 활동성, 그리고 결제대금 회수 및 상

급법과 납품단가 연동제 논쟁의 한계를 계약의 법

칙의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

다. 셋째로 정확한 원가데이터에 근거한 납품단가

환기간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

경제학적 접근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수

은 최근 민법상 사정변경원칙을 민법에 입법화하

조정이 필요하다. 도요타는 1차 수탁 기업의 원가

과 납품단가로 보다 직접적으로 결정되는 매출 총

₩위탁 기업 간의 납품단가 문제의 논의의 장(場)을

는 것과 관련된 민법학계에서 논의를 바탕으로 이

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납품단가를 조정하고 있

이익률은 자동차를 제외하고 협력 중소기업뿐만

행정법 영역(경쟁법)이 아닌 사법(민법)의 영역으

루어져야만 한다. 그래야만 납품단가 연동제의 대

다. 주요 부품에 대해 정확한 원가데이터를 DB화

아니라 일반 중소기업이 위탁 대기업보다 높은 것

로 옮길 것을 제안하며, 여기서 수₩위탁 기업 간의

안으로 최근 입법화된 하도급법상의‘납품단가 조

하여 납품단가를 결정한다. 넷째로 부품생산 수탁

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동차산업의 경우에는 주된

계약구조가 일반적인 계약에 비해 어떠한 특수성

정협의 의무제’
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지금

중소기업의 대형화₩전문화₩개방화가 더욱 진전될

영업활동의 결과인 영업이익과 관련하여 협력 중

을 가지는지를 고려하며 경쟁법이 아닌 민사특별

의 상황에서는‘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가거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부품생산 수탁 중소기업의

소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위탁 대기업보다

법적인 관점에서 논의해야 함을 강조하고 대안을

래 당사자들의 계약수정권과 재협상의무를 규정하

대형화₩전문화는 부품업체의 교섭력 강화를 의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탁 대기업의 경영성

모색하고 있다.

고 있는 것인지, 이것의 법적 성질 및 효력은 무엇

한다. 부품업체의 대형화₩전문화를 통해서 부품생

과가 협력관계 기업들과 비교하여 월등히 경영성

보고서에서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수₩위

인지 등에 관한 내용이 불투명하여 불필요한 논쟁

산 기업의 기술개발 능력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과가 높을 것이라는 예측을 어렵게 한다. 이와 함

탁 기업 간의 위험분담을 포함한 수₩위탁 기업 간

을 계속 야기하게 될 것이다. 넷째, 납품단가 연동

이를 바탕으로 한 협상력의 증대가 필요하다.

께 협력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결제기간이 대기업

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본질 및 해결책을 행정

제와 관련된‘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뿐만 아

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분석되어 이에

법이 아닌 계약법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니라 수₩위탁 기업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

대한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수₩위탁 기업 간 분쟁의 핵심은 민법상 계약관계

쟁의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수₩위

하도급 구조 개선과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에서 문제되고 있는‘강요의 법리’
와‘사정변경의

탁 기업 간 관계의 본질이 계약이므로 법원을 통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

원칙’
과 관련되어 있음을 밝히고 이를 전제로 올

분쟁해결이 원칙이나 수₩위탁 기업 간의 계약적

외주 부품기업의 비중이 큰 조선, 자동차, 전기전자산업

구는 수₩위탁 기업 간의 구체적인 재무비율을 이

바른 제도 설계를 위한 다음과 같은 논리적 접근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인 대안적 분쟁해

을 대상으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위탁 대기업, 협

용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함으로써 향후 관련 분야

및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결제도(ADR)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현

나. 수₩위탁 기업의 납품단가와 경영성과 분석
강선민(중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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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에도 다양한 조정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조

이루어진다면 수₩위탁 기업 간의 납품단가와 관련

정은 당사자를 최종적으로 구속하지 않으므로 형

된 논의는 지금과는 많이 달라질 것이고, 본 연구

식적인 절차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조정의

에서는 이러한 논의의 흐름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평가와 시사점
│대│표│연구과제│

협상적 측면과 중재의 최종적 구속력 측면을 적절
히 조합한 형태인 조정₩중재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이 제도는 다른 대안적 분쟁해결 방법들

3. 평가
조경엽

중 당사자들이 가장 유연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주고, 조정과 중재를 동시에 활용할 수

이 연구는 수₩위탁 기업 간 거래관계에 있어서 발

있으므로 시간과 비용 면에서 가장 효율적이며, 분

생하는 납품단가 결정의 문제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정부가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0.72~2.12%에 달하는 GDP 손실을

쟁 당사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수 있는

수₩위탁 거래 수직구조의 현황과 특징을 거래비용

야기할 전망이다. 신기술 도입은 GDP 손실을 크게 완화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유인구조를 만들어 주고, 분쟁 과정에서 상호 간

이론과 이중구조론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미국₩일

경제성장을 견인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동태적인 관점에서 GDP 손실을 최소화

적대적 관계가 아닌 보다 융화적인 관계가 유지될

본₩한국의 납품단가 결정구조의 차이점을 분석하

하기 위해서는 2020년에 정부가 발표한 국가 감축목표보다 5%p 낮은 25%로

수 있도록 해준다는 측면에서 수₩위탁 기업 간 분

였다. 또한 수₩위탁 기업 간의 납품단가와 경영성과

설정하고, 2050년에는 오히려 정부의 목표보다 높게 감축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쟁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따

분석, 수₩위탁 기업 간 납품단가 문제의 법리적 쟁

라서 기업들이 이 제도를 자발적으로 사용할 수 있

점과 정책적 대안 제시 등을 중심으로 실증분석과

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수₩위

함께 법제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탁 기업 간 납품단가 문제와 관련된 현재의 정치적

이 보고서가 논란이 되고 있는 납품가격 결정

이고 소모적인 논쟁의 원인은 수₩위탁 기업 간 납

의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구

품단가의 본질이 민법상의 계약이라는 당연한 사

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실을 망각했기 때문이다. 본질에 대한 분명한 이해

이와 관련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를 전제로 민법상의 탄탄한 법리를 기초로 논의가

있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정부는 2020년까지 기준 시나리오(BaU) 대비

분석을 위한 시나리오는 저감 시나리오와 정책

30%를 줄이겠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

시나리오로 나누어진다. 기준 시나리오(BaU)가 경

표하였다. 온실가스 감축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그

제성장률에 대한 가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본

동안 우리가 기후변화협상에서 보았던 국가 간 치

연구는 경제성장률을 고성장과 저성장으로 나누어

열한 논쟁이 국내 산업 간 그리고 지역 간 협상에

분석하였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BaU 대비

서 전개될 전망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적 감축

30%로 동일하더라도 저성장 시나리오의 감축량은

목표의 적정성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므로

고성장 시나리오의 감축량보다 상대적으로 적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평

정책 시나리오는 배출권거래제 도입 여부, 신기술

가와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도입 여부에 따라 총 7개로 구성된다.

이에 본 보고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신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정책별 GDP 손실은 저

기술 도입이 가능한 경제하에서 실증적으로 평가

성장 시나리오에서 0.72~1.72% 달하고, 고성장

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시나리오에서 0.98~2.12%에 달할 전망이다. 신기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술 도입으로 인한 GDP 손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완화되어 2040년대 후반부터 GDP가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저탄소-녹색성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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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가능성은 있지만 매우 오랜 기간 GDP 손실

가 감축목표보다 빠르게 증가하지만 2039년까지

을 감수해야 할 전망이다.

는 정부의 국가 감축목표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게

가정을 포함하여 전 산업이 배출권거래제에 참

된다. 그리고 2039년 이후에는 정부의 감축목표보

여할 경우 2020년도의 배출권거래가격은 저성장

다 높아져 2050년에는 BaU 대비 53~58%로 국가

시나리오에서 4만5,552원/tCO2, 고성장 시나리오

감축목표보다 6~11%p 높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에서 5만3,419원/tCO2으로 추정된다. 신기술 도입

하다.

Ⅰ. 2009년 연구사업

은 저감비용을 큰 폭으로 하락시킬 전망이다. 신기
술 도입으로 인해 배출권거래가격은 2020~2050
년에 저성장 시나리오에서 약 8~76% 하락하고,

3. 평가

고성장 시나리오에서 약 5~57% 하락할 전망이다.
다기간 배출권거래제가 허용되면 저감비용(배출

본 보고서는 정부가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권거래가격)이 낮은 시기에는 많은 양을 감축(구

목표와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을 실증적으로 평가

매)하고 저감비용이 높은 시기에 덜 감축(판매)함

하고 새로운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으로써 전 기간의 비용을 최소화하게 된다. 따라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신기술 도입이 허용되면

신기술 도입이 허용되는 경우 미래에 보다 많이 감

GDP 손실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장기적으로 경제

축하는 것이 비용효과적인 감축수단이 되기 때문

가 성장하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상당기간 동안

에 초기에 주어진 감축목표보다 덜 감축하고 배출

GDP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

권을 미래로부터 구매하게 된다. 이와 같이 감축한

라서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연도별 감축비율을 새로운 국가 감축목표로 설정

신기술 도입 비용을 낮추고 시장보급의 장애요인

할 경우 2050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저감목표를

을 제거하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본 보

보다 낮은 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다. 이에 따른

고서는 정부의 2020년 감축목표보다 5%p 낮은

2020년의 새로운 국가 감축목표는 정부가 발표한

BaU 대비 25%를 새로운 감축목표로 제시하고 있

국가 감축목표보다 약 5%p 낮은 BaU 대비 약

어 향후 국가 감축목표의 적정성 논의 시 중요한

25%에 달한다. 이후 새로운 감축목표가 정부의 국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평가된다.

2. 주제별 연구과제
거시경제 환경의 전망과 과제
국제 및 지역경제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한국 기업의 대응과제
시장경제의 심층분석
기업정책과 기업규제
노동시장 유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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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주│제│별│연구과제│

거시경제 환경의 전망과 과제

거시경제실

2009년은 국제공조 강화 및 과감한 경기부양책의 영향으로 글로벌 위기가 빠른

-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속도로 진정되면서 성장률도 연초 마이너스 3.7%에서 연말에는 플러스로 상향
조정되었다. 2010년은 예년에 비해 낮은 세계경제 성장률, 출구전략 시행 등의

- 정책실패와 국제금융위기

영향으로 회복속도가 약화되면서 약 4.2%의 성장률이 예상된다.

- 1997년과 2008년 두 경제위기의 비교
- 세계경제 회복세 점검 및 전망
- 신흥시장국의 경기회복 차별화 및 정책과제
- 글로벌 과잉유동성 현황 분석 및 대응방안
- 한국의 수출구조 분석과 시사점

1. 연구배경 및 목적
국내외 경제동향과 현안에 대한 심층분석을 바

2. 연구내용
2009년 4월호(통권 제19-1호)

탕으로 향후 경제의 흐름을 정확히 예측함으로써
기업의 대응전략 마련을 용이하게 하고 경제정책

2009년 성장률은 약 -3.7%로 전망된다. 고용감

당국에 바람직한 운영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소, 가계소득 악화, 신용경색 등으로 내수부진이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실물경제, 금융시장 여건, 해

심화되는 가운데 예상보다 심각한 세계경제의 침

외경제 부문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과 예측은

체로 우리 수출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체 경제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본원의 대

반기별로는 금융시장 안정 및 경기부양 정책의 효

부분 회원사들에게 직접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

과가 예상되는 하반기가 상반기보다는 다소 개선

공하는 의의가 있다. 정책방향 제시는 민간의 시각

될 것이다. 경상수지는 약 130억 달러의 흑자, 소

을 대변하는 종합연구소로서의 본원의 위상을 제

비자물가는 연간 2%대의 낮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

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로 예상된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상반기 중에는
실물 및 금융 불안으로 평균 1,380원 정도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으나 하반기 중에는 달러 약세, 경
상수지 흑자 등의 영향으로 1,220원대로 하락하며
연평균 1,300원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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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

상반기(전기비 0.5%)에 비해 하반기(전기비 2.7%)

환율은 달러 약세, 국제수지 흑자의 영향으로 하락

보호주의 확산 방지가 경기침체 단기화와 직결된

가 높은 W자형의 국면이 예상된다. 재정 및 환율

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는 점에서 G20 회의 의장단 지위를 적극 활용해

효과가 약화되면서 상반기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

미국보다 선제적인 금리인상이 핫머니 유입의

야 한다. 통상문제만을 다루는 G20 정상회담 또는

이기 때문이다. 경상수지는 원/달러 환율 하락, 유

단초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인상 및 시

G20 통상장관 회의의 필요성을 제기함으로써 보

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흑자규모가 2009년의 304

기는 실물경제 회복속도뿐 아니라 주요국의 경제

호주의 극복이 G20 정상회담에서 중심 이슈가 될

억 달러에서 2010년에는 131억 달러로 축소될 것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으로 보인다. 한편 소비자물가의 경우 국제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완만한 경기회복, 원/달러 환

2009년 6월호(통권 제19-2호)

3. 평가
세계경제 등 대외여건이 급변하면서 2009년 한
국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여러 차례에 걸쳐 수정된

KERI Economic Bulletin

것은 전망의 신뢰도 측면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하지만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

율 하락 등으로 3.0%의 안정적인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여 한국경제 현황과 전망

한 G20 의장국의 역할(통권 제19-1호), 출구전략

2009년 경제성장률은 상반기 -3.9%, 하반기

위기종식 이후 우리 경제의 최우선 정책과제는

에 관련된 정보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에 대한 신중한 접근(통권 제19-2호), 위기극복 이

0%, 연간 -1.9%로 전망된다. 상반기에는 수출의

최소한 2007년까지의 추세 성장률을 빠른 시일 내

주한 외국대사관, 외국의 주요 연구소 및 대학교,

후 성장잠재력 제고(통권 제19-3호), 출구전략의

감소폭을 빠르게 축소시켜준 환율효과가 그리고

에 회복하는 것이다.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처

외국의 주요기관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국제공조(통권 제19-4호) 등은 위기의 와중 그리

하반기에는 추경 등 경기부양 정책의 효과 및 기저

럼 성장추세의 저하를 자연스러운 균형이라고 방

한국경제의 흐름과 향후 전망에 대한 대외적인 이

고 위기 이후의 정책과 관련해 바람직한 방향 제시

효과가 연간 성장률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경상수

치한다면 앞으로도 한국경제는 소득 2만 달러 트

해를 증진시킴과 동시에 한국경제연구원의 국제적

였다고 평가된다.

지는 상반기 208억 달러 흑자에 이어 하반기에도

랩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약 26억 달러의 흑자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
다. 한편 소비자물가의 경우 국제 유가 및 원자재

2009년 12월호(통권 제19-4호)

가격의 상승의 영향으로 오름세가 빨라지겠으나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일정부분 상쇄되면서 2%

2010년 한국경제 성장률은 4.2%로 전망된다.

대의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원/달러 환

위기 이전보다 낮아진 세계경제 성장세, 원/달러

율은 하반기 중 금융시장 안정, 달러 약세, 경상수

환율 하락 등으로 수출의 빠른 회복세가 제약을 받

지 흑자 등의 영향으로 1,230원 대로 하락할 것으

는 가운데 내수부문도 금리 정상화, 재정지출 증가

로 전망된다.

세 둔화, 세제혜택 종결 등으로 회복기조가 약화될

경기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다시 재개되고 있

것이기 때문이다. 2010년 경상수지 흑자는 2009

는 가운데 출구전략이나 긴축모드 전환은 시기상

년 약 420억 달러보다 크게 축소된 약 150억 달러

조이다. 단기 유동성이 기업투자 등 생산적인 분야

로 전망된다. 항목별로는 수입이 수출증가율을 상

로 흘러들 수 있도록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

회하면서 상품수지 흑자폭이 크게 축소되고 서비

해야 한다. R&D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조

스수지는 환율 하락, 낮은 서비스 경쟁력 등으로

정, 금융기관 부실채권 및 부실기업 구조조정 등이

적자규모가 다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

필요하다.

가는 완만한 경기회복세로 수요측면의 상승요인이
크지 않은데다 원자재 및 원유 등 비용측면의 상승

2009년 9월호(통권 제19-3호)

요인들이 환율 하락세로 상쇄되면서 3% 이내에서
안정될 것이다. 한편 시장금리는 정책금리 인상,

2010년 성장률은 3.2%로 전망된다. 반기별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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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패와 국제금융위기

전용덕(대구대)₩김학수

소소비가 아니라 오히려‘과잉소비’또는‘과소저

이다. 통화량 증가에 의해 이자율이 왜곡된 결과,

축’때문임을 알 수 있다. 이제 상당수의 산업과

생산자는 과오투자를 하게 되고 소비자는 과소비

기업에서 파산₩실업₩구조조정₩합병 등이 동시 다

를 하게 된다. 요컨대 정부가 자본의 대가인 이자

발적으로 진행되고 노동, 토지 등과 같은 본원적

율을 조작하면 자본시장에서 시제 간 자원배분에

요소들의 마찰적 실업 등이 일어나는 침체

부조정(discoordation)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depression) 국면에 도달한다.

오스트리아학파는 경기변동을 세 단계로 구분한

위기국면과 침체국면을 통합하여 버스트(bust)

다. 먼저 경제 내의 거의 모든 부문에서 과오투자

시기라고도 한다. 그러나 앞에서 서술한 붐과 버스

우리가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경기변동이 근본적으로 정부의 확장적 통화정

(mal-investment)와 과소비(overconsumption)

트 과정만으로 경기변동이 모두 끝난 것이 아니다.

책에 기인한다는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은 하이에크와 미제스 이후에 소

가 이루어지는 붐(boom) 시기가 있다. 여기에서

이제 경기침체의 2차 특징이 나타난다. 그 특징은

수의견으로 홀대받으며 주류경제학에서 배제되어 왔다. 그러나 오스트리아학파의

과오투자란 과잉투자와 과소투자를 모두 포함한

화폐수요에 대한 증가와 민간 금융기관의 신용축

경기변동이론은 재평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책입안자들은 경기부양책으로 손쉽

다. 상업세계(business world)에서 과잉투자는 자

소에 의해 나타나는 디플레이션이다. 요컨대 통화

게 꺼내 들 수 있는 통화정책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오스트리아학파의

본재 산업에서, 과소투자는 소비재 산업에서 발생

팽창으로 인한 화폐적 혼란(monetary disturbances)

한다. 이 시기에 모든 산업에 고용된 생산요소들의

은 침체와 디플레이션 등을 통해 스스로 역전하는

소득이 증가한다. 과잉투자된 산업에서는 생산요

(self-reversing) 특징을 가진다. 버스트는 회복

소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과소투자된 산업에

으로 가는 단계이자 피할 수 없는 필연적 시장조

서는 생산요소들이 과잉투자된 산업으로 이동하기

정 과정이다. 만약 버스트나 침체를 피하기 위하

때문에 모든 산업의 생산요소들의 소득이 증가한

여 정부가 각종 시장 간섭정책을 시행하면 그런

세계경제 역사 속에서 반복되고 있는 경기호황

다. 그 결과 소비자 쪽에서는 과소비가 발생한다.

정책은 침체를 지연시키거나 다음 경기변동의 씨

과 불황의 원인을 보다 명확히 분석할 수 있는 이

과소비는 거의 전 산업에서 인플레이션의 발생을

앗을 뿌리는 것이다. 특히 확장적 통화정책은 인

위기의 발생과 대응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위기

론적 틀과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본 보고서는 이번

의미한다. 이 시기에는 또한 주식시장과 부동산시

플레이션을 다시 유발하는 정책, 즉 리플레이션

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근

국제금융위기가 전적으로 시장에 의해 초래된 참

장과 같은 자산시장에서 큰 붐이 발생한다.

(reflation) 정책이다. 따라서 경기변동에 대한 최

본적 정책처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

혹한 결과가 아니라 시장이 그렇게 작동되도록 만

그러나 붐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 이제 상

선의 대응책은 시장의 조정 과정에 정부가 간섭하

나 세계 각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위기대응책은 위

든 정부 정책의 실패에 보다 근본적 원인이 있다는

당수 기업이 자신들의 투자가 이윤이 나지 않고 그

지 않는 것이다. 정부의 시장 간섭정책이 반복적

기의 원인에 대한 근본적 처방이라기보다는 경기

점을 강조하고 지속가능한 자유시장경제의 구축을

결과 투자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위기

인 경기변동의 원인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기

현상에 대응하는 대증적 처방으로 보인다. 이러한

위한 작은 정부의 구현을 위해 보다 많은 논의의

(crisis) 국면이 도래한다. 국제금융위기로 표현되

변동이 여러 나라에서 시차를 두고 또는 동시에

대증적 처방은 현재의 고통을 덜어줄 수는 있지만

출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는 상황은 이 국면의 일부를 지칭한다. 위기국면에

발생하는 이유이다. 경기변동의 제도적 원인으로

경제에 내재되어 있는 근본적 문제점을 해결하지

서부터 주식, 부동산 등과 같은 자산 가격이 거의

는 정부가 화폐시장을 독점하고 금융시장을 시장

는 못하며 현재의 고통을 덜어주는 대증적 처방에

동시에 하락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폭락한다. 과잉

원리에 맞지 않게 규제하고 있거나 불필요한 규제

투자된 부문에서 재화는 과잉생산되었기 때문에

가 많기 때문이다.

견해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소요되는 재원들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2. 연구내용

후세들이 갚아야 할 빚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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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버스트로 이어지는 경기변동이 발생한다는 것

그 재화의 가격 하락과 잘못 투자된 기계 등과 같

이처럼 경기변동의 근원을 정부의 정책실패에서

따라서 위기의 발생 원인을 보다 깊이 있게 고민하

오스트리아학파 경기변동이론의 핵심은 정부가

은 자본의 구조조정이 필요하게 된다. 왜냐하면 소

찾고 있는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을 실증

고 현재의 삶이 조금 고통스럽더라도 이러한 위기

통화량을 증가시켜 시장이자율을 자유시장(free

비자들은 붐 시기의 과소비로 인하여 과잉생산된

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

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 해결방안을 도출

market)에서 결정되는 이자율, 즉 자연이자율

재화를 구매할 수 있는 충분한 저축이 없기 때문이

근을 함께 시도하였다. 산업별₩자산유형별 투자

해야 한다.

(natural rate of interest)보다 낮게 규제하면 붐

다. 그러므로 위기 또는 침체가 발생하는 것은 과

추이 분석을 미국의 63개 산업별 비주거용 설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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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및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분기를 전후하여 소비와 투자의 감소세의 저점을

되고 있는 위기를 실증분석을 통하여 오스트리아

에 따르면 파이프라인 운송업과 같이 투자의 회임

통과한 후 감소세 둔화가 일어날 것을 시사한다.

학파의 논지를 사실로 규명해 보고자 했다는 점에

기간이 긴 산업들은 인위적으로 조장된 경기호황

이는 인위적으로 조성된 경기호황기에 확대된 투

서 높은 연구 가치를 지닌다.

기에 대체적으로 투자 확대가 일어나고 뒤따르는

자와 소비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정부

경기침체기에 잘못된 과잉투자의 청산 과정이 수

가 긴축적 통화정책을 시행하면 빠른 시장청산 과

반되는 공통적 양상을 찾을 수 있었다. 이론에서

정을 거친 후 경제가 장기균형 수준에 도달할 수

언급하고 있는 소비자의 과소비에 대응하여 소비

있음을 의미하며 오스트리아학파에서 주장하는 경

재 관련 산업에서도 인위적으로 조장된 경기호황

기변동의 주된 원인이 정부의 이자율 간섭을 통한

기에 투자 확대가 일어나고 뒤이어 청산되는 과정

시장개입이라는 가설을 지지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을 볼 수 있다. 또한 모든 산업에서 인위적 호황기
에 투자가 확대되고 침체기에 투자가 청산되는 것
은 아니고 인위적 호황기에 투자가 크게 확대되지

3. 평가

않았거나 다소 축소된 산업들 중 일부 산업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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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위적 호황기를 뒤따르는 침체기에 투자를 확대

최근의 국제금융위기가 시장 실패에 의한 것이

하는 일부 산업들을 볼 수 있었다. 이는 경기침체

라는 케인지안들의 주장이 압도적이다. 이를 극복

기에 정부가 경기대응적으로 시행하는 추가적 저

하는 과정도 이들의 주장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인

금리정책과 같은 경기부양책에 편승하여 투자를

재정 및 화폐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에

확대하며 또 다른 경기변동의 씨앗으로 자라나는

서 뿐만 아니라 서방 선진국들과 우리나라를 비롯

산업들로 판단된다.

한 신흥국에서도 마찬가지의 현상이다. 그러는 동

이러한 미시적 분석 결과가 특정 산업 또는 일부

안 위기의 주범은 시장이 아니라 정부라는 소리가

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경제 전체의 부침으

오스트리아학파의 사상을 지지하는 사람들로부터

로 파급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수행한 거시적 분

나오기 시작했다. 그 목소리는 그다지 크지 않지만

석 결과도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을 지지

그 세를 더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시장경제를 옹호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54년 3분기부터 2009년

하고 지지하는 학자들을 중심으로 적지 않은 글이

2분기까지의 미국을 분석대상으로 하는 벡터오차

발표되어 최근 위기의 진원지가 어디인지를 밝히

수정 모형을 이용한 거시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 있다. 이들은 또한 정부에 의해서 저질러진 일

투자와 소비가 균형 수준을 벗어난 경우 균형 수준

을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다시 동일한 실수, 즉

으로 되돌아가려는 성향이 있으며 단기 정책금리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을 저지르고 있다고 강력

인하에 의해 확대된 장단기 금리 차이의 충격에 의

한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해 투자와 소비의 증가율은 충격 발생 이후 열 번

본 연구는 이러한 오스트리아학파의 논지를 견

째 분기를 전후하여 투자(8분기)와 소비(10분기)

지하면서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과 이것이 초래

증대 효과가 최대 수준에 달하고 이후에는 크게 둔

할 파열음을 경고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국제금융

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거시적 분석 결과

위기를 정부 정책의 탓으로 판단하는 시장 옹호론

는 정부가 신용긴축의 일환으로 단기 정책금리를

자들 대다수가 오스트리아학파의 사상을 요약하는

인상하면 소비와 투자는 빠르게 위축되고 10번째

선에서 그치고 있는데 반해, 본 연구는 현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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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시간으로 처리하지 않아 누적된 부실자산이

훨씬 커진 해외자본 유입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약 70조 원(당시 GDP의 14%)에 달했다. 이 규모

흑자 추세가 오래 지속되었고 많은 외환보유고를

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투입된 공적자금과 회수

유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충격

금액을 차감한 단순계산에 따른 추정치이다. 이 규

이 워낙 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은 우리나라 금

모는 당시 경제의 부가가치 창출 능력으로는 지속

융 시스템의 문제가 크게 부각되었고, 외환자금조

가능한 수준을 넘었던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달 어려움이 단기간이나마 급증하였다. 심지어

1997년 말까지 구체화된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들

1997년 때와 같은 해외투자자금 이탈이 크게 나타

의 부실을 살피면 (금융권 부실 총계 1조 원 이상

나면서 다시 외환위기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하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국제금융위기 간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

이었던 부도 순서대로) 한보, 진로, 기아, 해태, 뉴

는 우려마저 나왔다. 다행이 국제금융시장이 다소

실자산 누적과 부실 처리 인프라가 다르다. 둘째, 환율₩대외채무 등 대외균형 유

코아가 있었다. 이들 기업은 내수지향 기업으로 부

안정되면서 크게 우려했던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

지 문제가 다르다. 마지막으로 통화 및 재정정책의 위기 발생초기 대응이 달라졌

실의 주요 원인이 당시 일부 업종의 수출 부진과는

지는 않았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특정 목

다. 중요한 과제는 인구 고령화 등으로 경제 전체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

달리 과다한 부채 의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

표 수치를 제시하며 외환보유고 증대 필요성이 제

되는 상황에서 이전과 같이 잠재성장력 저하가 또다시 연출될 가능성을 진지하게

때까지의 산업정책과 금융관행이 겹쳐진 문제로

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목표는 소위‘움직이는

해석할 수 있다. 반면 2008년 하반기에는 경제 불

타깃’
이라 수출입 거래가 커지고, 차입규모가 커

안이 고조되자 금융시장 지원 및 구조조정 방안을

지면 머지않아 충분치 않다는 평가가 다시 나온다.

신속히 준비할 수 있었다. 이는 결국 1997년 이후

이번의 경우 미국, 일본 등과의 통화스왑이 외환시

관련 법제도가 정비되었고, 부실자산을 처리할 수

장 안정세 회복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있는 유통시장 조성에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가

다른 방도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은행권의

1997년 이후 지금까지의 외부의 큰 충격에 따른

능한 일이었다. 2008년에도 중소 조선사, 건설사

단기외채 문제는 특히 국내 외은지점의 외화차입

우리 경제의 모습을 살펴 취약성을 약간이나마 개

등 문제 분야와 부동산가격과 관련된 잠재적 가계

이 컸던 것이 문제라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일단

선할 수 있다면 이는 중요한 기여가 될 것이다.

부실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10년 전

본₩지점 거래인 외은지점 차입은 우리나라 은행들

당히 심각한 경제위기를 두 차례나 겪었다. 두 차

과 같이 빙산처럼 수면 아래 큰 몸집을 감춘 대형

의 차입과는 좀 달라 보인다. 따라서 획일적으로

례의 경제위기는 공통적으로 심각한‘아시아 외환

부실은 없었다. 2008년 말 구조조정이 시작된 이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주│제│별│연구과제│

1997년과 2008년 두 경제위기의 비교

허찬국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세우는 것이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 경제는 1997년과 2008년 10년 사이에 상

위기’
와 더 심각한‘글로벌 금융위기’
라는 외부충

2. 연구내용

격에 의해 촉발되었다. 10년 사이에 우리 경제의

마지막으로 통화 및 재정정책의 위기 발생초기

던 탓이라기보다 신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문제

대응이 달라졌다. 1997년의 경우 통화정책 기조는

가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것을 반영한다.

매우 긴축적이었고 재정정책은 1998년 초기 긴축기

대외의존도가 더 높아졌다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

보고서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1997년 위기는 우

경제는 여타의 조건이 비슷할 경우 큰 충격에 더

리 경제에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주었으며, 그 이후

둘째, 환율₩대외채무 등 대외균형 유지 문제가

조에서 확장기조로 전환했으나 매우 미온적이었다.

큰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지금까

우리 경제는 미국 금융위기 충격으로 대변되는 외

다르다. 1997년 이전 환율이 시장의 여건보다는

이에 비해 2008년에는 통화, 재정정책 모두 상당히

지의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다. 즉, 1997~1998년

부 충격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

당국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약한 형태의 고정

기민하게 시장상황 변화에 대응했다. 금리인하와

사이의 한국경제 하락 정도가 2008~2009년의 그

난다. 이런 맥락에서 2008년에 있었던 글로벌 금융

환율제로 운영되었다. 대외 균형의 지속적인 악화

더불어 금융시장 마비를 예방할 기금조성, 양적 완

것에 비해 훨씬 크다.

위기는 한국경제의 대외 취약도(vulnerability)를

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데다 가뜩이나 외환

화조치가 취해졌다. 이런 대응이 가능했던 데에는

다시 확인해 주는 사건이라 하겠다. 두 위기 간의

보유고가 줄어든 당시 상황에서 무리한 환율방어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이 빠르게 큰 규모의

다른 점을 살펴보자.

에 나섬으로써 오히려 위기 상황을 초래하였다. 이

안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가능했던 측면이 크다.

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일까? 본 보고서는
이런 차이를 설명하고,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소

54

후 실제 진전이 좀 더디었는데 이는 의지가 부족했

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외부 충격

첫째, 부실자산 누적과 부실 처리 인프라가 다르

에 비해 2008년의 상황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

중요한 관심사는 과연 한국경제가 2008년 위기

에 의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 확실하다.

다. 한국경제는 1997년 이전 기간 동안 부실 발생

다. 자본시장 개방이 상당부분 이루어진 상황에서

로 겪은 경제적 손실을 어떻게 만회할 것인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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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또

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1997년 외환위기

한 최근 국제금융위기의 원인에 대한 논의가 분분

이후 나타난 잠재성장력 저하가 또다시 연출될 경

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그 의미를 찾고자

우 그 부작용이 상당히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시도는 관련 국내 연구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의 대비책을 진지하게 검토

평가된다. 최근 국제금융위기는 우리 경제에 잠재

하고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적으로 존재하는 부실요인에 돋보기를 들이대는
결과를 가져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요인들의 심각

세계경제 회복세 점검 및 전망
│주│제│별│연구과제│

더욱이 인구 고령화 등으로 경제 전체의 부담이 가

안순권

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3. 평가

1997년 이후 우리 경제의 체질이 크게 개선되었다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급격히 침체된 세계경제의 회복세를 금융 시

는 점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고 있다. 이를 바탕으

스템 불안 해소, 실물부문 수요 회복, 세계경제의 불균형 완화, 새로운 성장동력

본 연구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국제금융

로 본 연구가 제시하는 향후 정책과제들은 우리 경

확보 등 요인별로 살펴보고, 향후 세계경제의 회복세 향방을 V자형의 빠른 회복

위기 상황에서 나타났던 우리 경제의 전개 상황을

제의 건전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논의의 밑거

세, U자형의 완만한 회복세 및 W자형의 일시회복 후 다시 악화를 거듭하는 불안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 경제의 진로에 대한

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한 회복세 및 L자형 장기불황 가능성 등의 시나리오별로 전망한 후 한국경제의
안정적 회복세 유도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급격히 침체된
세계경제의 회복세를 요인별로 살펴보고 향후 세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후 고조되었

계경제의 회복세 여부를 시나리오별로 전망한 후

던 글로벌 금융위기가 올 들어 완화되어 미국₩중

한국경제의 안정적 회복세 유도를 위한 대응방안

국 등 주요국에서 실물경제 회복 움직임이 나타나

을 고찰하였다.

고 있다. 경기회복 움직임이 나타남에 따라 앞으
로의 세계경제의 회복 시기 및 강도를 둘러싼 다
양한 전망이 제시되면서 V자형의 빠른 회복세, U

2. 연구내용

자형의 완만한 회복세 및 W자형의 일시 회복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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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악화를 거듭하는 불안한 회복세 및 L자형 장

각국의 금리인하와 공조적 경기부양책 강화, 금

기불황 가능성 등이 거론되었다. 세계경제의 회복

융구제조치 등의 본격 추진에 따라 지난해 9월 리

세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회복요인들의 개선 추이

먼 사태와 같은 금융위기의 리스크는 지속적으로

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세계경제가 회복되려면

완화될 전망이다. 동유럽의 디폴트위험과 유럽 은

먼저 금융 시스템 불안이 해소되고 실물부문 수요

행의 부실심화 가능성, 미국의 소비자신용, 상업용

가 회복되며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

부동산 부실 확대 등이 향후 불안요인이나 리스크

나인 세계경제의 불균형이 완화되면서 새로운 성

의 강도는 약할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원지

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미국의 부동산 거품 해소와 가계부채 축소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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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회복이 글로벌 수요 회복의 최대 변수이며,

침체이기 때문에 회복속도가 느리고 회복의 폭도

최근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크지 않을 것이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U자형 회복

3. 평가

관심을 끈 점이 주목된다. V자형, L자형, U자형
및 W자형 등 주요 회복세 시나리오의 가능성을 국

자산 거품 붕괴로 촉발된 미국발 금융위기는 세

세를 보이더라도 경기부양책의 약효 소진에다 완

본 연구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적극적 대응과 고

별 사례 및 이번 위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분석

계경제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시발점이다. 글로벌

화지속 및 긴축전환을 놓고 정책딜레마에 빠지게

환율 효과에 힘입어 주요국 중 가장 빠른 회복세를

한 것도 적절한 연구기법으로 볼 수 있다. 민간부

경제가 경기침체 이후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새로

되어 경기가 회복 후 다시 하락할 수 있다는 점에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가 향후 미국₩중국 등의 회

문의 자생적 성장력 강화를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운 성장동력의 등장이 필수적 요소이다. 최근 신흥

서 W자형 회복의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

복세 향방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그 의

을 통한 소비여력 확대와 내수기반 확대가 관건이

시장국 경제의 조기회복론이 대두되면서 브릭스

된다.

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올 상반기 세계경제가 회

며 핵심 방안인 기업의 연구개발(R&D) 및 투자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가 세계경제 회복을

정부와 한국은행의 위기대응은 주요 선진국의

복세를 나타내면서 세계경제의 회복 시기 및 강도

성화를 위한 임시투자세액 공제 등 세제지원을 지

견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글로벌 금융

정책대응과 비교할 때 비교적 선방한 것으로 평가

를 둘러싼 다양한 전망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W

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점도 시의적절한 정책대

위기 이후 성장동력은 친환경녹색성장, 바이오산

된다. 정부와 한은은 지난 9월 리먼 사태 이후 과

자형 성장가능성에 대비하여 민간부문의 자생력

안 제시로 평가할 만하다.

업 등이 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리먼 사태 이

감한 금융외환시장 안정대책 및 경기부양대책을

강화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주요 언론의

후 침체가 본격화된 세계경기가 저점에 이르렀다

발표하고 시행하였다. 국내 경기는 고환율 효과에

는 데에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데다 저점 통과 이

의한 세계경기 악화의 충격을 상대적으로 덜 받고

후 어떤 형태로 회복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적극적 유동성 공급 및 대규모 경기부양책 등에 힘

견해가 제시되었다. 경기회복의 유형별 시나리오

입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회복

로 V자형, U자형, W자형, L자형 회복 등의 4개

세가 빠른 U자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신중하고 정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한 4

교한 거시 및 통화신용정책 및 금융시장 안정대책

개 시나리오별 내용 및 근거를 검토할 때 현재로서

이 필요하다. 향후 저성장 및 W자형 성장 가능성

는 U자형 회복과 W자형 회복의 가능성이 비슷하

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간부문의 자

게 높을 것으로 보인다. 정책대응 여하에 따라 U

생력 회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 향후

자형 회복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어느 유형

세계경제의 회복 순위와 강도는 구조조정이 신속

이든 저성장기조를 보일 전망이다.

하고 내실 있게 실행된 국가일수록 앞설 가능성이

V자형 회복은 민간부문의 미래 경기에 대한 확

높을 것이다. 유동성 급증에 따른 인플레이션 및

신이 불투명하여 쉽지 않다. L자형은 각국의 경기

구조조정 지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유동성 회

부양을 위한 정책적 대응이 유례없이 강력하고 국

수방안을 미리 마련하는 출구전략을 준비해야 한

제적인 정책공조도 활발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과

다. 금융시장의 구조적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 부실

거 대공황이나 1990년대 일본과 같은 장기침체로

채권 및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U자형

정치적 대립과 사회적 갈등이 경제 살리기에 지장

회복은 과거 스웨덴 등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을 초래하지 않도록 갈등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

기에 많이 나타난 유형이라는 점에서 나타날 가능

마련해야 한다. 위기 이후 에너지 및 원자재 쇼크

성이 적지 않으나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는 예

에 대비한 저탄소 녹색성장 및 해외자원 확보를 적

외일 가능성도 적지 않다. U자형 회복세를 보이더

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향후 세계경제가 수년간

라도 세계경제는 상당기간 저성장으로 갈 가능성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른 수

이 높다. IMF의 연구 결과처럼 금융위기로 인한

출 부진에 대응, 내수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 취약

경기침체이고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발생한 경기

계층 지원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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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이 강화된 점이 큰 영향을 미쳤다. 중국₩인도

급격한 외자이탈에 따른 외화유동성 위험을 축소

경제의 경기부양 파급효과도 컸다. 신흥국들은 금

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으나 이번 글로벌 위기 과

융시장 피해 규모가 적어 경기부양용 재정 확대에

정에서 일부 한계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외환건

서 유리하며, 국제 원자재가격이 2009년 2월 이후

전성은 거시경제의 건전성 확보와 병행해야 할 것

상승세를 지속함에 따라 브라질, 러시아, 중동 산

이다. 선진국의 더딘 회복세로 인한 수출 부진을

유국 등 원자재 수출국의 경제가 회복세를 타고 있

메울 내수기반을 확대하는 것이 신흥국의 또 다른

다. 최근 신흥국의 경기회복세가 선진국에 비해 훨

과제이다. 내수기반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씬 뚜렷해지자 디커플링이론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강화, 교육 및 인적자본 투자에 의한 중산층 확대

세계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신

다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경제의 본격적

및 규제완화를 통한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보다 탄

흥시장국이 선진국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현황과 이에 대한 배경을 살

인 회복은 선진국 경제의 회복세에 탄력을 붙어야

력적인 환율제도 운용 등이 필요하다. 아시아 신흥

펴보며, 신흥시장국 경제의 불안요인과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해결

가능하고 금융부문의 세계화가 진전된 점은 디커

국은 역내 경제통합을 위해 FTA 회원국의 확대와

해야 할 정책과제를 분석한 후 한국경제에 주는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플링이론의 논거를 약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무역의 질적 확대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주│제│별│연구과제│

신흥시장국의 경기회복 차별화 및 정책과제

안순권

있다.

두바이 쇼크에 이어 유럽의 신용리스크 문제 및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흥시장국이 빠른 회복

미국의 금융부실 확대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을

세를 보이고 있는 주요 이유는 우리 경제의 상대적

재연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상존하여 신흥국 경제

선방의 주요 이유와 비슷한 맥락이다. 우리 경제가

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제금융시장

차별화된 회복세를 유지하고 G20 의장국으로 세

불안이 재연될 경우 신흥국에 미칠 악영향에 대비

계경제 내 입지를 강화하려면 신흥국의 공통적인

거시경제 건전성 및 금융시스템 안전성을 강화하

정책과제들에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해결능력을 보

한 후 한국경제에 주는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고찰

고 역내 통화₩금융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구체적

여야 함을 시사한다. 국제금융시장 불안 재연과 달

하고자 한다.

성과를 이어가야 한다. 자산거품을 차단하기 위해

러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따른 외자 이탈에 따른 충

세계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

아시아 국가들은 각국 사정에 따라 부동산 투기대

격에 대비하여 외환건전성 및 금융시스템 안전성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신흥시장국이 선진국보다

책, 은행 대출 규제와 함께 기준금리 인상, 재정지

을 강화하고 자산거품을 미리 막으며 경기회복세

출 축소 등을 포함한 출구전략을 시행 중이다. 신

를 안정성장세로 유도하는 적절한 출구전략 구사

흥국으로의 글로벌 자금유입은 자산거품 발생, 통

가 중요하다. 중국₩인도 등 아시아 신흥국의 부상

1. 연구배경 및 목적

훨씬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신흥시장국 중

2. 연구내용

에서도 한국, 중국 등 아시아 신흥시장국이 두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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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신흥국이 선진국

2009년 들어 주요 선진국의 경기침체가 완화되

화강세 등 신흥국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고

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21세기 글로벌

보다 회복속도가 빠른 것은 금융위기의 피해가 적

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신흥국가들을 중심으로 경

있다. 달러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어 자금이 역류

경쟁에서 밀려날 수도 있다. G20 정상회담 서울

어 재정지출 확대 효과가 빨리 나타나고 있는 등

기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선진국은

하면 세계 금융시장에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개최를 계기로 선진국과 신흥국의 조정자 역할을

위기대응상의 유리한 점과 적극적 통화 및 재정정

2009년 -3.4%, 2010년 1.3%의 성장률을 기록할

최근 글로벌 자금유입의 급증에 따른 부작용에 대

수행, 세계경제질서 재편에 따른 국익의 극대화에

책 등이 작용하고 있다. 신흥국경제가 상대적으로

전망이나 신흥시장국과 개도국은 2009년 1.7%,

응, 브라질, 대만 등이 약한 수준의 자본통제를 취

노력해야 한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글로벌 성장동력으로 부상

2010년 5.1%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글로

한 데에 이어 인도네시아, 러시아, 콜롬비아의 자

향후 우리 경제의 성패는 인구 30억의 신흥국 시

하고 있으나 향후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가 적지 않

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에 미친 영향은 선진국과

본통제 가능성이 높다. 자본통제는 기유입자금의

장을 어떻게 공략하느냐에 달려 있다. 신흥국 시장

다.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과 선

신흥시장국에 차이가 있고 신흥시장국 중에서도

이탈, 국가신인도 저하 및 외국인 투자심리 저하

이 적당한 가격과 중₩고급 품질의 중간기술(middle

진국의 경기회복 차별성과 신흥국 회복세의 현황

동아시아 신흥국들의 회복세가 더 빠르다.

등의 부작용이 있고 실질적인 효과가 크지 않아 신

tech)시장으로 크게 확대되는 만큼 우리 산업에 새

중할 필요가 있다.

로운 성장의 기회가 열리고 있다. 신흥국 시장을 새

을 살펴보며, 향후 신흥국 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

신흥국이 빠른 회복세를 보인 데는 글로벌 금융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를 분석

위기로 인한 금융 부실이 적은데다 과거보다 대응

2009년 시장경제연구백서

신흥국의 외환보유액 확충과 외환건전성 규제는

로운 성장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성장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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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충, 중간기술 산업전략 추진, 동아시아 분업구조

적하고, 앞으로 우리 경제의 성패는 신흥국시장을

선도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어떻게 공략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한 점은 의

글로벌 과잉유동성 현황 분석 및 대응방안
│주│제│별│연구과제│

미가 크다. 특히 G20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열리는
2010년에 우리나라가 G20 의장국으로서 선진국

3. 평가

과 신흥국의 조정자 역할을 능동적으로 수행하려
면 신흥국들이 직면한 각종 불안요인에 대한 선도

안순권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보다 훨

적이고 모범적인 대처능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

씬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신흥국 특히 아시아

다고 지적한 점도 적지 않은 기여라고 할 것이다.

신흥국의 비결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우리 경제에

신흥국 경제의 위상 강화와 신흥국 시장의 부상은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대책에 따른 주요국의 유동성 증가현황을 살펴보고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했다

우리 경제에 기회이자 위기의 양면적 측면이 있다

과잉유동성에 따른 인플레이션 및 재정건전성 악화 등의 문제점을 분석하며, 출

고 볼 수 있다. 우리 경제가 주요국 중 가장 빠른

고 지적하며, 신흥국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방안을

구전략을 둘러싼 주요국의 입장을 소개한 후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금리 인상 측

회복세를 보인 배경에는 중국₩인도 등 신흥국의

제시한 것도 설득력 있는 정책대안 제시로 평가할

면에서 본격적인 출구전략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하는 등 바람직한 출구전략 방안

경기부양 효과의 수혜를 받은 점이 크다는 점을 지

만하다.

을 제시하고 있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등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
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대책에 따른 주요국의 유동

출구전략이 세계 금융시장의 화두가 되고 있다.

성 증가 현황을 살펴보고 과잉유동성 리스크를 분

출구전략이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한 비상조치

석하며, 주요국의 출구전략 논의 현황과 향방을 점

로서 경기부양 및 금융안정을 위해 취한 재정지출

검한 후 시사점 및 대응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및 유동성 공급 확대조치를 거둬들이는 것을 의미
한다. 지난해 9월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은
금융안정과 경기부양을 위해 막대한 돈을 투입했

2. 연구내용

다. 최근 금융시장이 상당부분 안정되고 실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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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복세를 나타내자 과잉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글로벌 과잉유동성 우려는 선진국 경제의 회복

커지면서 출구전략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세에 탄력이 붙는 내년 상반기 이후 본격화될 것으

있다. 국내에서는 올 2/4분기 이후, 경제 및 금융

로 예상된다. 주요국의 통화 공급 급증에 따라 과

시장 여건이 개선되면서 출구전략에 대한 논쟁이

잉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나 수요 견

전개되어 왔다. 논쟁의 초점은 출구전략 시행 시기

인 및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크지 않기

로 모아지고 있다. 경기회복보다 빠르게 긴축기조

때문이다. 내년 상반기에 미국의 2분기 연속 전기

로 전환될 경우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는 반면

대비 플러스 성장과 고용감소세의 둔화가 확인될

정책 정상화 지연은 자산거품 잉태, 구조조정 지연

경우 선진국 경제의 회복세에 대한 신뢰가 강화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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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선진국의 경기회복에 대한 전망이 확실해

유동성 흡수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은 자제하고

고 볼 수 있다. 출구전략이 국제공조로 이루어지고

취한 비상조치들의 정상화에 그치지 않고 위기 이

지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해소와 국제금융시장

미시적 유동성 조절을 선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있는 만큼 먼저 주요국의 과잉유동성 현황을 평가

후 외부충격 대응 시스템 강화, 일자리 창출 및 성

불안 해소 등에 따라 위험자산 선호 강화와 원자재

과잉유동성 흡수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기준 강화

하고 각국의 출구전략 준비 및 진행 현황을 분석하

장잠재력 강화 등의 대책이 추진되어야 함을 지적

가격의 상승 등을 유발, 인플레이션 우려를 초래할

등 미시적 유동성 관리와 재건축시기 조정 등을 추

며 우리나라의 출구전략 진행 상황을 소개한 후 우

한 것은 출구전략이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와 연결

것으로 예상된다.

진하여 부동산가격 상승세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

리나라의 바람직한 출구전략 진행방안을 제시했다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설득력 있는 정책

과잉유동성 흡수를 위한 출구전략은 주요국에서

중소기업의 대출 완화 등 양적 완화조치와 고용유

는 점에서 국내외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시각의 분

대안 제시로 평가할 만하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준금리 인

지 지원금 등 비상적 재정정책을 축소하여 자산시

석으로 보인다.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상까지 단계적으로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기준

장 거품을 차단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유도해야

금리 인상의 전단계인 유동성 공급조절은 이미 미

한다.

국₩유로존₩중국 등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다. 각국

우리나라의 출구전략은 유동성 지원 축소, 비상

의 출구전략의 시행시기와 형태는 국가별 경기회

적 재정지출 축소, 정책금리 인상 및 재정건전성

복세 및 과잉유동성 상황에 따라 차별화될 전망이

강화 등의 수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다. 미국, 영국 등은 기한이 정해져 있는 비상적 유

판단된다. 금융시장 여건 개선과 경기회복 정도에

동성 지원제도와 재정정책이 종료된 후 중앙은행

따라 출구전략을 단계별로 시행하는 것이다. 외화

대차대조표의 정상화 과정을 거쳐 기준금리 인상

유동성 회수는 8월중 대부분 완료되고 원화유동성

을 단행하는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반면 경

지원은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다는 점에서 광의

기회복세가 빠르고 양적완화의 규모가 작은 한국,

의 출구전략은 진행 중이다. 비상적 재정정책으로

중국 등이 대차대조표의 정상화와 소요되는 시간

한시적으로 운용중인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청년

이 적어 정책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운

인턴 및 직업훈련 지원, 생계구호 및 희망근로 프

신의 폭이 크다.

로젝트 등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과 신

기준금리 인상은 경기회복세가 본격화되는 내년

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 확대 등 중소기업

상반기 이후 국내 경기상황과 국제공조 등을 종합

금융지원 대책은 올 연말 기한 만료 이후 축소되거

적으로 고려하여 단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나 정상화될 전망이다. 올 4/4분기와 내년 상반기

나라의 경기회복세가 가장 빠른 만큼 출구전략을

에 경기회복의 본격화가 확인될 경우 기준금리 인

앞서 시행은 하되 국제공조의 틀 속에서 조금 앞서

상 가능성이 높다. 세금인상은 기준금리 인상 이후

가는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한₩미 통화스

세계경제가 위기이전 수준으로 정상화될 때 논의

왑협정 등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덕분에 외화유동성 위기의 벼랑에서 벗어난 우리
나라가 주요국보다 너무 조기에 기준금리를 인상
할 경우 글로벌 경제 회복을 위한 국제공조 체제를

3. 평가

약화시킬 수 있어 적지 않은 부담이다. 수출 및 해

64

외자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기회

본 연구는 올 2/4분기 이후 경제 및 금융시장 여

복을 통한 해외 수요 확대 및 글로벌 금융시장 안

건이 개선되면서 출구전략에 대한 논쟁이 전개되

정에 대한 협력 차원에서 주요국의 정책완화기조

고 있는 가운데 출구전략 논의의 배경을 분석하고

유지 흐름을 무시해서는 곤란하다.

바람직한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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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연구과제│

한국의 수출구조 분석과 시사점

김창배

3. 평가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국 수출품의 경우 생산성 높
은 품목으로의 점진적 확대를 추구하고 미국 시장

본 연구의 특징은 수출지역 다변화를 수출의 성

의 경우 기존 제품의 생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장기여도 측면에서 분석하였다는 점이라 할 수 있

고 보인다. 향후 수출품목을 HS 4단위, 6단위로

다. 분석결과 미국 비중 축소, 중국 비중 확대라는

확대하여 분석할 경우 좀 더 설득력 있는 연구결과

수출구조의 변화가 성장기여도 측면에서는 다소

가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었다. 수출의 성장기여도를

중국과 미국 시장에서 우리 수출품의 생산성을 추정해 본 결과 대미국 수출은 고
생산성 품목과 저생산성 품목이 비슷한 비중을 보이고 있으나 대중국 수출은 저
생산성 품목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수출지역 다변화를
넘어 성장기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의 수출구조 전환이 필요하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높은 나라에서 생산되고 수출된다는 관계를 이용
하여 특정수출품의 생산성은 수출국의 1인당

수출의 성장기여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존

GDP를 현시비교선호 가중치로 평균한 상품소득

수출품의 생산성을 높이거나 생산성이 높은 새로

(product income)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운 품목의 수출이 증가하여야 한다. 2000년대 들

대중국 수출과 대미국 수출의 HS(harmonized

어 대중국 수출을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증가함에

system, 국제상품분류체계) 2단위를 기준으로

도 불구하고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낮아지고 있는

생산성(product income)을 측정한 결과 중국 시

것은 대중국 수출이 주로 생산성이 비교적 낮은 품

장에서는 성장기여도가 낮은 품목의 비중이 높은

목에 집중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인다. 이에

품목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반면 미

본 연구는 중국과 미국 시장에서 우리 수출품의 생

국 시장에서는 고생산성 품목과 저생산성 품목의

산성을 추정하여 보고 수출의 성장기여도 제고에

비중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2003~2005년 대비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2006~2008년 중 증가율이 높은 품목의 경우 중
국 시장에서는 고생산성(1.0%)이 저생산성
(9.5%)에 비해 크게 낮은 반면 미국 시장에서는

2. 연구내용

고생산성(20.2%)이 저생산성(15.2%)보다 크게
나타났다.

높은 생산성을 가진 수출품일수록 소득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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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보호무역 추세와 대응방안
│주│제│별│연구과제│

국제 및 지역경제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송원근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호무역 추세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

-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보호무역 추세와 대응방안

기 위해 WTO 체제하에서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보호
무역주의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글로벌 차원에서 DDA 협상의 조속한 타

- 동아시아 교역패턴에 대한 분석 및 경제통합에 대한 시사점

결, 개별 국가 차원에서 FTA의 적극적 추진을 제시하고 있다.

- 한₩미 FTA 추가협의 관련 논의 및 대응방안
- 글로벌 금융위기와 동아시아 경제통합
- 일본 민주당 정권의 구조개혁 추진과 시사점
- 무역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

1. 연구배경 및 목적

국제적인 교역의 감소 및 대공황의 장기화에 미친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세계 교역의 급감은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이후 보호무역주의 동향

한국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 따

과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위기의 심각성으로 인한

라서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이후 나타나고 있는 세

보호무역주의 확산의 부정적인 영향이다. 경제위

계 주요국의 보호무역정책의 현황을 파악하여 이

기의 심각성이 클수록 보호무역주의 확산의 가능

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제시할 필요

성도 커지고, 그에 따른 국제무역질서의 붕괴와 국

가 있다.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감하는 원인을 제공

제교역 감소도 치명적인 수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

했던 금융위기를 치유하여 글로벌 신용경색을 해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WTO

소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세계 각국의 경

중심의 국제무역질서의 약화 위험성과 함께 WTO

기부양책도 글로벌 수요 증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규정 내에서의 보호무역 확산에 따른 국제교역 감

할 수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

소 심화의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WTO 체제 내에

해 각국 정부가 경기부양책과 더불어 국내 산업 및

서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고

고용보호를 위해 제시하는 대책들이 보호무역주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방지 및 극복을 위한 방안을 글

의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대공황기와

로벌 차원 및 개별 국가의 차원에서 제시하는 것이

현재의 글로벌 경제위기와의 유사성을 고려해 볼

본 연구의 목적이다.

때 스무트-홀리법과 같은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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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내용
보호무역정책의 역사적 교훈을 얻기 위해 대공
황기 스무트-홀리법에 의해 촉발된 보호무역 확산

가능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만약 지원이 반복적으

내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은 결여되어 있다는

제가 회복세에 들어간 이후에도 나타나고 있는 보

로 행해지고 모호한 기준으로 지원 대상 범위를 확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한계는 본 연구가

호무역주의에 대해서는 설명력이 부족하다는 것과

대한다면 WTO 체제에 근거한 국제무역질서를 무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외적 충격이 사라지고 경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력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의 대공황에서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Dornbush

보호무역주의 확산 방지 및 극복을 위한 방안

and Fischer(1986) 등 다수 연구는 대공황기의 보

은 먼저 글로벌 차원의 대응방안으로 DDA 협상

호무역정책은 거시경제에 대한 영향이 미미하거나

의 조속한 타결과 미국의 보호무역정책 철회를

오히려 확장적이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최근

제시하였다. WTO 규정 내에서의 보호무역 확산

의 실증연구들과 당시 자료들을 분석하면 스무트-

가능성 차단을 위해 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이

홀리법이 대공황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하기 어려

반드시 필요하고 미국의 보호무역정책에 따른 확

우나 교역 급감에 기여하였고 대공황 심화에 적지

산 효과는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않은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역할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개별 국가 차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이후 각국의 보호무역정

원의 대응방안으로는 FTA의 적극적 추진을 제시

책 현황을 살펴보고 이와 같은 보호무역정책이

하였고 주요국의 자국 산업 지원에 따른 피해가

WTO 체제 내에서 확산될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예상되는 경우 WTO 협정에 근거한 구제 과정을

WTO 양허관세율보다 낮은 실행관세율을 적용하

통해 상계조치를 취할 것을 대응방안으로 제시하

고 있는 경우 WTO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도 관세

였다.

인상이 가능하다. 미국 등 선진국과 중국의 경우는
WTO 규정 내에서 관세인상을 통한 교역장벽 강
화의 가능성이 낮으나 러시아, 인도 및 브라질 등

3. 평가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관세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70

수 없음을 품목별 양허관세율과 실행관세율 차이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나타나고 있는

의 비교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경기부양을 위한 자

보호무역주의의 문제점 및 확산 가능성을 파악해

국 산업 지원책과 WTO 협정과의 관계를 파악하

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기 위해‘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을 분석

서 의의가 있다. 또한 대공황과 스무트-홀리법을

하였다. 미국₩유럽의 자동차산업에 대한 지원은

통해 보호무역주의 확산의 결과에 대한 역사적 교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에서 규정한 특

훈을 상기시켰다는 점에서도 연구의 의의를 찾을

정성을 지닌 보조금으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

수 있다. 본 연구에서 WTO 체제 내에서의 보호무

는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보조금 및

역 확산 가능성을 분석한 점과 보호무역 확산 방지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을 분석한 결과 다른 회원

를 위해 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이 필요함을 지

국 상품의 수출배제 효과, 가격인하 및 판매 감소

적한 것도 향후 글로벌 무역 시스템에 주는 시사점

효과 등을 초래하지 않았음이 입증되는 경우 특정

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성을 지닌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

본 연구는 글로벌 경제위기라는 외적인 조건에

다. 따라서 글로벌 경제위기로 파산위기에 몰린 기

기인한 보호무역정책의 채택 및 확산에만 초점을

업들에 대한 금융지원은 비반복성을 전제로 허용

맞추고 있어 국가별로 보호무역주의가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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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국가 교역의 역내 의존도도 전반적으로

서 전기기계장치 및 기기(SITC 77)의 비중이 크게

상승하였다. 두 번째 특징은 동아시아 역내 국가의

증가하였고 특수산업용 기계(SITC 72)와 산업용

교역에서 중국의 비중이 상승한 반면 일본에 대한

일반기계(SITC 74)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은 점

교역의존도가 감소한 점이다. 일본 전체 교역에서

이 특징이며, 대한국 수입에서는 기계류(SITC 7),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의 경우 1991년 2%

특히 SITC 77의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 일본의

수준에서 2008년 16% 수준으로, 수입의 경우는

ASEAN 주요국에 대한 수출에서 제조업, 특히 기

6%에서 20%로 크게 상승하였고, 한국과 ASEAN

계류(SITC 7)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고 세부

의 경우도 전체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으로 ICT 품목 가운데 SITC 77의 비중이 높은

역내 교역에서 중국의 비중 및 전기₩전자제품을 중심으로 한 기계류의 비중이 급

각각 20%, 10% 내외로 급증하였다. 반면 교역에

점이 특징이다.

증하였으며 역내 교역이 국가 간 분업구조에 따른 산업별 전문화가 심화되는 반

서 일본의 비중은 ASEAN의 경우 20% 이상에서

역내 양자 간 교역에서 부품₩소재 교역 비중 추

면, 시장의 세분화 및 발달은 정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교역구조에서는

11~12%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한국의 교역에서

이 파악을 통해 중국의 역내 최종재 생산기지로서

역외 수요 감소에 따른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므로 역내 수요를 촉진할 획기적

일본의 비중은 수출 17%에서 6%로, 수입은 25%

의 역할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은 한국

무역자유화가 필요하다.

에서 14%로 크게 하락하는 등 일본에 대한 교역의

₩일본뿐만 아니라 ASEAN 선발 4개국으로부터도

존도는 감소하였다. 세 번째 특징은 중국의 교역에

압도적인 비중의 부품₩소재 수입을 하고 있음을

서 역내 국가에 대한 비중이 감소한 점이다. 역내

확인하였으나 아직까지 중국의 역내 수입에서 최

국가의 교역에서 중국 비중은 급증한 반면 중국 교

종재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는 발견하지 못했다. 이

역에서 동아시아 역내 교역의 비중은 감소 추세이

와 같은 분석 결과들을 통해 동아시아 역내 교역이

다. 특히 중국의 역내 수출 비중은 1990년대 초반

국가 간 생산 분할에 따른 역내 분업구조와 높은

60%에서 최근에는 35%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역외의존도에 의해 규정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동아시아 교역패턴에 대한 분석 및
경제통합에 대한 시사점

송원근

1. 연구배경 및 목적

고, 이를 기반으로 역내 무역자유화의 필요성을 제
시하는 것이다.

동아시아 역내 양자 간 교역에서 부문별 비중 변

역내 교역에서 중국의 비중 상승은 전기₩전자산업

글로벌 금융위기로 나타난 선진국 수요의 감소

화 추이의 특징은 먼저 중국의 경우 역내 교역에서

을 중심으로 중국과 역내 국가 간의 수직적 분업구

는 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동아시아 경제에 심각

제조업, 특히 기계 및 운수장비(SITC 7)의 비중이

조에 기인한다. 중국의 역내 최종재 생산기지로서

크게 증가한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중국의 한국

의 역할 확인은 역내 교역구조가 높은 역외의존도

₩일본과의 교역에서 수입의 경우 전기기계장치 및

및 역내 분업구조에 의해 규정됨을 보여준다.

한 타격을 주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동아

2. 연구내용

시아 역내 수요기반의 취약성이고 이는 역내 시장

72

발달을 제약하는 제도적 요인에도 원인이 있다. 역

동아시아 역내 교역에서 국가₩지역별 비중 변화

기기(SITC 77)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 점이 가장

동아시아 역내 교역패턴 분석의 목적은 역내 교

내 시장의 발달을 제약하는 제도적 요인으로 국가

추세를 살펴본 결과 다음 세 가지의 특징을 발견할

큰 특징이다. 반면 한국₩일본에 대한 수출에서는

역패턴이 무역자유화 확대 필요성을 나타내는가를

간의 교역장벽을 들 수 있다. 국가 간의 교역에 있

수 있었다. 먼저 동아시아 국가들의 교역에서 역내

ICT 품목(SITC 75, 76, 77)의 비중이 고르게 상승

파악하는 데 있다. 산업 내 무역 및 교역품목의 증

어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존재는 역내 국가의 시

교역 비중이 크게 상승하였다. 1992년과 2008년

한 점과 노동집약적 경공업제품을 포함한 재료별

대는 시장의 확대 및 세분화에 따른 교역으로부터

장통합을 가로막고 시장통합에 따른 역내 시장의

의 중국과의 교역 규모를 비교하면 일본과는 약 10

제조제품(SITC 6)과 기타 제조제품(SITC 8)도 높

의 이익의 중요한 원천인 반면 동아시아 역내 교역

확대 및 세분화와 그로 인한 수요 및 성장기반의

배, 한국과는 30배 이상 등 중국과 역내 국가와의

은 비중이 차지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중국의

의 증대는 높은 역외의존도 및 역내 분업구조에 근

확충을 제약하게 된다. 따라서 동아시아 역내 시장

교역이 대부분 수십 배 이상 급증하였다. 또한 역

ASEAN과의 교역에서도 기계류(SITC 7)의 비중

거해 부품₩소재를 중심으로 한 제한된 품목의 교

의 발달 및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서 역내 국가 간

내 의존도를 보면 일본의 교역에서 역내 의존도는

이 급증한 것이 특징이다.

역 증대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역내

교역장벽을 대폭 완화하는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

같은 기간 수입의 경우 25%에서 39%로, 수출의

일본의 동아시아 역내 국가와의 교역에서도 기

교역이 이러한 역내외 분업구조와 일관된 패턴을

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역내 교역에서

경우 27%에서 41%로 증가하였고 한국의 역내 의

계류(SITC)를 비롯한 제조업 제품 위주의 교역이

보인다면 역내 무역자유화 확대의 필요성을 보여

나타나는 교역패턴의 변화 추세 및 특징을 파악하

존도도 수출, 수입 각각 10%p, 5%p 상승하였으며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한국₩중국에 대한 수출에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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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 산업별 교역패턴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

분석 결과 나타난 동아시아 역내 교역구조가 지

징을 발견하였다. 한₩중, 중₩일 간의 교역에서 수

속될 경우의 문제점은 글로벌 리밸런싱 등에 의한

직적 산업 내 무역의 비중은 급증하고 있으나 수평

역외 수요 정체 혹은 감소의 경우 동아시아 경제에

적 산업 내 무역 비중은 정체 상태이며 이는 한국,

대한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본 모두 중국과의 국가 간 생산 분할에 근거한

역내 시장의 확대 및 세분화를 통해 역내 수요를

수직적 분업구조가 심화되고 있음을 교역패턴이

촉진시킬 획기적 무역자유화의 확대, 동아시아 시

보여주고 있다. 한₩일 간의 양자 간 교역에서는 최

장의 실질적 통합을 이룰 제도적 통합이 시급하다.

근 산업 간 무역의 비중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구체적으로 자유화 수준이

있다. 중국과 ASEAN 국가 간의 양자 간 교역에서

낮은 ASEAN 중심의 무역자유화가 아닌 한₩중₩일

미국에서 제기하고 있는 자동차 분야에 대해 분석하여 한₩미 FTA가 자동차 교

나타나는 산업별 패턴은 산업간 무역이 압도적이

중심의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FTA)를 통해 동아

역 불균형을 확대시킬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희박함을 보였다. 한₩미 FTA 조

며, 증가세를 보이던 산업 내 무역도 최근에는 정

시아의 실질적 경제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시사

기비준도 추가협의 요구에 대한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고, 미국의 비준을 견인

체 현상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중국과

점을 던져주고 있다.

하기 위해 한₩EU, 한₩캐나다 FTA의 조기 발효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한₩미 FTA 추가협의 관련 논의 및 대응방안
│주│제│별│연구과제│

송원근

ASEAN 국가 사이의 최근의 교역 증대가 국가 간
산업별 전문화의 심화와 더불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과 ASEAN 국가와의 양자 간 교역

3. 평가

에서 수직적 산업 내 무역이 지속적으로 높은 비중
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교역산업의 수는 감소추세

본 연구는 세분화된 교역 자료를 이용하여 역내

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일본과 ASEAN

교역의 최근 추세 및 특징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국가 간에 형성되어 있는 수직적 분업구조가 심화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국가 간 생산 분할에 따

되어 작동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시장의 세

른 역내 분업구조와 높은 역외의존도에 의해 규정

분화 및 발달도 정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과

되는 동아시아 교역구조를 확인하였다는 점도 본

한₩미 FTA 체결 이후 양국에서 비준이 지연되

한₩미 FTA는 2007년 6월 체결 이후 한₩미 양국

ASEAN 국가와의 양자 간 교역에서는 교역이 나

연구의 기여라고 평가할 수 있다. 최근 동아시아

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 및 의회에서 비준 이전

에서 모두 비준이 지연되고 있고, 특히 미국에서의

타나지 않는 산업의 수가 많고 특정 품목이 교역에

역내 교역이 국가 간 수직적 분업구조의 형성으로

에 추가협의의 필요성을 직₩간접적으로 언급하고

한₩미 FTA 비준 지연의 근본적 원인은 신통상정

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 교역패턴별 비

인한 수직적 산업 내 무역 혹은 국가 간 산업별 전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

책(New Trade Policy)으로 대표되는 미국 정부의

중 추이로부터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기 어렵

문화가 심화되고 있는 반면 시장의 세분화 및 발달

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미국에서 한₩미 FTA

보호주의적 정책성향에 있다. 신통상정책은 2007

다. 교역패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나타난 동아시아

은 정체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점을 보인 것도 본

의 비준이 지연되고 있는 근본적 원인을 밝혀내고,

년 5월 10일 수립된 미국의 새로운 통상정책으로

역내 교역의 특징은 국가 간 생산 분할에 따른 수

연구의 기여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

둘째, 미국에서 제기하고 있는 자동차 분야 쟁점사

자유무역협정 등의 체결에 있어 노동₩환경 등의

직적 분업구조의 형성으로 인한 수직적 산업 내 무

결과는 역내 시장의 확대 및 세분화를 통해 역내

항에 대해 분석하여 한₩미 FTA의 한국 자동차시

국제기준을 전제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입경

역 혹은 국가 간 산업별 전문화가 심화되고 있는

수요를 촉진시킬 획기적 무역자유화의 필요성을

장 개방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미

쟁 제한 및 무역조정지원 강화의 특징을 지닌 신통

점과 역내 교역의 확대에 따른 시장의 세분화 및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

국의 추가협의 요구에 대해 비준 유도와 동시에 무

상정책으로 인해 향후 미국의 새로운 FTA 추진 제

발달은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 점이다.

한 정책적 시사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역자유화의 극대화에 적합한 최적의 대응방안을

약뿐 아니라 이미 체결된 FTA에 대한 재검토의 가

제시하고자 한다.

능성이 높다.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통상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정책은 무역자유화에 대한 유보적 태도와 무역조
정지원의 강화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오바마 정
부가 현 통상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면 미 의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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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미 FTA 비준은 당분간 용이하지 않을 것으

장 접근이 상대적으로 크게 개선되었다. 또한 한

조기 체결도 미 의회의 한₩미 FTA 비준을 견인할

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로 전망된다. 이미 체결되어 의회 비준을 기다리고

₩미 FTA로 인한 한국의 자동차 관련 세제 변경으

수 있는 유용한 방안이다.

다. 특히 미국에서의 한₩미 FTA 비준 지연이 미국

있는 파나마, 콜롬비아, 한국과의 FTA 모두 신통

로 중₩대형 수입차의 시장접근이 크게 개선될 것

의 신통상정책에 기인함을 보이고 자동차부문의

상정책이 반영되었음에도 재검토를 하고 있는 것

으로 전망되고 배출가스 허용기준과 안전기준 적

쟁점사항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미 FTA가 미국

은 오바마 정부의 FTA에 대한 유보적 태도를 반영

용에 있어 미국 판매제작사에 대해 유연하게 적용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세 FTA의 관련 이슈 정

하기로 함으로써 환경₩안전기준이 비관세장벽으

리 및 제시, 이슈 해결을 위한 추가협의 요구 등의

로 작용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한₩미 FTA 협정문

본 연구는 한₩미 FTA 비준이 지연되고 있고 미

과정을 거쳐야 의회 비준 과정에 들어갈 것으로 전

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자동차부문에서 미국 측

국의 추가협의 요구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이에 대

망된다.

에 불공정한 점은 찾아볼 수 없고 한국시장에 대

한₩미 FTA 추가협의 시 쟁점사항은 자동차 분
야에서의 교역 불균형과 한국시장의 접근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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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한국 자동차시장에 대한 효과적 접근에
불충분하다는 주장이 근거 없음을 보여준 것은 향
후 미국의 추가협의 요구 시 대응방안 수립에 기여
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 효과적 접근에 불충분하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
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미 간 자동차 교역의 불균형 문

한₩미 FTA 자동차부문에 대해 미국의 추가협의

제, 한국의 비관세장벽, 그리고 한₩미 FTA 자동차

요구가 있을 시에는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근거하

부문 협정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불균형 교역

여 한₩미 FTA가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시장에 대

여부는 단순한 교역규모 비교보다 양국 자동차시

한 비차별적 접근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으므로 추

장 혹은 수입시장에 대비한 상대적 교역규모 비교

가협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

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 분석 결과 한국 자동차 수

럼에도 자동차부문에 대한 추가협의가 진행되는

입시장에서 미국은 약 10%의 점유율을, 미국 수입

경우 대한국 수출물량에 연계한 미국 관세의 단계

시장에서 한국은 5% 수준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적 인하, 미국의 소형트럭 양허안 철회 등 FTA 자

있음을 도출하였다. 양국 자동차 수입시장의 상대

체를 훼손하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적 규모를 고려할 때, 양국 간의 무역불균형이 나

분명히 해야 하고, 최소한의 수정이 요구되는 극단

타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

적인 경우 무역자유화 확대라는 관점에서 미래형

다. 한국의 비관세장벽으로 언급되고 있는 세제

자동차 관세철폐기한(10년)을 단축하는 방안의 수

및 안전₩환경기준을 보면, 먼저 배기량 기준 세제

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는 국내에서 중대형 자동차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한국 측의 한₩미 FTA 비준시기와 관련하여 먼

지고 있는 현실에서 수입차에 차별적인 제도라고

저 추가협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국회에서

할 수 없다. 자동차 안전기준 및 환경기준도 미국

의 비준시기 조절의 필요성을 부인하기 어려우나

과의 지속적인 협의, 미국 자동차에 대한 충분한

이를 통해 무역자유화와 양국 간 이익균형을 동시

유예기간 부여 등으로 미국 자동차 수입에 있어서

에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 수정방안을 찾기 어렵고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다. 미국산 자동

실익도 거의 없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미 정부의

차의 수입 규모가 독일₩일본산에 비해 작은 것은

FTA 정책의지가 약해 쟁점사항을 정리해 추가협

비관세장벽이 아닌 국내 소비자들의 낮은 선호도

의를 요구할 시점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에 기인한다. 한₩미 FTA 자동차부문에서는 관세

우리 국회에서 비준안을 먼저 통과시켜 자유무역

양허에 있어서 한국보다 미국의 관세양허에 민감

에 대한 정책의지를 천명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성이 훨씬 크게 반영되어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시

있다. 한₩EU FTA의 조기 발효 및 한₩캐나다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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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와 동아시아 경제통합

가 조성하여 지원해야 한다.

FTA가 아닌 시장통합제도화의 실현이 되어야 하

수요 측면에서는 국공채에만 투자하도록 되어

므로 동북아 3국이 먼저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통

있는 현재의 ABF를 우량 회사채에도 투자할 수

한 실질적인 시장통합을 이룸으로써 EAFTA의 형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ABF 규모를

성을 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장통합 실현을

확대하고 회사채 투자가 가능한 ABF3를 조성해야

위한 높은 수준의 한₩중₩일 FTA 체결을 위해서는

한다. 역내 금융허브로의 도약을 목표로 역내 채권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수불가결하다. 따라서

시장 관련 국제기구의 유치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한₩중₩일 FTA는 한국과 일본이 자유화 수준이 높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제기구 설립에 소요되는 비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외부 충격에 취약한 동아시아 경제의 구조적

은 표준화된 FTA를 체결하여 중국의 참여를 유도

용에 대한 우리나라의 분담비율을 높여 국제기구

문제점인 높은 역외 의존도와 금융시장의 취약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구조적 문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 유치 노력을 강화하고, 국제기구 유치를 통해

송원근₩이태규₩김필헌

제점들의 극복방안으로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의 설립, 동아시아 채권시장 육성,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역내 신용보

역내 금융허브로의 도약을 모색하며 회사채 투자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 금융협력 증진을 제시하고 특히 우리나라의 역할에 대해

증 및 신용평가 기능의 제고가 필요하다. 상당수의

가 가능한 ABF3를 조성함에 있어 우리나라의 출

강조하였다.

아시아 국가에서 신용도 높은 채권을 발행할 수 있

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는 기업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신용도가

동아시아 금융시장 안정과 역내 금융협력 증진

낮거나 그 평가가 힘든 역내 기업들의 채권 발행을

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개선되어야

가능케 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목표이다. 따라서 역

한다. 먼저 포스트 치앙마이 체제는 기존에 비해

내 신용보증 및 평가기관 설립에 대한 논의가 지속

진일보한 측면이 있으나 공동기금 규모의 적정성,

되어 왔으나 채권신용보증투자기구(CGIM) 설립

환율 안정장치의 부재, 작동여부에 대한 낮은 신뢰

해 보였다.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된 구조적

합의 외에는 구체적 결과 도출은 없는 상황이며,

등의 문제가 남아 있다. 유동성 지원 체제의 효율

문제점으로 동아시아 경제의 높은 역외 의존도와

회원국들의 공동출자에 의한 아시아 신용평가기구

적 운용에 수반되는 역내 국가 간 감시 체제는 자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인 미국 부동산 관련 부

금융시장의 취약성을 들었다. 본 연구에서는 동아

설립, 역내 국제예탁결제기구의 설립 등 논의도 진

발적인 수준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투

실에 상대적으로 노출되지 않았던 동아시아 경제

시아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행 중이다. 논의되고 있는 역내 채권시장 관련 국

명성 및 신뢰성이 떨어진다.

가 생산 및 교역의 급감, 역내 자본이탈, 통화가치

으로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설립, 아시아 채권시

제기구의 설립 추진을 가속화하고 채권신용보증투

한편 역내 금융시장 안정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급락 등의 충격을 받았던 상황이 본 연구를 시작하

장 관련 국제기구 설립, 동아시아 금융통합을 위한

자기구(CGIM)의 경우도 100억 달러 규모로 조속

있는 환율 안정 및 공조 노력은 거의 전무한 상태

게 된 배경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동아시아 경제

신AMF 체제 구축을 제안하였다. 동아시아 경제의

히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다. 또한 아시아지역 공동체 형성 과정에서 발생

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외부 충격에 취약한 구

높은 역외 의존도라는 문제점을 역내 수요의 진작

또한 개별 국가의 채권시장 제반여건이 미비한

할 수 있는 갈등의 효과적 해소와 분쟁의 조정을

조적 원인을 규명함과 동시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을 통해 해소하기 위해서는 역내 경제통합을 이루

상태에서 역내 공동 신용보증 및 신용평가기구의

담당할 주도적 역할국의 부재는 역내 금융통합을

구체적인 비전과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어야 하는데 역내 국가 간의 경제적 격차 및 역내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므로 개별 국가의 채권시장

어렵게 하는 근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리더십 부재가 이를 제약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무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인프라, 회계제도 등의 개

따라서 역내 금융통합을 위한 주춧돌로서의 신

역지대 설립을 비롯한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실현

선이 수반되어야 국제기구의 역할이 효과를 볼 수

AMF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역내 국

하기 위해 실질적인 역할과 권한을 지닌 추진기구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역내 채권시장 관련 국제기구

가 간의 입장 차이의 조율과 금융통합을 위한 다양

가 필요하다.

의 설립 노력과 함께 개별 국가의 채권시장 관련

한 정책노력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상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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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AFTA는‘ASEAN+1’수준의 낮은 단계의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동아시

본 연구에서는 최적의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제도 개선에 보다 중점을 둘 필요가 있고 채권시장

설기구의 설립은 필수적이며 신AMF 체제는 종래

아 지역의 수출 및 생산이 급감하였고 해외자본의

(EAFTA) 추진 방안으로 한₩중₩일 FTA를 먼저 체

미발달 국가의 인프라 개선을 위한 자문 활동을 강

의 유동성 위주의 역할을 탈피하여 역내 금융통합

역내 금융시장 대거 이탈이 발생했음을 자료를 통

결한 후 ASEAN FTA를 통합할 것을 제안하고 있

화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역내 국가

의 전제조건인 환율안정과 효과적인 역내감시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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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구축을 우선 정책과제로 삼아야 한다.

3. 평가

한편 ASEAN 주도의 역내 통합 노력은 ASEAN

일본 민주당 정권의 구조개혁 추진과 시사점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외부 충격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며, 역내 역학구도를 감안할

취약한 동아시아 경제의 역내 수요를 증진시키고

때 한국에 역내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시장의 안정 및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역내 기구 유치는 한국의 역내 통합에서의 역할 강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최

화와 함께 한국 금융산업의 발전을 더욱 심화시킬

적의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추진 방안, 채권신용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장기과제로서 역내 환율

보증투자기구의 규모 확대, 회사채 투자가 가능한

안정을 위해 과거 ECU와 같은 고정환율제도 형식

ABF3 조성, 역내 금융통합을 위한 신AMF 체제 구

본 연구는 올해 8월 총선거 승리로 54년 만에 여야 양대 정당 간 정권교체를 이

의 바스켓제도를 원용한 ACU 도입을 적극적으로

축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도 동아시아 차원의 정책

룩한 일본 민주당의 집권배경과 주요 정책을 분석하고 정치 행정 시스템을 개혁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적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동아시아 경

하고 수출 위주의 성장정책보다 분배를 통해 내수를 부양하며 동북아공동체를 창

제통합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

설하려는 등 민주당의 구조개혁 추진이 일본경제에 미칠 영향과 정책과제를 분석

│주│제│별│연구과제│

국가의 발전 수준이나 경제적 비중으로 볼 때 다소

안순권

한 후 우리 경제에 주는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다는 점을 보여준 것은 우리나라의 동아시아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한 내수시
장의 외연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일본에서 지난 8월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

일본 민주당의 집권 배경과 주요 정책을 분석하고

하여 54년 만에 정당 간 정권교체를 이루었다. 새

민주당 정권의 구조개혁 추진이 일본경제에 미칠

로 집권한 민주당의 하토야마 정권은 관료주의를

영향과 정책과제를 분석한 후 우리 경제에 주는 시

청산하여 정부부문의 효율을 높이고 수출 위주의

사점과 대응방안을 고찰하였다.

성장정책보다 분배를 통해 내수를 부양하려 하며
동북아공동체 창설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의
‘탈관료 내각’방침은 국회의원이 행정 권력을 직

2. 연구내용

접 행사하는 영국식 내각제 운영방식을 도입한 것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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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를 통해 영국병을 치유한 대처 총리와 같

지난 8월 30일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총 480개의

은 강력한 리더십 확립함으로써 일본경제 회생을

의석 중 308석을 차지, 과반수를 훨씬 웃도는 의석

위한 구조개혁에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

을 획득해 압승하였다. 민주당은 정권 인수에 착수,

다. 민주당 정권의 내수시장 활성화정책과 동북아

9월 15일 하토야마 정권이 출범하였다. 민주당의

공동체 추진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시

승리는 낡은 정치문화, 경제침체 및 빈부격차 등을

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도 내수산업 활성화를 위

초래한 자민당에 대한 국민들의 문책과 개혁요구를

한 규제개혁과 산업구조 합리화를 추진해야 하며,

힘입은 야당 바람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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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권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치를 하기

원을 확보해야 하며 작은 정부 실현과 생산성이 낮

중인 구조개혁의 내용과 경제적 영향 및 우리 경

제정책 운용상의 적절한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볼

위한 탈관료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관료주도에서

은 부문의 구조개혁 추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

제에 주는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

수 있다. 민주당 정권의 내수활성화 정책과 동북

정치인 주도로의 정치 시스템으로 전환하려 하고

고 과감한 실행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수출₩ 내수

서 시의적절했다고 볼 수 있다. 일본 내에서도 민

아 경제공동체 추진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

있다. 예산낭비를 일소하고 중앙정부의 권한도 지

부문 간의 2중구조를 개선할 산업구조 합리화와 내

주당의 대국민 직접 지원정책이 일본경제에 미칠

제에 대해 내수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완화와 구

방자치단체에 대폭 이양할 계획이다. 민주당의 경

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이 필

부작용에 대한 경계가 적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조조정을 추진하고 역내 경제무역자유화 강화를

제정책 기조는 내수 확대와 사회안전망 강화이다.

요하다. 일본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소득 재분배정책은 경제의 효율을 저해하지 않는

통해 내수시장의 외연을 확대해야 함을 시사한다

비정규직과 실직자 보호를 통해 고용문제를 해결

있는 중장기 성장전략도 제시해야 한다.

방식으로 시행하는 한편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고 한 점은 설득력 있는 정책대안 제시로 평가할

신성장동력 확충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힌 점은 경

만하다.

하고 연금₩의료₩복지개혁을 통한 노후생활안정을

민주당 정권의 정치₩행정 시스템 개혁은 개혁의

도모하려 하고 있다.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의 조화

목표 설정 및 지속적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보여준

를 통한 신성장동력을 확충하려고 하지만 급진적

다. 일본경제의 취약점인 수출₩내수산업의 2중구

온실가스 배출량 선언이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조는 내수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주요 요인인

대외정책으로는 대미의존도를 낮추며 긴밀하고

바 관료주도의 정부 시스템을 방치하고는 규제개

대등한 미₩일 동맹관계의 모색을 시도하고 있다.

혁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고이즈미

동아시아 공동체의 구축을 위해 한₩중₩일의 협력

총리 퇴임 이후 아베, 후쿠다, 아소 총리 등 후임총

을 강화하며 한국과의 신뢰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리들의 개혁의지 약화와 리더십 하락 등으로 구조

자세로 나올 것으로 기대되나 뚜렷한 변화는 없을

개혁 작업이 지체된 것이 글로벌 금융위기 시 일본

전망이다.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비핵화 원칙과 대

경제가 선진국 중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요인 중 하

북 강경대책을 고수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나로 분석된다.

민주당을 정권이 내수부양정책에 따라 올해 미

민주당의 재분배정책은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집행 추경예산 집행을 중단함에 따라 올해 일본경

정책 시행을 전제로 한다는 점은 우리 경제의 경우

제 성장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나 내년 이후

친서민정책을 시행하면서 경제의 효율을 저해해서

성장에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민주

는 안 되며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신성장동력 확

당 경제공약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에 대해서는

충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민주당의 내수시장 활성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화정책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 등은 비슷한 고민을

민주당 정권의 구조개혁 추진은 일본경제의 회생

안고 있는 우리 경제에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 일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일본

본처럼 우리도 내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규

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교역 확대 및 동아

제개혁과 수출₩ 내수 부문 간의 2중구조를 개선할

시아 경제통합 촉진에 기여할 것이다. 반면 재분배

산업구조 합리화를 추진하고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정책 강화와 같은 포퓰리즘성 정책이 장기적으로

통해 내수시장의 외연을 확대해야 함을 시사한다.

일본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경우 소득격차 확대보다 성장률 하락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이다. 개혁 과정에서 이해집단 간

3. 평가

대립과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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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권의 구조개혁 추진에는 강력한 리더십

본 연구는 일본에서 여야 간 정권교체가 이루어

확보가 중요하다. 내수 및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재

진 후 두 달여 지난 시점에서 민주당 정권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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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 중국효과를 중심으로

이태규

중국과의 FTA에 대한 논의도 예상되는 등 중국과

거시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

의 교역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저 중국 수입비중 증가가 수입물가 상승률에 미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가 우리나라 가격 수준

는 영향 분석에서는 중국 수입비중 변화에 대한 추

에 미치는 영향, 즉 우리나라에서의‘중국효과’
의

정계수는 예상대로 음(-)의 값을 가졌고 통계적으

존재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는 중국 무

로 유의하였다. 즉 중국 수입비중이 증가하면 국내

역을 통한 가격 전이 효과, 물가 관련 정책 등에 대

수입물가 상승률은 둔화된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

해 상당한 정책적 의미를 가질 것이다.

수입비중과 생산자물가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에
서도 중국 수입비중의 증가는 생산자물가 상승률
하락을 유도한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

1990년대 이후 장기간 지속된 국제적인 물가안정의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세
계화(globalization)로 인한 무역의 확대를 꼽는 주장들이 대두되었다. 특히 중

2. 연구내용

미시적 분석에서는 개별상품(또는 상품군)의 중

국으로부터의 값싼 수입품 증가로 주요 선진국의 물가상승이 억제되고 있다는 분
석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해‘중국효과’
의 영향은 크지 않거나 거의 없다는

본 보고서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가 국내

국 수입비중을 이용하여 특정상품의 중국 수입비중

상반된 견해도 다수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효과를 추정한 결과 전체 수

물가하락 효과를 가지는지를 거시 및 미시자료를

변화가 해당 상품의 가격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중국으로부터의

는지를 살펴보았다. 특정 상품군에 있어서 중국으

수입 가격이 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 낮은 수준이라

로부터의 수입가격이 타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

면 중국 수입비중의 증가는 수입상품의 가격 또는

라면(또는 가격하락이 빠르게 진행된다면) 해당 상

그 증가율의 하락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

품군에 있어 중국 수입비중의 증가는 그 상품군의

다.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상품 수입의 증

수입가격 상승률 하락을 유도할 것이라고 기대할

안에는 무역과 물가 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중국의

가는 국내 생산자들에게 경쟁압력으로 작용하여

수 있다. 중국 수입품의 가격이 다른 국가로부터의

역할을 보다 강조하는 견해가 주목을 받았다. 이는

국내 생산품의 가격 억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수입품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면 일정기간 동안 해당

입 중 중국산의 비중이 증가할 때 물가상승률은 둔화되는‘중국효과’
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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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었다.

지난 10여 년 동안 글로벌, 그리고 장기적 관점

중국으로부터의 값싼 수입품 증가와 이로 인한 경

먼저 거시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는 전체 수입

부문의 중국 수입비중 평균 변화와 같은 기간 동안

에서 보면 중₩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는

쟁촉진이 주요 선진국의 물가상승 억제에 큰 역할

중 중국 수입 비중이 증가하였을 때 전체 수입물가

해당 부문의 수입가격 평균 상승률과는 음(-)의 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인 물가 수준을 유지

을 하고 있다는 이른바 중국의‘디플레이션 수출

상승률이 얼마나 영향을 받는가를 분석하였다. 만

계를 가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중국으로부

해 왔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에 따른 경기후퇴로

(deflation export)’효과를 강조하는 견해이다.

약‘중국효과’
가 존재한다면 중국 수입비중 변화에

터의 수입비중 증가가 수입물가 변화에 영향을 미

현재는 세계경제가 아직 정체상태에 있지만 2007

물론 이 같은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시각도 존재

대한 추정계수는 음(-)의 값을 가져야 할 것이다.

치는 것은 직접적인 효과라면 생산자물가에 미치는

년까지만 해도 세계경제는 장기간 안정적 성장을

한다. 우선 중국의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또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 증가는 국내 상품의

효과는 간접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저가의 중국

할 수 있었고, 이 배경에는 낮은 인플레이션이 있

전 세계적인 가격 안정을 주도할 만큼 높지 않다는

생산가격 수준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수입품 비중 증가는 국내 생산자에게 경쟁 격화를

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 같은 물가안정의 원인

평가도 있다. 또한 지난 10여 년간 중국의 수입도

다. 먼저 직접적으로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중국

유발하여 가격하락 압력을 부과한다.

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있

상당히 증가하여 중국이 일방적으로 세계적 가격

원산지의 중간재의 사용이 늘어날 경우 생산비용의

미시적 분석을 위해 수입물가지수 및 생산자물

다. 제시된 원인 가운데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하락을 유도할 수 없고, 오히려 중국의 수요로 국

감소로 가격하락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상대적으

가지수를 구성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각 품목에 대

세계화(globalization)로 인한 무역의 확대이다.

제 원자재가격 급등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비판

로 싼 중국 상품의 수입 증가는 국내 생산자에게 강

한 중국 수입비중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이들 품목

무역의 확대로 값싼 수입품이 비싼 국산품을 대체

이 있다. 한편 실증적으로 보면 아직은 중국이 세

한 경쟁압력으로 작용하게 되어 생산 가격하락으로

의 중국 수입비중 변화가 각 품목들의 물가지수 상

하는 직접적 효과와 국내 산업들에 대한 경쟁압력

계 물가안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뚜렷한 결과

이어질 수도 있다. 이 같은 추론은 중국 수입비중이

승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중국

증가의 간접적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물가

가 도출되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증가하였을 때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얼마나 영향을

수입비중의 증가는 수입물가 상승률과 음(-)의 관

상승이 억제된다는 논리이다. 특히 최근 몇 년 동

10여 년 동안 중국과의 무역이 급증하였다. 향후

받는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다.

계를 나타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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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물가의 경우 중국 수입비중 변화에 대한 추정계

다. 즉 저가의 중국 수입품 증가로 인한 수입물가

수가 기대에 부합하는 음(-)의 부호를 가졌지만 그

의 안정이라는 직접적 효과는 확인되었지만 국내

통계적 유의성은 부족하였다.

시장에 대한 경쟁압력 증가를 통한 생산자물가 안
정이라는 간접적 효과는 확인되지 못한 것이다. 실
증분석 결과에 대해 여러 가지 요인들이 - 미시자

3. 평가

료, 즉 개별상품에 대한 적절한 통제변수의 부재,
저품질₩저가의 중국 수입품과 고품질₩고가의 국산

86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입물가의 경우‘중국효

품에 대해 분리된 시장의 존재 등 - 영향을 미쳤을

과’
의 존재가 거시적 분석 및 미시적 분석 모두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추후 보다 광범

서 확인된다. 한편 생산자물가의 경우 거시적 분석

위한 통계자료의 축적, 다양한 변수의 선정 등을

에서는‘중국효과’
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미시적

통해 관련 주제에 관해 추가적이며 보완적인 연구

분석에서는 뚜렷한 실증적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

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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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담 결정요인 국제비교와 시사점
│주│제│별│연구과제│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한국 기업의 대응과제

김학수

한국의 2000년대 평균 법정 최고법인세율은 지방세분을 포함하여 29% 수준으

- 법인세 부담 결정요인 국제비교와 시사점

로 21개 분석대상 국가의 평균을 하회하며 7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추
정된 감면율은 30%를 하회하며 분석대상 국가의 평균보다 6%포인트나 낮은 것

-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방향에 대한 제언

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낮은 수준의 법인세 감면율이 낮은 법정세율에도 불구하
고 우리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법인세를 부담하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 경영효율성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 중국 진출기업을 위한 중국경제법 이해
- EU ETS를 통해서 본 배출권 초기할당의 이슈와 쟁점
- 생존, 그 이후를 준비하는 한국 기업의 성장과제
- IFRS 적용이 우리나라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 기후변화 재앙인가, 기회인가?
- 에너지 난방방식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 와이키키호텔을 이용한 녹색 엔터테인먼트사업 사업성
평가

1. 연구배경 및 목적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기업별 자료를 이용
하여 국가₩시기별로 법정 최고세율의 어느 정도를

OECD 주요국은 법인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하

감면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법인세 감면율이라는

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법인세수는 각국의 중요

지표를 추정하고 있다. 법인세 감면율은 법인세법

한 재정재원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경상GDP 대비

이나 다른 특별법에 의해 기업들이 법정 최고세율

법인세수의 비중은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의 몇 퍼센트 정도를 세제혜택으로 받고 있는지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호주, 핀란드,

나타내 준다. 법인세 감면율이라는 개념을 이용하

아일랜드, 뉴질랜드, 스페인 등 많은 국가의 법인

는 이유는 법정최고세율의 크기가 상이한 국가의

세 부담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

세부담을 한계유효세율을 이용하여 비교하는 것은

년대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 법정 최고세

법정 법인세율을 이용해서 비교하는 것과 크게 다

율(지방세 포함)이 약 4%포인트 인하되었으며, 분

르지 않기 때문이다.

석대상 21개 국가의 평균 세율이 약 5.6%포인트
인하됐다. 또한 우리나라의 법정 최고세율은
OECD 국가 가운데 낮은 편이지만 우리 기업들의

2. 연구내용

법인세 부담 수준은 OECD 국가 평균을 넘어서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OECD 국가에서 관측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2000년대 평균 법정 최고세율은 지
방세분을 포함하여 29% 수준으로 21개 분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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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평균을 하회하며 7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법인세 조세지출도 경기조절기

된다. 확대되는 세액공제제도의 수혜대상은 아직

회사로 한정되어 있어서 일반법인의 경우 주요 국

그러나 한계유효세율 추정결과는 2000년대 평균

능을 더욱 확충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정해지지 않은 상황일 뿐만 아니라 대법인의 최저

가의 익금불산입률보다 낮은 수준이므로 향후 일

21% 수준이고, 감면율의 평균은 30%를 하회하는

이와 관련하여 2009년 세제개편안은 올해 말로 예

한세율 인상으로 인해 실질적 혜택은 본래의 정책

반법인의 익금불산입률의 개선과 함께 상장 여부

수준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 국가 평균 감면율은

정되어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일몰을 연장하지

목표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대기업

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현행 제도도 개

35% 수준으로 추정되어 우리나라의 경우보다 약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

의 경우에 연구개발투자의 절반 정도가 최저한세

선되어야 한다.

6%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추정된 법인세

도를 거의 상시화해 온 정부의 정책기조에 문제가

적용대상이어서 민간 연구개발투자의 70% 이상을

감면율은 우리나라의 낮은 세율에도 불구하고 상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개선하는 시점

수행하는 대기업의 혜택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

대적으로 높은 법인세 부담을 설명할 수 있을 것으

도 적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임시

로 보인다. 또한 2010년부터 시행될 연결납세제도

로 판단된다. 보다 명시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19개

투자세액공제제도는 향후 경기 팽창국면에서 축소

의 실효성을 논의하기에는 다소 이른 감이 있을지

국가의 불균형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법인세 부담

또는 폐지하고 지금처럼 경기침체 내지 회복국면

라도 연결납세제도의 대상 기업이 완전모자법인으

국제금융위기 이후 악화된 재정건전성 회복을

결정요인 분석을 수행했다.

에서는 유지 또는 확대 시행하는 것이 조세지원제

로 제한되어 있고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어서 일반

위해 감세기조를 유예하거나 증세기조로 선회해야

도의 경기조절 기능을 최대한 살리는 길이라고 판

기업의 법인세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되기는 어려

한다는 주장이 세를 더해가는 상황에서, 실질적으

단된다.

울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국제회계기준의 전면 도

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낮은 법정세율에도 불구하

1986년부터 2007년까지의 전체 기간을 대상으
로 한 회귀분석 결과는 경상GDP의 증가율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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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가 법인세 부담에 미치는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추

우리나라는 과세형평성과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입으로 모든 기업들이 연결재무제표를 의무적으로

고 상대적으로 더 큰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는지를

정되지만 법정 최고세율의 증가, 감면율의 하락,

지키고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최저한세제를

작성하게 되므로 법인세제 간소화 및 회계기준과

경제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

영업잉여의 비중확대는 법인세 부담정도를 높이는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 이외에 최저한세를 유지하

의 정합성 제고를 통해 연결납세제도 대상 기업들

고 제도적 요인의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법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2000년 이전과 이후로 분석

고 있는 국가를 찾아보기 어렵고, 미국에서도 3년

의 납세순응비용을 경감하고 연결납세제도 대상

세 감세기조의 유지를 위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

기간을 나누어 회귀분석한 결과 2000년 이전의 경

평균 총수입이 750만 달러 이하의 중소기업은 최

기업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고 있다.

우에는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한 결과와 크게 다르

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최근 발표된 2009년

지난해 이명박 정부는 결손금 공제제도 중 이월

법인세 부담을 결정하는 요인을 경제적 요인과

지 않았다. 그러나 2000년 이후의 분석 결과에서

세제개편안에 따라 우리나라 법인세수의 약 77%

공제제도의 이월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

제도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총체적 국제비교를 수

는 경상GDP의 증가율이 둔화될수록 법인세 부담

를 부담하고 있는 대법인들에게 적용되는 최저한

였으나 여전히 20년의 미국, 기간제약이 없는 영

행하고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제력 제고를 위한 정

이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OECD 국가

세율이 2008년 세제개편 이전 수준으로 환원되면

국과 독일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소급공제 기간과

책적 시사점을 찾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

의 평균적인 법인세수 증가가 경제규모의 성장에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폐지와 함께 기업의 세부담

대상도 중소기업에 한해서 1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는 법정 최고세율과 비교

대해 비탄력적이어서 경상GDP의 증가율이 상대

이 상당히 커질 것이다. 또한 최저한세제는 기업의

서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결손기업이 혜택을

하여 어느 정도의 세부담을 감면받고 있는지를 나

적으로 높을수록 법인세 부담 수준이 더 낮아진다

실질적 세부담을 높일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납세

받을 수 있는 미국(2년), 영국(3년), 프랑스(3년)보

타내 주는 국가별₩시기별 법인세 감면율을 추정하

는 것을 의미한다.

순응비용을 유발하고 있어 향후 법인세제 간소화

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기업의 이윤극대화 만큼

고 비교하고 있다. 또한 낮은 세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법인세 감면율에 큰 영향을 주는 요

및 조세왜곡 개선을 위해 폐지할 필요가 있다. 최

중요한 유지 존속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결손금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이 높은 원인이 여타 국가

인들을 찾아보기 위해 제도적 요인 몇 가지를 주요

저한세제를 폐지하는 대신에‘넓은 세원 낮은 세

공제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 밖에 수입배당금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 감면율에 있음을 보

국의 제도와 비교하였다. 먼저 미국의 법인세 조세

율’
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도록 비과세 감면제도

액의 익금불산입률도 이명박 정부의 지난해 세제

이고 향후 세제개편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

지출 추이와 우리나라의 경우를 비교한 결과에 따

를 대폭 축소하고 세수 중립적으로 일반 법인세율

개편에서 다소 확대되었으나 주 수혜계층은 지주

고 있다.

르면 미국의 법인세수 대비 법인세 조세지출 비중

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 우리나라의 비중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9년 세제개편안 중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

미국의 법인세 조세지출은 경기가 좋지 않은 해에

해 R&D 세액공제제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확대

더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며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

시행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

한 경기조절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된다. 그러나 그 실효성에는 상당한 의문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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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방향에 대한 제언

3. 평가

거나 증세기조로 선회하려는 현 정부의 정책방향
에 대해 감세기조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뒷

본 연구는 국제금융위기 이후 악화된 재정건전
성 확보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고

받침하는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소득세율 인하를 유보하는 등 감세정책을 유보하

김학수

기업가 스스로 도전적인 자세로 새로운 기술과 제품 개발에 보다 노력함으로써
기업가정신의 근원적 함양이 필요하지만, 그러한 여건을 조성해 주기 위해 지속
적으로 조세부담을 낮추고 창업 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정책적 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가를 살펴보기 위해 15~20개 주요 OECD 국가의
2000년 이후 최근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조세정책

국제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둔

과 창업 환경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화됐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

적으로 분석했다. 국민부담률, 법인세 부담, 소득

데, 재정건전성 확보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감

세 부담 등과 같은 조세정책변수는 기업가정신을

세기조를 유보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경

위축하고 창업 환경의 개선은 기업가정신을 제고

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가정신을 제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할 수 있는 정책변수들을 검토하고 향후 정책방향
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감세정책의 실효성에 회의적인 의견이 제기되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감세기조를 유보하는 것은
기업가정신을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한국경제의 성
장잠재력의 회복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연구내용

투자 확대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이라는
선순환 고리의 회복을 위해서 기업가정신 제고를

기업가정신이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

위한 감세정책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은 여러 기존연구들에 의해 다각적 측면에서 입증
된 바 있다. 경제성장에 중요한 기업가정신을 제고
하기 위해 어떠한 방향의 정책이 수행되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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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효율성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 기업집단의 내부통제구조를 중심으로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외이사제도나 외국

에서 정태적 분석모형을 이용했으나, 본 연구는 시

인 지분율이 지배주주의 지배권을 견제하는 역할

계열 패널자료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동태적 관계를

을 수행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고려하여 동태적 패널자료(dynamic panel data)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계량경제학적 추정에 있어서 임의적으로 시

2. 연구내용
김현종

차변수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이용하였다. 즉, 본
한국 기업집단의 경영효율성을 분석한 대부분의

연구는 내부통제장치와 경영효율성 지표 간의 인과

본 연구는 소유지배구조나 사외이사제도를 지표로 환산하여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선행연구들은 기업별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지분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패널 VAR 분석을 실시

조정하려는 정책이 효과적일 수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또한 경영효율성의

혹은 관련기업이 보유한 주식지분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결과를 이용하여 추정식에 포함시킬

향상을 위해서는 해당 기업의 생산물시장 및 자본시장에서의 경쟁도, 성장성 및

고려하여 그 지분율이 경영효율성에 어떻게 영향

시차변수를 결정했다. 후속 과정으로 경제학적으로

시장기능 제고를 통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방향이라는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동태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패널자료를 분석하기

기업집단의 지배주주가 직접적 보유지분은 없지만

위해 연립 GMM(System GMM) 추정법을 이용하

출자구조를 통해 실질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현금

였다. 동태적 관계를 갖는 패널자료를 고정효과 추

흐름권을 분석에 반영하지 못한다. 한국 기업집단

정법이나 임의효과 추정법으로 분석할 경우 추정치

의 경우 지배주주가 경영자를 선임하고 감독하기

에 편의(bias)나 불일치성(inconsistency)이 발생할

때문에 지배주주-경영자 간 대리인 문제보다는 지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배주주-외부주주 간 대리인 문제가 경영효율성을

동태적 패널자료 분석법인 연립 GMM 추정법을 이

명성을 높임으로써 기업의 경영효율성을 증대시킬

판단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문제로 인식된다.

용하여 분석한 것이다.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 제도의 시행

따라서 경영자의 소유구조보다 지배주주의 소유구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간의 회사법 개정은 기

이후 기업경영 효율성을 증진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조가 분석대상이 되어야 한다.

업지배구조 관련 제도를 변화시켰다. 기업경영에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

대한 전문지식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

기도 했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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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변수를 설명변수로 포함하기보다는 포함시킬 시

본 연구는 내부통제장치 간 상호관계를 분석하
였는데, 그 결과로부터 지배주주의 소유권과 의결

본 연구의 기여부분은 한국 대규모 기업집단에

권 간의 긴밀한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의결권은 소

대하여 지배주주의 실질소유권과 지배권을 기업별

유권이 증가할수록 증가되고 소유권은 해당 시기

서 증권거래법에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본 연구의 목적은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기업 관

로 계산하여 분석에 이용한다는 점이다. 이 두 변

의 의결권이 증가하면 증가하고 전기 의결권이 증

그 결과 상장회사는 4분의 1(자산규모 2조 원 이상

련 제도가 경영효율성을 달성하는 데 어떠한 영향

수 간 괴리지표를 회귀분석에 이용하여 분석할 경

가하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유권과 의결권

인 상장사는 과반수) 이상의 사외이사를 선임하도

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사외이사제

우, 단순하게 괴리지표를 더미변수로 처리한 기존

이 내생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록 규정되었다. 또한 외부주주가 보유지분만큼의

도의 도입 이후 사외이사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

연구의 분석방법보다 소유지배괴리 지표의 영향을

한편, 사외이사비율은 지배주주의 소유구조나 외

의결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도록 증권신탁업법의

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사외이사제도가 어떠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국인 지분율 혹은 사외이사 평균 근속연수 등 내부

개정을 통해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했

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봤다. 단순히 사외

또한 선행연구들이 대부분 상장기업만을 대상으

통제장치와 관련된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

다. 또한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율제한도 개선₩완화

이사의 비율뿐 아니라 사외이사의 근속기간에 따

로 분석한 반면, 본 연구는 비상장기업을 포함한

으며, 다만 기업규모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되었다.

라 경영효율성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외감 이상 기업의 경영효율성에 미치는 요인에 대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외이사 비율이 내부

이러한 제도가 개정 혹은 도입된 배경에는 기업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지배주주의 소유

해서도 분석하였다.

통제장치나 시장 기능에 의해 영향을 받기보다는

지배구조상의 소유지배구조나 이사회제도 등 내부

지배구조가 경영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본 연구는 분석방법에서 있어서도 선행연구보다

법규제로 규정한 사외이사제도의 영향을 받기 때

통제구조(Internal Governance Mechanisms)에

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지배주주는 의

정치한 계량경제학적 추정방법을 이용했다는 특징

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외국인 지분율은 지

대한 변화가 방만한 기업경영을 견제하고 기업투

결권을 통해 실질소유권보다 높은 지배력을 행사

을 갖는다. 기존 연구들이 대리인비용에 대한 연구

배주주의 의결권이 감소할 경우 증가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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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로 판단된다.

대리인비용 중 상장회사의 자산회전율은 소유권

본 연구에 따르면 사외이사제도는 대리인비용에

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사외이사

이러한 결과는 지배주주의 현금흐름권이 증가되어

의 비율은 기업규모가 클수록 증가되지만, 사외이

야 대리인 비용이 감소된다는 이해일치가설의 주

사비율이 증가한다고 해서 기업집단의 대리인비용

장과 대치되는 것이다.

이 감소한다는 분석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자산

또한 본 연구는 참호가설도 지지하지 않는 것으

효율성이나 지출효율성 지표 모두 사외이사비율이

로 나타났다. 참호가설이 지지되기 위해서는 의결

나 사외이사의 평균 근속연수에 대해 통계적으로

권 증가와 대리인비용 증가 사이의 상관관계가 입

유의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의

증되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 의결권은 대리인비

사외이사제도가 경영진을 견제해서 경영효율성을

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

높일 수 있다는 제도의 도입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

로 나타났다. 의결권은 자산회전율뿐 아니라 판매

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사제도를 지표로 환산하여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위해서는 해당 기업의 생산물시장 및 자본시장에

조정하려는 정책이 효과적일 수 없다는 사실을 밝

서의 경쟁도, 성장성 및 시장기능 제고를 통하는

히고 있다.

것이 보다 타당한 방향이라는 시사점을 던져주고

결론적으로 본 보고서는 경영효율성의 향상을

있다.

관리비 비중 및 영업외비용 비중에 대해서도 통계
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소유권도 판매
관리비 비중 및 영업외비용 비중과 같은 다른 대리

3. 평가

인비용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
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이해일치가설이나 참호

본 연구는 지배주주의 현금흐름권 계산이 가능

가설의 주장과 달리 소유구조와 대리인비용 간 상

한 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상호출자금지제한

관관계가 뚜렷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기업집단에 한정된 분석이라는 한계를 갖는다. 사

또한 기존 연구와 달리 지배주주의 소유지배괴

외이사의 경력이나 연관관계 및 외국인의 주식 보

리 지표는 모든 대리인비용에 대해 영향을 주지 않

유목적 등 구체적 분류작업도 자료의 한계로 수행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부통제장치 간 상호관

되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이는 추후의 연

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유권과 의결권이 서로

구과제로 남겨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내생적으로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서 두 변수를 단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시사점

순하게 조합한 수치는 통계적 유의성을 갖기 어렵

을 제시한다.

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판단하였다. 소유권과

종합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대리인비용 감소

의결권 및 소유지배괴리 지표에 대한 회귀분석 결

에는 소유지배구조의 개선이나 사외이사제도보다

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대규모 기업집단의

는 해외 수출비중, 기업의 성장성 혹은 외국인 지

소유지배구조에 대해 일괄적으로 이해일치가설이

분율과 같이 생산시장 및 자본시장에서의 경쟁과

나 참호가설을 적용하기는 곤란함을 알 수 있다.

견제가 보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시사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보유는 자산회전율이나 판매

한다. 자산회전율은 수출비중이 높을수록 향상되

관리비 비중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영업

며, 성장성이 높을수록 대리인 지표가 개선된다는

외비용 비중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분석 결과는 기업 스스로 주어진 환경에 대해 경영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외국인의 지분율은

효율을 높이려는 유인이 있다는 의미이다.

제한적으로 지출효율성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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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진출기업을 위한 중국경제법 이해

위해 중국 외상투자기업 법제 환경의 변화, 중국

규정, 시장획정, 경영자집중 등의 문제에 대해 살

외상투자기업방식의 전환, 중국 외상투자기업의

펴보았다. 마지막으로는 중국 경제법 및 경영환경

철수방법의 법적 측면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

변화에 직면한 한국 기업의 대응방식에 대한 시사

는 중국 내 기업활동을 위한 세제 환경에 대해 살

점을 살펴보았다.

펴보았다. 특히 기업소득세법의 변화, 이전가격제
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노

박승록

동관계법 변화와 노무관리와 관련된 법제도에 대

3. 평가

해 살펴보았다. 중국 노동법제도의 변화 동향, 중
중국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 목적이 종전 중국에서의 임가공에서 내수시장 개

국 노동법의 주요 이슈 및 대응책, 중국식 노무관

본 연구는 중국의 경제법 변화로 인한 기업의 경

척으로 바뀌고 있다. 본 보고서는 내수시장 개척을 위한 창업, 중국 내 영업활동

리의 배경 및 특징,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노무관

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중국에 이미 진출해 있거

을 위한 기업소득세, 이전세제, 노동 관련법, 중국 내에서 구조조정을 위한 회사

리와 관련하여 새로이 부상하는 과제에 대해 살펴

나 새롭게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게

법, 중국 내에서 공정경쟁을 위한 반독점법, 그리고 중국에서의 철수를 위한 파산

보았다. 제5장에서는 중국 내에서 공정거래와 관

중국 경제법을 알기 쉽게 이해시켜 법률적 무지로

법 등 중국 진출 기업인들의 중국 경제법 이해를 돕기 위한 지침서이다.

련된 중국의 반독점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국

인한 경영애로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연구이

반독점법의 제정과 그 의미, 독점협정, 시장지배

다. 아울러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적 지위 남용행위, 경영자 집중, 경쟁을 배제 또는

확보를 위해 요구되는 구조조정 작업에 유익한 정

제한하는 행정권한의 남용, 독점적 행위에 대한

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불가피할 경우 중국 내 기

조사 등 중국 반독점법의 주요 내용뿐만 아니라

업의 청산절차에 필요한 매뉴얼의 역할을 제공할

몇 가지 심결사례를 통해 논란이 될 수 있는 역외

수 있을 것이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국으로의 기(旣) 진출 기업 및 신규 진출 기업을 대
상으로 중국 경제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

중국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따른 외자기업에 대

였다.

한 세제 우대조치의 대폭 축소, 중국의 신노동법
발표 이후 기업의 인건비 부담가중, 이에 따른 중
국 내 진출 기업의 활발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

2. 연구내용

의 구조개혁, 경쟁력 상실 기업의 시장퇴출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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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완성에 따른 기업

중국 신노동법, 각종 세법, 창업, 구조조정, 퇴출

의 공정경쟁에 대한 법적 기초의 완비 등 중국 내

관련법, 독점금지법과 같은 중국의 핵심 경제법을

외상투자기업의 경영환경이 급변함으로써 이에 대

분석하여 보고서로 펴냄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중

한 중국 진출 기업 또는 중국 진출을 계획하는 기

국 진출 및 중국 내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법

업의 주의가 필요하다.

적 지식을 쌓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중국 경제법에 대한 분산

우선 서론에서는 중국에 대한 한국의 해외투자

된 연구조사 사례를 취합하고 최근의 개별법 시행

추세와 목적의 변화를 살펴보고 경제법 측면에서

령 제정에 따른 주요 내용의 변화를 반영하고자 하

환경 변화를 요약하며, 본 연구의 주요 내용에 대

였다. 또한 각종 경제법의 시행 과정에서 기업이

해 언급하였다. 제2장에서는 외상투자기업의 진

직접 당면하게 된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중

출, 현지화 및 청산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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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ETS를 통해서 본 배출권 초기할당의 이슈와 쟁점

이선화

배출권거래제(ETS)는 온실가스 감축의 주요 수단으로 부상하였으며 기업과 산업

는데 이 방식은 경제성장률이 높은 국가에 절대적

서히 배출권을 유상화할 계획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으로 불리한 방식이라고 한다. 경제가 성숙단계에

는 배출권 유상화의 경우 경제와 산업 전반에 미치

접어든 선진국과 달리 성장이 진행 중인 개발도상

는 효과가 유럽보다 훨씬 치명적일 것으로 예상된

국에서는 경제성장에 따른 온실가스의 추가적 배

다. 우리나라의 경우 EU에 비해 경제의 제조업 의

출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존도가 높을 뿐 아니라 철강, 화학 등 주력 업종 다

도 더 크기 때문이다. EU 내에서도 서유럽 국가와

수가 무역집약도와 탄소집약도가 모두 높기 때문에

동유럽 국가 사이에 국가별 총할당량을 둘러싸고

탄소배출을 유상화하는 경우 탄소산업 이탈효과에

분쟁이 진행되고 있어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성

대해 보다 더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의 비용구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EU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

EU ETS를 둘러싼 쟁점 가운데 주목해야 할 또

는 제도 설계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ETS 시행에 따른 경제적 왜곡

다른 이슈는 탄소산업 이탈효과(carbon leakage)

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배출권 총량을 경제와 산업의 여건에 연동하도록 설정하

에 대한 대처방식이다. 탄소산업 이탈효과란 특정

고 산업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무상할당을 시행하는 등 가능한

지역에서 무역집약도와 탄소집약도가 높은 부문에

본 연구는 EU의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최신 현

대해 탄소배출을 유상화할 경우 탄소배출 비용에

황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ETS의 각 기(期)별 차이

따른 지역 기업의 생산거점 이전 또는 타 지역 기업

점을 도표로 정리하여 한눈에 전체적 흐름을 파악

에 의한 시장 잠식현상을 의미한다. 탄소산업 이탈

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배출권의 초기할당 문제

효과가 발생한다면 이는 산업경쟁력 약화라는 문제

에 대해 경제적 왜곡의 최소화라는 관점에서 기초

점 이외에도 전 지구적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

쟁점을 이슈화하여 설명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탄

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쟁점을 정리하고 있다.

에 오히려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EU는

소산업 이탈효과의 대상이 되는 산업에 대한 기준

먼저 탄소배출권거래제는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

탄소배출 할당권을 유상화하는 2013년 이후에도

설정 작업을 산업계의 관점에서 배출권거래제 도

지구적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이‘왜’
보다는‘어

려해 경제와 산업에 대한 왜곡이 최소화되는 방향

에너지집약적 제조업에 대해서는 이행기를 두고 서

입을 위한 기초과제로 도출하고 있다.

떻게’
의 문제로 대두한 가운데 시장에 기반한 비

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EU의 배출권거래제는 온

용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수단인 배출권거래제에

실가스 감축에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취하고 있는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EU는 2005년 이후

유럽에 의해 시행되고 있어 다른 국가와 지역에도

이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제2 거

시장지향적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중요한 모델로

래기(2008~2012년)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지구 온난화 문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EU의

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도 경제에 미치

경험을 벤치마킹의 사례로 학습할 필요성이 있다.

는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특수성이

한 제도의 유연한 운영이 요구된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3. 평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신축적 설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2. 연구내용

또 배출권 할당과 관련,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
다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은 배출권 할

100

보고서는 탄소배출권거래제도에서 배출권의 최

당상한의 결정방식이다. EU ETS는 절대적 배출

초 할당방식을 EU의 최근 경험과 현황을 중심으로

상한, 즉 경기변동이나 경제성장 단계와 무관하게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를 시행할 때 정책

기준연도 대비 일률적인 배출상한선을 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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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그 이후를 준비하는 한국 기업의 성장과제

전용욱(중앙대)

본 연구에서는 급변하는 경영환경을 기회로 활용하여 도약한 해외 기업의 사례분

사는 옷’
이라는 콘셉트를 내세워 소비자들이 마치

애플은 자사의 숨은 자산(hidden asset)인 유저

생필품을 구매하듯이 여러 색상의 유니클로 제품

인터페이스를 활용하는 동시에‘네트워킹 개발방

을 한 번에 구입하게끔 유도하였다.

식’
으로 신속하게 아이팟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

타타자동차는 이머징 마켓 중산층의 잠재수요

었다. 애플은 간편한 조작과 아름다운 디자인을 가

를 발견하고‘승용차를 구입할 수 없는 인도 서민

진 하드웨어‘아이팟’
과 소프트웨어인‘아이튠

들의 꿈을 실현시키다’라는 창조적 비전 아래

즈’
, 콘텐츠‘뮤직스토어’
를 결합하여 새로운 고객

240만 원 대의‘나노’
를 출시했다. 타타자동차의

가치를 창출하고 IT산업의 선두 기업으로 도약하

성장은 핵심부품과 기술은 해외에 의존하면서도

게 되었다.

‘초저가차’
라는 혁신적인 콘셉트를 바탕으로 현지

석을 통해 향후 시장리더를 추구하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GE는 기업고객 CEO, 정부기관, NGO 등 기업

한다. 이를 위해 기업의 성장을 가능하게 한 전후 인과관계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 논의와 토론의 장

특히 기업의 대응방식을‘능동적 환경 대응’
이라는 유기적인 프로세스 관점에서

인 드리밍 세션(dreaming session)을 통해‘친환

세맥스는 경기에 크게 민감한 시멘트산업의 특

접근하고자 하였다.

경’
에 대한 수요를 포착했다. 또한 신흥국 시장에

성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확보하고자

서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B2B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및 중남미 빈곤

라는 변화를 포착하고 인프라 사업부를 중심으로

층을 대상으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냈다. 세맥스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는 한편, 인프라 사업

는‘partrimonio hoy’
라는 시멘트계를 형성하여

과 전사적 친환경전략인 에코매지네이션과 연계한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여 시멘트 구입을 촉진하고,

환경사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재도약할

그 외 자금 대출과 건축 컨설팅 등을 제공함으로써

수 있었다.

연간 5억 달러 이상의 신규 수요를 창출했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탕으로 삼고 기업사례 분석과 성장 프레임워크를

시장에 맞게 변형 개량한 새로운 제품 개발에서
비롯되었다.

도출함으로써, 기업이 환경 변화 속에서 어떻게 기

리앤펑은 글로벌 아웃소싱이 일반화되고 공급사

끝으로 핵심역량 강화를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기업에 있어 성장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본 연

회를 포착하고 창조적 비전과 혁신적 실행을 통해

슬관리(SCM)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는 환경 변화

전략으로 내세운 경우이다. 도요타는 불황기에 고

구에서는 기업의 성장을 확장이라는 단기적 범위

성장할 수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따라

를 포착하고 가치사슬상 매우 다양한 수준의 업체

급차시장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환경 변화를 기회

를 넘어 장기적으로 기업이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

IT 및 전자산업에는 애플과 하이얼, 의류산업에서

들을 상호 연결해 주는 글로벌 공급망 네트워크 조

로 활용하여 프리미엄 브랜드‘렉서스’
를 출시하

해 환경에 맞춰 적응하고 진화한다는 적극적인 의

는 유니클로와 리앤펑, 산업재에서는 GE와 세맥

정자로의 변신에 성공하였다. 그 결과 리앤펑은 생

고 기업 전체 이미지와 신뢰도를 향상시키며 도요

미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는 과거 급변하는 환경을

스, 자동차산업에서는 도요타와 타타자동차를 각

산 장비나 처리시설은 보유하지 않으면서 공급사

타 브랜드의 판매도 함께 늘리는 성과를 거두었

기회 삼아 지속적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 해외사례

각 분석대상 기업으로 선정하였다. 이들 기업의 환

슬 조정으로 수익을 얻는‘저자본 레버리지 사업

다. 도요타는‘품질’
이라는 핵심역량에서 미국 빅

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 기업들이 위기와 기

경 대응방식에 초점을 맞춰 그 전략을 기회 포착,

모델’
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3와 정면 승부하여 우수성을 인정받는 한편‘렉서

회라는 동전의 양면을 가지고 있는 경기침체를 성

창조적 비전, 혁신 실행으로 나누어 스토리텔링 방

다음으로 새로운 수요창출을 환경 대응방식으로

장의 디딤돌로 삼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식으로 서술하였다. 또한 환경 대응의 구체적 방식

선택한 사례들이다. 먼저 유니클로는 불황기의 소

하였다.

은 (1)사업모델 전환 (2)새로운 수요창출 (3)핵심역

비자 니즈를 포착해내고 기존 의류 시장에는 존재

하이얼은 신흥국 기업이 소비재 분야에서 품질

량 강화 등의 세 가지로 나누어 이들 사례를 분석

하지 않았던‘가격-품질-디자인을 모두 만족시키

강화 노력과 해외시장 확대 전략을 결합하여 성장

하였다.

는 의류’
라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면서 성장

한 사례이다. 하이얼은 선진국 시장의 까다로운

우선 사업모델 전환의 사례로는 애플, GE, 리앤

하게 되었다. 유니클로는 공급자 사슬관리(SCM)

소비자를 기업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발판으로

펑을 살펴보았다. 애플은 IT 버블 붕괴로 개인용

의 혁신으로 경쟁자보다 원가를 줄이되, 품질은 떨

보고‘선난후이(先難後易)’전략을 추진하여 진입

컴퓨터(PC)산업이 침체에 빠지자 새로운 성장동력

어지지 않는 저원가 혁신을 이루었고‘생필품처럼

방식을 고도화하며 선진국 시장으로 진출했다. 소

2. 연구내용
본 연구는 성장기업의‘진행 과정’
을 기본 밑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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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를 통해 고급화 브랜드로 한 단계 도약하게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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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냉장고, 와인쿨러 등 니치 제품으로 소비자 니

과 혁신실행의 결합).

즈에 맞춘 혁신제품 개발로 북미시장에 진출하여

IFRS 적용이 우리나라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기업들의 전략을 ①기회 포착, ②창조적

│주│제│별│연구과제│

2004년에는 전미 가전 메이커 2위로 부상하였다.

3. 평가

비전, ③혁신 실행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나누어
볼 때 한국 기업의 시장 도약을 위한 시사점은 다

본 연구가 갖는 본연적 목표인‘장기적인 기업

음과 같다. 첫째, 변화에는 변화로 대처하라(기회

의 생존과 발전’
이라는 큰 틀에서 풍부한 사례연

포착과 창조적 비전의 결합) 둘째, 환경 변화 속 이

구를 진행하였다. 다양하게 선별된 산업 내에서 선

머징을 추구하라(기회 포착과 혁신 실행의 결합)

도 기업과 후발 기업을 바탕으로 한 여러 혁신 기

국제회계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이

셋째, 숨은 자산(hidden Asset)을 통해 경계를 허

업의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 기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회계투명성 제고 및

물고 뻗어나가라(창조적 비전과 혁신 실행의 결합)

업의 향후 성장방향을 개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회계기준 선진화의 일환으로 회계기준 통일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기 위하

넷째, 외부 파트너의 역량을 조합하라(창조적 비전

시도라 할 수 있다.

여 2007년 3월 15일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따라서 국제회계

강선민(중앙대)₩한봉희(아주대)₩황인태(중앙대)

기준의 적용으로 기업의 총자산, 부채, 자본, 순이익 등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IFRS 적용으로 종속회사의 자산규모나 기업 형
태의 제한규정이 삭제되어 연결대상 범위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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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 많은 선진국에서는 IFRS 도입 이전에

될 것이며, 그로 인해 개별재무제표만을 작성하던

이미 연결재무제표가 주요 공시재무제표로 지정되

기업들 중 많은 수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될

어 있으므로 기업들의 연결재무제표 작성비율이

것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 연결재무제표 작성 기업

거의 100%에 달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비율이 현행 47%에서 일정부분 증가할 것인데, 그

일반적으로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가 아니라

것이 어느 정도일지는 정책당국과 해당 기업, 그리

부수적으로 작성되고 있는데, 2007년 현재 상장기

고 기업 관련 이해당사자들에게 큰 관심사가 아닐

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비율은 47% 정도에 불과

수 없다. 반면 과거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었던 지

하다. 따라서 IFRS하에서 요구되는 연결재무제표

분율이 30%에서 50% 사이에 있는 계열회사들이

의 주재무제표화는 대다수의 선진국들에서는 별다

IFRS 도입으로 연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러한

른 문제가 되지 않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큰 영향을

현상은 특히 계열회사의 규모가 큰 경우에 발생하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즉 IFRS 도입으로 우리나

리라 예상된다. 그 결과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기

라 기업들은 새로운 회계기준에 적응을 해야 하는

업규모와 경영성과의 글로벌 순위가 결정되는 우

한편, 연결을 중심기반으로 하는 시스템 구축 등

리나라의 여러 대기업들의 국제적인 위상이 큰 영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준비작업도 추가로 해

향을 받을 수 있고, 국내 재계순위에서도 지각변동

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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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내용

해 보고 이에 사전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기후변화 재앙인가, 기회인가?
│주│제│별│연구과제│

본 연구는 첫째, Osiris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IFRS를 이미 도입한 각 국가별 재무제표 작성 현
황을 조사함으로써 우리나라 정책당국에 공시가

3. 평가

요구되는 재무제표의 종류와 수를 규정하기 위한

조경엽₩김영덕(부산대)

일정지침을 제공한다. 둘째, IFRS 도입으로 연결

IFRS의 도입으로 인한 회계기준 변경으로 우리

대상 범위의 변경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 기업

나라 기업들의 재무제표는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의 변동을 분석함으로써 해당 기업들과 관련 감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못지않게 IFRS하에서 연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고 신기술 개발을 통한 기회요인을 극대화

독기관들이 이에 대해 적절한 대비를 하고 정책수

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가 되고 연결대상 기업들

기 위한 기업의 단계별 대응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정부 지원은 장기적이고 기초

립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셋째, 이미 연결

이 바뀌게 됨에 따라 재무구조, 경영성과 등 재무

적인 연구에 집중되어야 하며, 기업이 직면하게 될 정책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는 모기업들에 대해서는

제표의 주요 내용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러

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개별적인 정책에 대

IFRS 도입으로 지배력 기준이 지분율 30%에서

한 변화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해 보는 것은 해

한 효과의 점검뿐만 아니라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정책방향과 성과에 대한 평가가

50%로 바뀜에 따라 연결자산, 부채 등이 어느 정

당 기업과 정책당국이 IFRS 도입을 앞두고 이에

도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해 봄으로써 해당 기업들

적절히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것

이 부채비율 등 중대한 재무제표상의 변화를 예상

이다.

필요하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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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으로 기업이 직면할 위험은 물리

기후변화로 기업이 직면한 위험을 물리적 위험

적 위험, 규제적 위험, 소송에 따른 위험, 평판의

(physical risk), 규제적 위험(regulatory risk),

위험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중규제적 위험으로

평판적 위험(risk to reputation), 소송에 의한 위

인한 기업의 손실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

험(risk to litigation)으로 분류된다. 물리적 위험

다. 반면 신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은 폭풍, 홍수 및 가뭄, 해수면 상승, 물 부족 현상

때 위기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녹색산업은 정

에 따른 위험으로 기업의 지정학적 위치와 밀접한

보통신, 생명공학, 나노산업 등과 융합된 형태로

관계가 있다. 규제적 위험은 교토의정서와 같이 국

발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녹색산업 시장의 잠

제적 협약 때문에 의무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재력은 무한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밖에 없을 때 나타나는 경제적 비용의 증가를 의미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주요 선진국들이 추진하고

한다. 평판적 위험은 기후변화가 심화될수록 다배

있는 녹색기술과 녹색정책의 현황과 비전을 분석

출 기업에 대한 평판이 악화되는 위험은 증가하게

하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환경규제를

된다. 기후변화가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로 대두됨

정책별로 세분화하고 정책별 효과를 비교?분석함

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처방식에 대한

으로써 기업친화적인 환경정책이 무엇인지를 평가

소비자의 평가가 기업의 신뢰와 브랜드 가치를 결

하고 있다.

정할 전망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규제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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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수록 규제를 지키지 않는 과다배출자가 많아지

의 창출뿐만 아니라 기존 기술의 융합에서도 나타

면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법 또한 강화될 전망이다.

날 수 있다. 기술의 융합과 통합을 위해서는 기초

에너지 난방방식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과학과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기

승을 가져와 생산이 감소하고 국제경쟁력을 약화시

술개발의 지향점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의무부담을

위한 수출 지원에 있기 때문에 정부가 세세한 부문

지고 있는 선진국은 자국 산업에 대한 불이익을 최

까지 민간을 지도하려는 방식을 지양할 필요가 있

소화하기 위하여 비부담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

다. 정부 지원은 장기적이고 기초적인 연구에 집중

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에

되어야 하며, 기업이 직면하게 될 정책에서의 불확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고 신기술 개발을 통한 기회

실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책의

정부의 다양한 지원제도와 지역지정제도에 의하여 지역난방의 보급이 확산되고

요인을 극대화기 위한 기업의 단계별 대응체제 구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개별적인 정책에 대한 효과

있다. 그러나 지역난방을 강제하는 지역지정제도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축이 필요하다. 1단계,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를 점검뿐만 아니라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정책방

있으며, 개별난방방식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특성, 그리고 전망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이는 기후

향과 성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즉 기존의 기

본 연구는 지역난방과 개별난방의 효율성 평가와 소비자의 선택권 제약이 갖는

변화와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위험과 기회요인을

술개발정책과 보급정책의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

경제적 비효율성을 실증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두 난방방식의 공정

정량화하고 기업의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며, 기술목표를 달성한 기술에 대해서는 성과를 인

서는 기업 내의 장기적인 목표와 이를 구체화한 목

정하는 보상체제도가 필요하다.

│주│제│별│연구과제│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기업들에게 생산비용의 상

조경엽₩조성봉

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표치 등을 설정하는 단계이다. 2단계, 기업의 조직
에 기후변화 대응 혹은 온실가스 감축을 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3단계, 기업의 자체적인 온실가

3. 평가
1. 연구배경 및 목적

스 대응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에 기업의 입장 혹은

2. 연구내용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시민단체, 소비자, 일

본 보고서가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이 성공적으로

반시민, 그리고 정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정착하고, 기업이 이를 새로운 발전의 기회로 활용

본 보고서의 목적은 개별난방에 사용되는 콘덴

본 보고서는 집단에너지의 운영실적과 지원제도

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할 수 있는 경영전략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

싱보일러, 기저 첨두부하 등의 발전효율, 송배전

및 규제로 인해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을 받고 있으

녹색성장을 경제성장으로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 미개척 상태인 녹색산업은 선도형 수익모델 산

손실 등 에너지효율 측면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

며, 해당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집단에너지

정부는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술과 효율성

업에 속하기 때문에 시장을 선점한다는 것은 기업

하여 개별난방과 지역난방사업 간의 쟁점을 가치

사업이 지정되고 있어 개별난방방식과의 공정한

의 향상을 추구하는 정책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

의 생존과 직결된다. 본 보고서는 R&D 투자를 늘

중립적 입장에서 재평가하고 난방방식별 비교평가

경쟁이 저해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생산성 증대를 지원하는 방향의 기술진보, 인적자

리고 새로운 기술을 선점하고 시장을 주도하기 위

의 기준을 검토함으로써 도시가스 개별난방과 지

지역지정제도로 인해 인위적으로 창출되는 수요는

본 축적,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추진

한 기업의 경영 전략을 단계적으로 수립하는데 기

역난방방식의 공정한 경쟁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

시장선택의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

이 필요하다.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혁신은 신기술

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다. 한편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의 97% 이상을 해

하고 있다.

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에너지 원단위가 일본

집단난방방식과 개별난방방식의 효율성 평가의

의 3배에 이르는 우리나라의 비효율적인 에너지

결과는 집단에너지사업이 항상 에너지 효율적이라

소비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합리적인 에너지자원의

는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GS파워

배분방식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와의 비교 결과로 나타난 에너지효율 우위도 사실
상 지역지정제도 등을 통한 소비자선택권 제한을
감안하여 평가해야만 한다. 따라서 과연 4% 미만
의 에너지효율 우위가 미래의 기술개발을 통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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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에너지원의 선택가능성 등을 제한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부의 개입으로 자원배분의
왜곡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미 집단에너지사업이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경제성 확보라는 측

정한 경제성 분석의 결과는 아무리 효율적인 집단

면에서도 개별난방에 비해 전혀 우월성을 갖지 못

에너지 사업자의 실적치도 개별난방에 비해 4% 미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만의 효율성만 보이고 있지만, 실생활세대 에너지

의 지역난방에 대한 다양한 가격보조정책과 지역

사용실측결과에 따라 지역난방 소비자는 개별난방

지정제도를 포함하는 각종 지원제도의 존치 문제

에 비해 29% 정도의 에너지 과소비를 한다는 실측

를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주│제│별│연구과제│

실제 105.7856㎡(32평) 아파트를 대상으로 측

와이키키호텔을 이용한
녹색 엔터테인먼트사업 사업성 평가

강호영

증거를 감안한다면 집단에너지 소비자는 여전히

정부의 녹색성장산업 육성전략이 제조업만이 아니라 관광 등 서비스업에까지 파

25% 정도의 에너지를 과다소비할 가능성이 있다.

급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관광₩서비스산업에서의 성공모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제도를 통해 집단에너

3. 평가

이 필요하다.

지 보급을 국가기본계획으로 지원하는 것이 과연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정부의 목표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본 보고서는 집단난방방식과 개별난방방식과
관련된 정부의 지원제도와 규제(지역지정제도)를

지역지정제도와 같은 소비자 선택권을 제약하는

정성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나아가 두 난방방

규제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CGE 모형을 통

식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실증적으로 평가하고 있

해 분석한 결과,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제적으로 박

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두 난

탈될 경우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방방식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방

않아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야기하며, 결국 국가

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보고서의 의의

적 손실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를 찾을 수 있다. 본 보고서의 결과는 향후 기후

보고서는 지역지정제도를 폐지할 경우 자원배분의

변화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에 능동적으로 대

국민소득 2만~3만 달러 시대를 대비한 미래 성

효율성이 향상되고 소비, 투자, 수출입이 증가하여

응하고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국민생활의 편익

장시장으로서의 관광₩문화 서비스산업의 활성화

GDP가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평가하고

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산업₩분야에서

있다.

평가된다.

의 성공적 비즈니스모델은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1. 연구배경 및 목적

공모델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
라서 이들 비즈니스 환경 및 시장 기반조성에 따라

실정이다. 따라서 미래 가치 창출 및 녹색성장산업

이 사업성 평가 프로젝트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연
구가 필요하다.

2. 연구내용

으로서의 관광₩문화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하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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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델로의 확산이 필요하다. 특히 삶의 질, 휴식

기존 연구가 주로 기술개발, 제조업 및 건축 리

과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에 대한 소비자

모델링 등의 사업영역을 중심으로 사업성 평가에

의 잠재욕구 성장에 비추어 사업성 평가 연구의 필

집중되어 온 반면 미래 성장시장으로서의 관광₩문

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정부의 녹색성장산업 육성

화 콘텐츠, 특히 복합 엔터테인먼트사업에 대한 평

전략이 제조업만이 아니라 관광 등 서비스업에까

가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미래 가치 창출 비즈니

지 파급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구체적으

스모델로서 관광₩서비스산업에서의 성공모델 창

로 관광₩서비스산업에서의 성공모델이 가시화될

출에 기여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의 경영전략

경우 정책의 탄력성도 증대될 것이다. 잠재적 시장

수립₩확충 및 우리나라 최초의 녹색복합 엔터테인

기반 축적으로 해외 유사 비즈니스모델이 국내 성

먼트 시장의 형성에 기여할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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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 목적에 따라 본 연구는 제1장 사업개요,

3. 평가

제2장 사업지 현황 및 리모델링 계획, 제3장 시장

112

성 분석, 제4장 사업주체 분석, 제5장 수요예측 및

본 연구에서는 사업지의 현황 및 시장성과 수요

수지분석, 제6장 총 소요자금 및 상환계획 등의 내

및 소요자금 분석을 통해 녹색성장산업 및 미래 가

용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문헌조사와 더불어 사업

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모델로서의 성공가능성을

현장 및 세계 유수 테마파크 등의 사례분석을 중심

평가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의 경영전략 수립

으로 비즈니스모델, 시장성 및 수요분석, 원가 및

₩확충에 기여함과 더불어 우리나라 최초의 녹색복

수익구조 분석을 통해 소요자금 대비 수익 및 리스

합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

크 정도를 분석하여 사업성을 평가하고 있다.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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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한계유효세율의 추정 및 시사점
│주│제│별│연구과제│

시장경제의 심층분석

김학수

정책모의실험의 결과에 따르면 낮은 법인세율의 인하, 과세표준 구간 기준 소득

- 법인세 한계유효세율의 추정 및 시사점

금액의 인상, 임시투자세액 공제율 확대의 혜택은 법인세 부담이 크지 않은 기업
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높은 법인세율의

- 한국 기업의 성장, 성과 및 특성 비교

인하와 수도권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확대 적용은 높은 한계유효
세율에 직면하고 있는 4분위 기업들에게 보다 큰 폭의 한계유효세율 인하 효과
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금융발전이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사회적 자본의 축적과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 한국 역대정권의 주요 경제정책
- 서비스 분야의 수출산업화 전략
- 국제금융위기와 신자유주의
- 고혹 평준화 해부
-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의 경제적 영향
- 언소주의 불매운동에 대한 적법성 한계
- 양극화와 불균등도의 최근 추이에 대한 분석

1. 연구배경 및 목적

와 부속서류들이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정보에 접
근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법인이 직면하고 있는 법인세

서 기업들이 공개한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기업들

한계유효세율을 추정하고 법인세제 변화에 의해

이 직면하고 있는 한계유효세율을 추정할 수밖에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세제개편 방향

없다.

을 평가하고, 향후 세제개편 방향에 대한 정책적

본 연구는 개별 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법인세 한계유효세율

계유효세율을 추정하고 정책모의실험을 통해 한계

은 법인세법이 정하는 법정세율에 의해 큰 영향을

유효세율이 세제변화에 의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받지만 법정 세율과 동일하지 않다. 한계유효세율

추정함으로써 향후 세제개편 방향을 평가하는 기

은 경제변수뿐만 아니라 세법상의 주요 제도를 반

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영하기 때문에 한계유효세율을 구축하는 데 포함
된 정책변수들이 기업에 직면한 한계유효세율에

- 가계 소비행태와 유동성 제약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2. 연구내용

그러나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한계유효세율은
관측되지 않고 기업의 재무제표에서 추정되어야

본 연구는 법인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투자세액

한다. 그러한 추정에 가장 적합한 자료는 국세청과

공제와 감가상각제도를 반영하고 기업재무제표에

개별 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개별 기업의 납세자료

나타나 있는 기업의 자본구조 및 자산보유 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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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정책 모의실험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투자

는 한계유효세율을 기업 유형별 및 산업별로 제시

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확대 적용은 대

하고 있다. 또한 기업별 한계유효세율을 4분위로

기업과 한계유효세율이 높은 4분위 기업에게 상대

구분하여 분위별 평균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한계

적으로 보다 큰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지

유효세율의 분포의 윤곽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만 그 차이는 0.2%포인트 수준으로 미미한 것으로

결과를 이용하여 한계유효세율을 구성하는 법인세

나타났다. 그 밖에 낮은 법인세율의 인하, 과세표

법상 정책변수들의 변화에 기업들의 한계유효세율

준 구간 기준 소득금액의 인상은 한계유효세율이

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살펴보는 정책모의실험의

낮은 기업들에게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주는 것으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 과정에서

로 나타났다.

한국 기업의 성장, 성과 및 특성 비교

박승록₩최충규₩김현종

이 연구는 한국 기업집단의 성장 및 경제성과에 대한 평가지표 작업을 위한 지속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로 요약할 수 있다.

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아울러 한국 기업과 세계 기업 간 성과 비교, 한국 기업의

3. 평가

성과, 재무적 특성, 투입-산출 관련 자료 작성, 한국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한국 기업집단의 출자연결망 분석 등 기업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와 관련 자료의

첫째, 정부에서 해마다 발표하는 세제개편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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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반영하여 기업이 직면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

본원칙 중 하나인‘넓은 세원, 낮은 세율’
이라는 정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 및 고용 확대의

책목표가 다소나마 달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취할 수 있

반적 한계유효세율은 1991~2007년의 분석기간 동

는 정책 중 하나인 법인세 감세정책의 효과를 분석

안 완만하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한계

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가 기업이 현재 직면하고

유효세율의 크기가 하위 25%에 속하는 기업들이

있는 한계유효세율이다. 그러나 한계유효세율은

속한 1분위와 상위 25%의 기업들이 속한 4분위의

기업의 납세자료와 재무자료 등으로부터 추정되어

차이가 좁혀지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 하지만 가용한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수행하기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관련 분야의 연구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
한 것이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M&A 관련 자료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있다.

둘째, 향후 세제개편의 한 방향은 산업 간 한계

쉽지 않은 연구과제이다. 따라서 법인세법 및 경제

유효세율의 격차를 줄이는 데서 찾아야 할 것으로

여건의 변화와 기업 내부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업

본 연구는 한국 기업집단의 성장 및 경제성과에

만약 본 연구에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가 차후

판단된다. 분석대상에 포함된 기업들을 12개 전 산

의 실질적 법인세 부담정도를 나타내 주는 한계유

대한 지속적인 평가지표 연구를 통해 한국경제연

보다 개선되고, 갱신되며, 외부 연구자들의 인지도

업 및 19개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살펴본 결과에 따

효세율을 기업 수준의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연

구원의 대표 상품으로 본원의 대외 인지도 제고를

가 증가할수록 본원의 대표성 있는 자료로 활용되

르면, 2000년까지 산업 간 한계유효세율의 격차

구 결과는 국내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위해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 기업집단의 성장

고, 연구원 홈페이지의 접속빈도 제고에 기여할 것

가 축소되며 전체 평균 수준의 표준편차를 보이던

본 연구는 기업별 한계유효세율의 추정결과를

및 경제성과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나아가 구축

이다. 장기적으로는 기업연구에 활용되는 자료로

산업별 한계유효세율이 최근 들어 표준편차가 평

산업별 및 기업 유형별 그리고 분위별로 재구성하

된 풍부한 관련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그 외에

서 지속적인 수요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균 한계유효세율의 2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

여 우리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한계유효세율의

도 규모, 기업성과, 재무적 특성 등 기업 관련 연구

된다.

타났다. 이는 현재의 법인세제가 특정산업에 보다

분포의 윤곽을 보여주고 있어서 향후 법인세 관련

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할 경우

큰 세제상의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연구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본원의 기업 관련 연구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현상이 경제 전체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뿐만 아니라 정책변수로 사용될 수 있는 조세제도

기업 관련 연구를 보다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준다는 연구결과 등을 고려하면 산업별로 차별적

관련 주요 변수들의 변화에 대해 개별 기업의 한계

될 것으로 판단한다. 이런 역할은 그 동안 다양한

으로 규정되어 있는 감가상각자산의 기준내용 연

유효세율이 평균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보여

기업연구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기업연구에 도움이

수나 비수도권 투자에만 혜택을 주던 임시투자세

주는 정책모의실험 결과는 향후 세제개편의 효과

될 매우 타당한 시도가 될 것이다. 아울러 한국 기

액공제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를 분석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업의 특성을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 평

첫째, 한국 대기업집단 경영분석 및 국민경제 비

가하는 자료, 기업 구조조정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중에 대한 연구이다. 상위 30대 상호출자총액 제

2009년 시장경제연구백서

2.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 시도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과 관련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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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한국 기업집단의 출자연결망을 분석하

표, 재무상태 변동표 등을 이용한 다양한 기업 경

였다. 사회학 분야에서 개발된 사회연결망 분석기

영성과 및 재무상태를 분석한다. 또한 대규모 기업

법(social network analysis)을 응용하여 우리나

집단의 규모 및 집중도(자산, 매출액, 인력)의 연도

라 기업집단의 출자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기

별 추이를 다루고 있다.

업집단별 계열사망의 특성과 연도별 변화추이를

둘째, 한국 기업과 세계 기업의 성과를 비교 분

분석하였다. 구체적 분석지표로 대규모 기업집단

석한다.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세계 기업들의 규모

의 중앙성 및 중심화(centralization), 응집성

및 기업성과 등을 비교 분석하여 기업성장과 경쟁

(cohesiveness), 위세 및 위세 중심화(prestige

구도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centralization)를 측정하였다.

금융발전이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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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업에 대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

이병기

본 연구는 주식시장이나 은행 등 금융발전이 기업성장의 주요 결정요인임을 실증

셋째, 한국 기업의 성과, 재무적 특성, 투입-산

여섯째, 한국 기업의 M&A 시장 동향을 분석하

적으로 보이고 있다. 금융발전은 전통기업에서보다는 첨단기업의 성장에 더 큰

출 관련 자료 작성과 관련된 연구이다. 기업 프로

였다. 국내 시장에서 발생한 국내 기업 간 M&A,

영향을 주며 첨단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금융발전, 특히 자본시장의 발전이 필요

파일, 기업 규모, 기업성과 및 가치, 재무적 특성,

국내 기업의 해외 기업 M&A, 해외 기업의 국내

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법집행의 효율화와 같

지적재산권, 투입-산출자료 등 기업연구에 필요한

기업 M&A 등에 대한 동향과 특징을 다루고 있다.

은 제도적 환경 개선과 함께 자본시장 하부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

주요 지표를 데이터베이스화하며 기업생산성 측정

동시에 이를 주요 해외시장에서의 M&A 특징과

에 필요한 투입산출 자료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자

비교 분석하였다.

출되었다.

료는 정기적으로 이슈페이퍼, 정책연구과제, 기타
단기과제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기획되고 분
석되었다.

3. 평가
1. 연구배경 및 목적

넷째, 한국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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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한 국가의 금융제도의 발전 수준은 그 나라의
법제도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최근 이

였다.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소유지배구조(소유

본 연구는 기업이론과 관련된 여러 연구 분야에

권, 직접지분, 의결권), 괴리지표, 이사회구조(이사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도이다. 또한 기업

금융발전은 자본의 효율적인 배분을 가져옴으로

분야의 연구 추세는 금융발전의 요인 가운데 법적

회 규모, 사외이사 비율, 사외이사 평균 근속연수

경쟁력 및 기업구도의 변화 등을 파악함으로써 기

써 경제성장을 촉진한다. 최근의 연구 성과에서 보

원천(legal origin), 법집행의 효율성 등을 포함한

등), 감사위원회구조(감사위원회 규모, 감사위원회

업의 경영전략에도 풍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

여주듯이 금융제도가 잘 발달되고 법체계가 효율

제도적 여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시자료

내 사외이사 비율, 감사위원 내 사외이사의 평균

다. 기초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연구원 인

적인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은 이러한 제도

를 이용한 한 연구 결과는 법제도 발달이 외부자금

근속연수), 외국인 소유, 재무구조 등 기업경영에

지도의 제고, 관련 분야 연구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가 덜 발달된 국가에서 활동하는 기업보다 외부로

조달의 중요한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대한 지배요인으로 간주되는 요인들에 대해 조사

것이다. 구축된 기업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부터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한다. 이러한 결과는 금

본 보고서는 금융발전이 어떤 요인에 의해 이루

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소유지배구조 요인에 대

논문(일반, 대학생) 공모 등을 기획한다면 구축된

융제도나 법체계가 기업성장에 중요하다는 의미이

어지는가를 분석하며, 법제도 효율성을 나타내는

해 자산 규모별, 소유권별, 의결권별, 괴리지표별

데이터의 활용도 증진뿐만 아니라 기업연구의 활

다. 현재와 같은 금융위기의 빈번한 발생, 금융발

새로운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금융발전의 결정요인

로 분류하고 또한 시계열적으로도 분류하여 영향

성화, 연구원 인지도 제고, 시장경제교육의 활성화

전의 만성적 지체현상 등 금융 분야의 구조적 문제

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우선 금융발전

과 추세를 분석했다.

에도 기여할 것이다.

는 기업의 성장을 제약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과 기업성장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 결과를 정

는 미시적인 기업 자료를 이용하여 금융발전이 기

리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자료를 이용하여 기업

업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

성장의 요인을 실증분석하였다. 또한 기업성장에

러한 연구를 통해 기업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금

미치는 금융요인을 국가₩기업별 데이터를 이용하

융제도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

여 분석하고 또 금융발전이 어떤 법제도 요인에 의

점을 얻을 수 있다. 한편 은행이나 주식시장과 같

해 변동하는가를 실증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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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갖는다. 우선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금융발전이 요구되는데
자금의 효율적인 배분기능을 담당하는 은행은 물

기업의 재무 관련 지표 등을 통제한 후 금융발전

론 주식시장의 동시적인 발전이 필요하다. 금융발

지표를 이용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식시장의 발

전은 보다 효율적인 기업으로의 자금유입을 도울

전이나 은행의 발전은 기업의 성장을 가져오는 매

것이다. 둘째로 첨단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주식

우 중요한 요인이었다.

시장의 발전이 필수불가결하다. 고위험₩고수익의
벤처기업 육성과 이를 통한 주요 동력산업의 성장

단기업과 전통기업을 구분하여 접근하였다. 첨단

을 위해서도 모험사업을 선별하여 투자하고 자금

최근 경제성장과 관련하여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기업의 경우 금융 중개기관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주식시장의 발달이 지속

신뢰수준의 향상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신뢰수준

의 발전이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요인인 것으로

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로 자본시장의 발전

변동요인의 실증을 위해 법질서수준, 부패수준, 경제자유 등 보다 구체화된 제도

나타났는데, 특히 은행보다는 주식시장의 영향력

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법집행의 효율화 등 제도적

변수들을 도입하여 분석하고 있다.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

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첨단산업의 발전을 위해

환경 개선과 함께 자본시장 하부구조의 개선이 필

적인 요인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의회제도 등에 대한 개혁도 요구된다.

서는 금융발전 중 주식시장의 발전이 매우 중요하

요하다. 또한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은행의 발전을

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가진다.

위해서도 법집행의 시간 단축 및 절차 축소와 같은
실질적인 개선조치 및 법집행의 효율화작업이 지

다. 우선 법적 원천별로 국가를 구분하는 것은 금

속적으로 이루어져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금융 시

융 중개기관의 발전과 주식시장 발전의 국가 간 차

스템의 성과에 관한 연구 결과들은 하부구조의 발

이를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전체적으로 법집행

전 없는 자본시장의 외형적인 팽창이 기업의 자금

의 비효율성은 은행 및 주식시장의 발전과 통계적

조달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으로 매우 유의한 음의 추정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있다. 특히 신용평가시장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이

이는 법집행에 필요한 시간과 절차의 수가 많고 형

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용하여 신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및 제도 신
뢰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졌다. 우선 신뢰가 경제성

우리 사회에서는 최근 선진국 진입의 조건으로

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고 신뢰수준

실물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요소까지도 포

이 거시적 및 미시적 수준에서 무엇에 의해 변동되

식주의가 만연하면 금융부문이 발전하기 어렵다는

함해야 한다는 논의가 힘을 얻고 있다. 지속적인 경

는가를 분석한다. 거시수준의 신뢰수준 변동요인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사법 집행의 효율성이 높은

제성장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제약을 극복하는 것이

에 대한 실증분석에 있어서는 법질서수준, 부패수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그 중의 하나가 사회적 자본

준, 경제자유 등 보다 구체화된 제도변수들을 도입

(social capital)으로서 신뢰이다. 후쿠야마

하였다. 이 보고서는 국가별 데이터를 이용하며,

(Francis Fukuyama)는 대표적 저서인『트러스트』

신뢰의 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높이
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제들을 제시한다.

국가일수록 잘 발달된 주식시장을 가질 수 있고,

3. 평가

이것은 나아가 주식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가져온
다. 마지막으로 은행발전을 위해서는 채권자 보호

이 연구는 기업성장의 요인을 금융발전의 측면

가 중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채권자 보호의

에서 검토함으로써 금융발전의 제도적 결정요인을

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는 국가는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분석하고 또한 금융발전이 첨단기업의 성장전략에

거래비용을 줄이고 대규모 조직에서 구성원들로 하

값으로 추정되어 채권자 보호의 강도가 강할수록

주는 함의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여금 서로 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신뢰라는 사회적

민간 신용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투자자 보호

수 있다. 이 연구는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첨단

자본이 풍부한 국가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추정계수를 보였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활

이 연구는 신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다양한 관

는데, 이는 주식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투자자 보

성화가 필요하며,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점의 분석을 통해 신뢰수준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 중 대표적인 요소라

호가 중요함을 의미한다.

법제도 집행의 효율화 및 신용평가 체제의 개선 등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세계가치조사가 계속 발표

고 할 수 있는 신뢰의 경제적인 역할, 신뢰와 경제

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되고 있어 최근 조사결과를 포함한 통계자료를 이

성장 간의 관계 및 신뢰의 변동요인 및 고신뢰 사

이상의 분석 결과는 제도의 설정 및 설계방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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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본 연구는 금융발전의 효과를 추정하되 먼저 첨

다음은 금융발전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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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인 선진국의 신뢰수준 등에 대해서 보다 심층적

일이 중요하다. 둘째로 높은 경제성장 달성을 위한

석하고 신뢰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

서는 법질서 준수, 부패 척결, 경제자유의 확대 등

인 분석을 시도한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정리

개혁수행에 있어서 이익단체는 보다 개방적인 자세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신뢰에 대한 연구

이 필요하며 선진국과 비교할 때 아직도 낮은 수준

하면 다음과 같다.

를 갖도록 변화될 필요가 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

는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등 다양한 학문영역에

에 머물러 있는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첫째로 신뢰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계

고 활동하는 전문 이익단체의 경우 동질성은 유지

서 진행되어 왔으나 아직도 그 연구의 초기단계에

의회제도 등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정책적인 시사

수를 갖는다. 신뢰가 증대함에 따라 1인당 실질

한다고 하더라도 보다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네트워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신뢰수준을 높이기 위해

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GDP 증가율로 측정한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것

크로 진전됨으로써 공동체의 건전한 사회적 자본형

으로 나타났다. 이전의 연구와는 달리 신뢰수준의

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사

계수가 낮게 추정되기는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

회적 신뢰 향상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부패척결이

의한 0.03 정도의 값이 도출되었다. 둘째로 이익

필요하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지지수(CPI)의

단체의 유형인 Putnam그룹과 Olson그룹이 경제

경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22위로 부패지수

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검토한 결과,

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 경제, 공무원

Olson그룹 참여율이 높아지면 경제성장은 낮아지

사회 전반의 부패수준을 낮추는 일이 신뢰 회복에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로 신뢰수준을 변동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부패 축소를 위해서는 연고

시키는 거시요인을 분석한 결과, 부패의 척결, 관

주의의 타파 및 기업부문에 가해지는 규제의 대폭

료의 질 향상, 법질서 확립, 재산권 보호 및 경제적

적인 축소가 필요하다. 넷째로 사회적 신뢰 제고를

자유의 증진은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

위해서는 재산권의 엄격한 보호와 함께 경제적인

으로 분석된다. 마찬가지로 경제자유지수도 사회

자유의 대폭적인 허용이 필요하다. 다섯째로 법질

적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넷째로

서의 강화 및 법치의 회복을 들 수 있다. 법집행에

신뢰를 결정하는 개인수준의 요인을 분석한 결과

있어 공정성, 일관성, 엄격성을 견지함으로써 사회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

적 신뢰를 회복하여야 할 것이다. 약속을 지키는 사

록 그리고 개신교를 믿는 사람일수록 더 높은 사회

람이 대접받고 약속을 어기는 행위가 처벌받는 제

적 신뢰수준을 보였다. 다섯째로 우리나라는 노르

도의 확보가 필요하다. 여섯째, 정치인과 정당의 정

딕 국가와는 달리 제도에 대한 신뢰수준이 상대적

치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토록 하고 이를 국민에게

으로 낮은 상태이며 그 수준 또한 시간이 갈수록

널리 알리는 장치를 제도화하는 등 정치제도의 신

저하하였다. 특히 정부 3부(입법부, 사법부, 행정

뢰회복을 위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국회의 윤리

부)의 신뢰는 노르딕 국가가 높으며, 특히 사법부

를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방안이 시급히 요

와 입법부에 대한 신뢰수준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구된다. 개인 정치인과 정당의 정치활동을 투명하

이 같은 연구 결과는 몇 가지 중요한 정책적인 시

게 공개함으로써 우수한 정치인들과 열등한 정치인

사점을 던져준다. 첫째로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

을 차별화하고 열등한 정치인을 퇴출시키기 위한

해서는 신뢰자본의 축적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우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필요하다.

리나라는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은 중위권 정도
의 신뢰를 나타내는 국가로서 신뢰수준의 향상은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 경제성장률을 높이

3. 평가

기 위해서는 OECD 국가 평균보다 낮고 최근 들어
더 벌어지고 있는 신뢰수준을 높이고 또 축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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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역대정권의 주요 경제정책

박진근(연세대)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한국 역사상 최초의

들어선 이승만 정권은 미국 공법 480호에 의한 잉

종합적인 경제개발을 의욕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여농산물 원조의 운용에 크게 의존하였다. 따라서

국민경제 전반을‘빈곤의 악순환’
에서 벗어나게

미국의 잉여농산물 원조가 한국 정부의 재정, 민간

한 박정희 정권의 경제정책이 갖는 의미는 결코 과

소비 유형 및 후생 그리고 농업 생산구조 등에 상

소평가될 수 없다.

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중 특히 소

박정희 정권의 제4차 5개년 계획을 넘겨받은 전

비행태와 농업생산에 미친 영향은 극히 구조적인

두환 정권은 박정희 정권의 그것을 토대로 한 정

것으로 뿌리를 내리고 말았다.

책기저를 택하였으나 제2차 국제 자원파동의 충

본 연구는 해방 이래 역대 정권들이 취한 주요 경제정책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4₩19 혁명으로 탄생된 윤보선 정권은 1년도 안

격을 극복하고 신보호무역주의의 대두와 국제적

로부터 현재의 우리에게 주는 정책 행태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역대

되는 짧은 존속기간 중 나름대로의 적극적인 정책

이상고금리 등에 대응해야 하는 내우외환에 즉각

정권들은 그들이 처한 국내외의 경제 환경에서 경제의 원만한 운용을 위해 그들

들을 구사하려 노력하였다. 특히 한국 최초의‘경

직면한다. 결국 박정희 정권의 의욕적인 4차에 걸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정권들이 취한 주요 정책들을 당

제개발 5개년 계획안(1962~1966)’
은 비록 군사혁

친 5개년 계획 이행 과정에서 누적된 내부적 문제

시의 국내외적인 정책 환경에 비추어 그들의 취지, 내용 및 목표들이 갖는 의의

명으로 인해 시행되지 못하였어도 그것이 박정희

점들이 제2차 국제 석유파동과 국제 고금리를 계

정권이 신속히 설계하고 시행한 제1차 5개년 계획

기로 실질적인 경제위기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전

의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경제정책사적으로

두환 정권은 그 나름대로의 당면과제 해결에 전력

의의를 갖는다. 5₩16 군사혁명정권은 짧은 정치

하였다.

를 찾는 데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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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안정시키는 데 역점을 두었다. 전후 복구기에

2. 연구내용

₩사회적 대변혁기의 경제적 혼란을 수습하면서 경

노태우 정권은 전두환 정권에서 이월된 제6차

제발전을 위한 제반 제도의 구축과 기구의 건설에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의 제2차 연도부터 정책

주력하였다.

에 임한다. 그러나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상 최대

혁명 정부를 모체로 한 박정희 정권 경제정책의

의 호경기인‘3저호황’
을 맞이한 노태우 정권은

역대 정권들은 그들이 처한 국내외의 경제 환경

해방 직후 남한경제의 핵심과제는 남북분단의

특징은 4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립과

그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정책 형태를 보인다. 3저

에서 경제의 원만한 운용(즉, 경제의 안정과 발전)

경제적 충격을 극복하고 일제 말기에 강화된 전시

시행에 집약되어 있다. 박정희 정권의 경제정책의

호황이 소멸된 후에는 내수진작에 의한 고성장을

을 위해 그들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였다. 그러나

경제 체제의 문제점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핵심적 특징은 공업화(및 그의 고도화)를 중심으로

추구하였으나 실패하면서 과감히 추진된 안정정책

이들의 정책 효과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비교

정책적 과제는 당시 남한에 진주한 미군정 당국에

한 불균형 성장전략과 수출을 중심으로 한 대외지

으로의 급선회가 경제상황을 극도로 악화시켰는

₩평가하는 일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다. 이의 가

게는 분명히 과분한 과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럼

향형 성장전략의 결합에 잘 반영되어 있다. 박정희

데, 이러한 상황이 김영삼 정권으로 이월되면서 또

장 핵심적 요인은 경제정책은 그것이 최단기적 응

에도 불구하고 미군정 당국은 긴급 원조정책과 병

정권의 이와 같은 성장전략과 그에 따른 주요정책

다른 정책적 오류를 낳는 계기가 된다.

급조치가 아닌 한 장기간에 걸쳐 그 효과를 나타내

행한 경제 체제의 기초를 다지는 데 주력하였다.

들이 낳은 부작용은 소위‘우선 순위상의 딜레마’

기 마련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최단기적 응급조치

결국 미군정 당국의 경제정책들은 과도기적인 응

현상으로 집약될 수 있다. 국내 공업기반이 취약한

시켰으나 사상 최악의 외환₩금융위기를 맞이하도

로서 취해지는 정책들의 경우와 박정희 정권처럼

급조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채 대한민국 정부

상황에서 장기간에 걸쳐 추진된‘신속한 공업화와

록 한 정권이다. 김영삼 정권은 소위‘신경제’개

장기집권의 경우 외에는 어떠한 계량적 평가도 객

로 핵심과제를 넘기게 된다.

공업구조의 고도화 전략’
, 그리고‘수출입국 전략’

념에 입각한‘신경제 5개년계획’
을 제시하였다.

김영삼 정권은 한국을 선진국인 OECD에 가입

관성을 갖기 어렵게 된다. 이와 같은 면에서 본 연

대한민국 초대 정권인 이승만 정권의 경제정책

은 국내 공업부문(특히 선도 부문) 수출주도형 성

그러나 정권 출범과 함께 (경기부양을 위한) 응급

구에서는 각 정권들이 취한 주요 정책들을 당시의

은 초기에는‘한미 경제원조 협정’
이 요구하는 경

장전략은 수입의존형 성장을 낳고, 이는 다시 보다

조치로서 채택한‘신경제 100일 계획’
을 계기로

국내외적인 정책 환경에 비추어 그들의 취지, 내용

제안정에 주력하였고, 6₩25 전쟁 발발에 따른 전

폭넓은 대외의존형 경제성장으로 이어짐으로써 공

‘신경제 5개년 계획’
은 완전히 실종되고 말았다.

및 목표들이 갖는 의의를 찾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

시경제 체제하에서는‘화폐개혁’
을 포함한 전시

업부문을 거대한‘보세가공형 공장’
으로 만들고

그러나 불행히도 신경제 100일 계획의 응급조치

고 있다.

금융₩통화 및 외환정책 체계를 구축하고 경제 질

말았다.

효과가 그대로 고성장 정책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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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은 국제수지 위기를 통한 외환₩금융위기를 낳
본 연구는 해방 후 60여 년간 한국경제가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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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말았다.

서비스 분야의 수출산업화 전략

김대중 정권은 최악의 외환₩금융위기의 경제상

한 번화를‘발전’모체의 시각에서 그 과정을 구체

황을 물려받아 그를 비교적 원만히 수습한 정권이

적으로 탐색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오늘의

다. 최악의 경제 상황을 극복하면서 기업부문과 산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점과

업의 고질적인 구조조정 문제를 해결해야 할 어려

만성적인 과제들의 뿌리를 찾고 더 나아가 그들의

운 과제에 직면한 김대중 정권은 IMF 당국과의 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요

밀한 협조하에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강구

구되는 정부의 정책 행태에 관한 매우 중요한 시사

우리나라 서비스 분야의 수출실적은 잠재적 가능성에 비해 너무 미미하다. 그 이

하였다.

점을 제공하고 있다.

유는 서비스 업종의 수출산업화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철강₩조선₩자

유장희(초빙연구위원)

동차₩반도체 등 수출기여도가 큰 제조업들이 보편적으로 창업단계에서부터 국내
시장보다 해외시장을 겨냥했듯이 서비스분야도 수출산업화하고자 하는‘파격적
발상’
이 필요하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에 역점을 두었다는 것이 특기할만한 사항이다.
만일 이러한 제조업의 수출산업화 방식이 앞으

한국이 세계 12대 수출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제

로 서비스의 수출산업화에도 응용될 수 있다면 우

조업의 발전은 필수불가결한 요인이었다. 초기에

리나라도 향후 서비스의 수출국으로 발돋움할 수

는 단순가공형 섬유제품에서 출발하여 노동집약적

있을 것이라는 가설이 가능하다. 이 가설을 검증해

인 생활용품으로, 그 다음에는 가전제품, 그리고

보기 위해 본 연구는 우선 서비스 분야의 수출산업

최근에는 중공업제품, 첨단기술 관련 제품에 이르

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여건 구축의 구상을 제시

기까지 우리나라 수출상품은 주로 제조업 제품으

해 보고자 한다.

로 구성되어 왔다. 그동안의 수출 전략 중 눈에 띄
는 것은 수출품 개발₩육성에 있어 국내 시장에서
의 수요보다는 해외시장에서의 수요에 초점이 맞

2. 연구내용

춰져 있다는 사실이다. 국제무역론에서 다루는 수
출경쟁력은 개념상 국내에서 성공한 제품이 비교
우위를 살려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으로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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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서비스 분야의 수출산업화 전략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

첫째, 서비스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세계무역기

해 국내에서의 비교우위적 여건 탐색이라는 방법

구(WTO)의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을 뛰어넘어 해외시장을 타깃으로 한‘여건 구축’

규범의 정신과 서비스 분야 개방을 위한 원칙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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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숙지해야 한다. 상품과 달리 서비스 분야는

Opportunity Index, DOI)가 세계 1위이다. 따라

각각의 분야에서 독특한 인적₩사회적₩문화적 이슈

서 우리나라가 이 분야의 서비스를 해외에 판매할

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서비스 전체를 묶어 포괄

가능성은 충분하다. 의료서비스 부문에 있어서도

적 협상을 벌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 따라서 각 분

우리나라는 호스피스와 같은 전문서비스, 유₩무선

야별 특수성과 인적 요소 및 사회적₩문화적 요소

망을 통한 U-헬스케어 등을 충분히 수출할 수 있

까지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서비스 개방협상에

는 가능성이 있다.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도 음악

있어 지켜야 할 몇 가지 원칙, 즉 투명성₩전문성

₩게임₩애니메이션₩방송₩에듀테인먼트 등 5개 분야

₩분야별 특수성 인정 그리고 규제소멸성 등을 철

에서 적은 금액이지만 흑자를 내고 있고 연평균

저히 지켜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

15%에 달하는 성장률을 달성하고 있다. 교육 분야

작금의 국제금융위기가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과다한 통화 공급으로 인한 인위

둘째, 서비스의 특성을 볼 때 우리나라가 서비스

도 매우 고무적이다. 우리나라로 유학을 온 외국인

적인 이자율 인하에 있음을 논증했다. 이 과정에서 국제금융위기가 신자유주의

수출국으로서 발돋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

학생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자비 유학

때문에 발생했다는 주장이 틀렸다는 점을 논증했다. 미국 레이건 대통령 시대가

인지를 파악하여 대비해야 한다. 서비스는 비촉적

생의 경우 2005년에서 2006년 사이 52%나 증가

신자유주의를 실천했다는 주장의 허구성도 입증했다.

(非觸的: intangible)₩수급동시적(需給同時的)₩지

했다.

국제금융위기와 신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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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덕(대구대)

식집약적 특성이 있으므로 불가불 인적 접촉이 요
구된다. 따라서 서비스를 수출하는 주체는 좋은 인
성(人性), 높은 기술 및 지식수준, 철저한 인타의식

3. 평가

(認他意識), 그리고 대외지향적 속성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 국민은 건국신화나 태극정신, 또 이민

보고서에서는 서비스 분야의 수출산업화를 위한

의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외향적 동력이 뛰어나므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서비스

로 서비스 분야를 수출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데 안

수출산업화를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능을

성맞춤이라 할 수 있다.

정부 내에 둘 것이며 둘째, 서비스 수출 진흥을 위

지난 2007년 8월 미국에서 발생한 서브 프라임

셋째, 우리가 수출에 진력할 수 있는 분야로서

한 인적₩물적₩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문 인

모기지 사태는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강타했고

IT 및 이동통신, 의료, 문화콘텐츠, 방송, 한식, 교

력을 양성하기 위해 특별전문학교를 개설해야 한

이후 전 세계는 엄청난 금융위기와 심각한 불황으

통₩물류, 유통업, 교육 및 관광분야를 들 수 있다.

다. 셋째, 서비스 수출은 해외 소비자들의 국내 유

로 빠져들고 있다. 자본주의의 본고장이라 할 수

이들 서비스업이 지금까지 이룩한 수출실적은 그

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입국절차는 물론 국내 체

있는 미국에서 전대미문의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다지 많지 않다. 그러나 앞으로 잠재력은 크다. 소

류기간 동안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편

상당수의 신자유주의 비판가들은 그런 금융위기의

이번 미국발 국제금융위기는 미국 연방준비이

프트웨어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에서만 2007년에

의를 제공해야 할 것이며 넷째, 전 국민의 서비스

원인으로 신자유주의를 지목하여 혹독한 비판을

사회의 금리 인하에 따른 통화량 증가에 의한 인

17억 달러 정도 수출을 했는데, 정부의 지원정책만

역군화(役軍化)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즉 한국경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신자유주의를 국정 철

위적인 이자율 하락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그런

확고하다면 5년 내에 100억 달러 수준은 달성될

제의 선진화는 서비스의 수출산업화 없이 완성될

학의 기본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

원인에 평등주의,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탐욕

것이라고 본다. 인터넷 분야에서도 우리나라가 일

수 없다는 점을 단언하고 있다.

해서는 이번 국제금융위기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

에 기인한 기회주의 등이 가세하였다. 그러나 통

해야 한다.

화량 증가를 이번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

본₩스웨덴₩미국을 제치고 디지털기회지수(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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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및 목적

서도 신자유주의와 국제금융위기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그런 필요성을 충족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

2. 연구내용

아울러 이번 금융위기에 대해 각국 정부는 반자

하는 것은 화폐제도와 금융제도를 간과한 것이다.

본주의적 정책을 처방하고 실행에 옮길 것으로 예

화폐와 금융에 관한 한, 미제스와 하이에크는 우

상되는데 과연 정부의 간섭주의에 입각한 정책이

리가 어떤 정책과 목표를 추구하느냐 하는 것은

작금의 위기를 구제할 수 있는 것인지를 알기 위해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그것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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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화폐제도와 금융제도 전체의 틀, 즉

등주의가 사회주의의 다른 이름이라는 사실을 교

지는 미국에서 발생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상당수

려 국제금융위기는 미국의 각종 반자본주의 정책

‘화폐 헌법’
의 내용이다. 화폐와 금융에 관한 규

육하는 것이야말로 장기적으로 그런 평등주의가

지식인들이 신자유주의를 비판하고 있으나 정밀한

이나 제도, 반자본주의 심리, 자유시장경제를 파괴

칙과 제도가 정책과 그것을 실천하려는 의도보다

발호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금융기관에 대한 규

이론이나 일관된 원칙을 기초로 한 비판은 드물고,

하는 정치제도 등에서 연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제는‘도덕적 해이’
를 필연적으로 불러온다. 금융

일부 전문가는 신자유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이고 있다. 그러므로 작금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자유주의자들은 상품화폐가 시장에서 기원하

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 도덕

상태에서 현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들의 비

서는 신자유주의를 폐기할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

고 진화한 것이고, 지폐는 정부가 발행과 유통을

적 해이를 억제할 수 있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의 기

판은 비논리적이고 심지어 감정적이기까지 하다.

의를 제대로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하고 있다.

독점한 것이라는 점을 오래 전에 지적하였다. 정부

회주의는 이번 위기의 원인들 중에서 유일하게 민

본 연구에서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러한 비판을

왜냐하면 금융위기가 반복되는 것은 신자유주의를

에 의한 지폐 발행의 독점이 금융위기의 제도적 원

간의 잘못이라고 여겨지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

간략하게 반박했다.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를

인이라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은‘부분지급준

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번 기회에 규제를 하

제대로 실천하면 국가적 차원의 위기나 국제적 차

비은행업’
은 이번 금융위기의 제도적 원인 중의

는 것이 마땅하다.

원의 위기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국지적 차원의

먹고 사는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제도

비은행업’
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 자유시장 또는 자본주의를 보호하고 보존하기

는 중앙은행을 폐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예금보험

위한 정치제도를 선택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

본 연구에서는 이번 금융위기가 신자유주의 때

제도도 폐지하여‘은행 쇄도’
를 자유롭게 허용할

다. 20세기에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정치제도

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논증했다. 오히

것을 주장하였다. 물론 민간은행이 상품화폐를 자

로서 사회민주정 또는 사회민주주의제도를 채택하

유롭게 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였다. 사회민주주의는 정부를 모든 국민이 공동으

금융기관 규제자들은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 확

로 소유하는 제도이다. 정부를 공동 소유하기 때문

대를 위하여 금융기관이 비우량 대출을 증권화하

에‘공유의 비극’
이 확산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는 것을 허용하였다. 금융기관은 이러한 증권화로

있다.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는 경제제도를 사회주

인한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파생상품을 개발

의로 바뀌게 한다. 자유시장경제를 가장 잘 보호하

한 것이기 때문에 파생상품은 정부의 규제를 회피

고 보존할 수 있는 정치제도는 자연적 질서이다.

하기 위한 수단이다. 즉 파생상품은 정부의 규제를

자연적 질서란 치안과 국방을 수행하는 정부의 기

회피하기 위하여 시장에서 발전한 것이다. 그러나

능을 인정하지만 강제와 폭력에 기초한 정부가 아

파생상품은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금지의 대상이

니라 그런 기능을 순전히 민간이 담당하는 것을 말

다. 왜냐하면 최근 개발된 파생상품은 자산의 권리

한다.

증만 있고 자산 자체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

레이건 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억제, 실업률 하

론 저소득층에 대한 강제적인 대출을 폐지한다면

향 안정 등과 같은 빛나는 업적을 남겼다. 그러나

이번에 개발된 파생상품은 없어질 수도 있을 것이

반시장적 정책이나 국방비 지출의 증가 등으로 부

다. 만약 상품화폐제도라면 그런 화폐로 이루어진

정적인 효과를 초래한 것도 사실이다. 만약 레이건

거래와 관련한 파생상품을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대통령이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충실히 따랐다면

없다.

명실상부하게 대단한 업적을 남겼을 것이다. 레이

경제적 평등주의는 평등주의적 내용을 포함하고

건과 그 이후의 시대를 명목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있는 규제, 예를 들어 지역재투자법(CRA) 등을 폐

의 시대라고 규정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신자유주

지하는 것, 그런 규제를 시행하고 감독하는 정부

의의 시대였다고 규정하기는 어렵다.

기관을 폐지하는 것 등이 일차적인 해결책이다.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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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폐지하고‘100% 지급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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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이나 불황, 그것도 아주 일시적인 불황이나 혼
란만 발생할 수 있다. 천재지변, 인간의 예측능력
의 한계 등으로 약간의 문제는 언제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금융위기가 자본주의의 본고장으로 일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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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 평준화 해부

김정래(부산교대)

현행 평준화정책은 그 목표와는 달리 현실과 괴리되어 있으며 의도하는 바와는

과 국가독점을 야기하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분

복시키고, 재정상태가 좋지 않으면서 자립의지, 교

석 결과에 따르면 평준화정책은 자유사회의 미덕

육특성화 의지마저 없는 사립학교는 공립학교로

인‘경쟁’
을 교육현장에서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의 폐지 또는 전면 개

써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사회공학적

정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재정상태가 현재로서

계획’
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넷째, 평준화정책이

는 좋은 편은 아니나 자립의지와 교육특성화 의지

지향하는 정책목표와는 달리 각종 병폐현상이 양

가 강한 사립학교의 경우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

산되었다. 평준화정책은 사교육으로의‘쏠림현상’

고 해당 학교의 존립과 정체성 문제를 결정하도록

을 조장하고,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의 교육 이질화

조치한다. 다섯째,‘재정결함보조금’지급을 원천

현상을 만연케 하였다.

적으로 중단하고‘바우처(voucher)제도’
를 도입한

정반대의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 평준화정책의 폐해가 심각한 만큼 학생들이 학

평준화정책을 폐지할 경우 취해야 할 제반조치

다. 재정상태가 양호하지 않지만 자립과 교육특성

교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며 내신제와 3불정책의

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준화정책의 기초가 되

화 의지가 강한 사립학교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재

폐지, 사립학교의 학생선발권 및 학생의 학교선택권 회복 등 평준화정책 폐지에

고 있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7조 제1항과

정결함 보조금의 50%인 1조 원가량의 예산을 매

따른 제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제2항은 경쟁과 차별성이 가장 중시되어야 하는

년 책정하여, 공립학교 전환에 소용되는 비용을 충

교육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독소조항이므로 이는

당한다. 여섯째, 평준화정책 폐지에 따른 공립학교

개정되어야 한다. 이는 시행령이기 때문에 국무회

경쟁력 강화 방안과 법령정비가 필요하다.

의의 의결만으로도 가능하다. 둘째, 내신제와 3불
정책은 폐지하고 고교등급제의 활용 여부는 전형
기관인 각 대학의 소관 사항으로 허용하며, 공사립

3. 평가

어 왔다는 점이다. 정책 실패를 보여주는 교육현장

을 막론하고 각 단위고등학교의 선발을 완전 자율

의 사례로는 사교육 과열, 중학교 교육 정상화 실

화해야 한다. 셋째, 한시적 조치로서 사립학교는

1974학년도부터 시행되어 온 현행 평준화정책

현행 평준화정책은 국가경쟁력과 교육경쟁력 제

패, 사립학교 정부보조금 의존도 심화, 평등교육의

평준화정책의 존폐와 관계없이 적용대상에서 제외

에 대한 내력, 현황 및 폐해를 분석하고 평준화정

고 차원에서 문제가 있으며, 평준화정책 지지자들

실현이라는 명분과는 동떨어진 학군별 불평등 조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립학교의 학생선발권, 등

책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와 그에 대한 대책을 모

이 내세우는 명분과 달리 그 성과는 현실과 괴리되

장과 학교선택권 박탈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평준

록금책정권, 교육내용 편성에서부터 교원의 임용

색하고 있다. 경쟁과 차별성이 중시되어야 하는 교

어 있다. 따라서 평준화정책의 실체와 폐해가 무엇

화정책은 도입 과정 및 그 결과에 있어서 정의롭지

과 급여 문제에 이르기까지 학교의 자율성을 회복

육부문에 대한 평준화정책은 그 지향 목표와는 달

인지 살펴보고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

못하고 부도덕한 정책의 산물이다. 평준화정책은

시켜야 한다. 아울러 기존의 자립형 사립학교와 특

리 여러 가지 폐해를 낳고 있어 국가경쟁력은 물론

이 본 보고서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평준화정책의

유신독재의 산물로 민주적인 합의와 수렴 없이 졸

수목적고에 대한 일체의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규

교육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도 문제가 발견된다. 평

폐지 논거와 폐지 시에 요구되는 대체방안을 강구

속으로 도입되었고 정치적인 계산에 따른 교육정

제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넷째, 기존의 정부보조

준화 폐지의 네 가지 논거와 그에 대한 대안을 제

해 보고자 한다.

책이었다. 우리나라 평준화정책이 벤치마킹한 일

금 문제는 우선 재정상태가 양호하고 자립의지가

시함으로써 평준화정책은‘보완’
되어야 할 것이

본의 학구제(學區制)와 학교군제(學校郡制)는 우리

강한 사립학교의 경우는 모든 영역에서 자율을 회

아니라‘폐지’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나라와는 달리 사립고등학교를 포함하지 않았으며

2. 연구내용

현재 일본은 그 폐해를 자각하여 평준화 전형을 폐
지하고 단위학교별 전형을 실시하고 있다. 셋째,

132

평준화정책의 폐지 논거 가운데 첫째 이유는 평

현행 평준화정책은 국가통제와 정부 개입의 합리

준화정책이 그간 표방해 왔던 정책 목표 및 명분들

화를 위한 산물이다. 평준화는 그 어원부터 인위적

이 현실에서는 실현되지 못하거나 현실과 괴리되

인 질서를 가정하고 있으며 애초부터 국가의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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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의 경제적 영향

GDP는 5.6%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격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이 1년 동안 지속되는

되므로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 회피를 위한 사회적

경우에는 약한 충격이 나타날 경우(mild case)에

격리(social distancing)의 규모를 줄일 방안이 필

도 GDP가 2.2~2.5%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

요하다. 국가 전체가 필요 이상의 패닉상태에 빠지

다.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따라 나타날 경제적

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영향(GDP 감소)은 우리나라가 일본을 제외한 다

조경엽₩송원근

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것으로 전
망했다.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이 단기간(2분기)

3. 평가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으로 인해 한국은 약 0.4~2.5% GDP 손실이 발생하며,

동안 심각하게 나타나는 경우(severe case) 한국

세계경제 총생산은 약 0.5~2.4%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신종 인플루엔자는

의 연간 GDP가 5.6% 감소하는 반면 전 세계 총생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따른 노동 공급 및 수

감염₩사망으로 인한 노동공급의 감소보다는 사회적 격리(social distancing)에

산은 5.0%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요 감소 등의 충격은 국제교역뿐만 아니라 국가 간

따른 수요 감소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된다. 신종 인플루엔

같은 결과는 일본과 더불어 한국의 경우 경제성장

노동 및 자본의 이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

자 감염 회피를 위한 사회적 격리의 확대를 저지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에 있어서 교역의 기여도가 높아 국제 수요의 감소

플루엔자 대유행은 글로벌 차원의 문제라는 점에

에 따른 경제적 타격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는데 기

서 한 나라만을 고려한 분석은 경제적 영향을 과소

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추정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글로벌 모형을 이용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본 보고서는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에 대한 다양

따른 경기침체의 와중에 발생하여 경기가 회복되

한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본원 고유 모형(KERI-

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CGE)을 이용하여 신종 인플루엔자가 세계경제에

있다.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따른 경제적 피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신종 인플루엔자는

에 대한 불안감 및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동중단, 사망 등으로 노동공급이 감소하는 공급

는 과학적 방법에 의한 추정으로 경제적 영향을 합

측면의 충격과 사회적 격리(social distancing)의

리적으로 예측할 필요성이 있다.

확대로 인한 여행, 관광, 음식점 등의 수요가 급감

이에 본 보고서는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의 현

하는 수요 측면의 충격으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황, 이전의 인플루엔자 대유행의 경험 등을 고려한

다. 본 보고서는 감염₩사망으로 인한 노동공급의

시나리오별로 경제적 영향을 추정하고 있다. 본 보

감소보다는 사회적 격리(social distancing)에 따

고서는 글로벌 차원에서 신종 인플루엔자의 경제

른 수요 감소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훨씬 큰 것으

적 영향을 추정하고 이를 통해 신종 인플루엔자 대

로 분석하고 있다.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이 단

유행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기간(2분기)에 그치는 경우에도 공급 측면의 충격

대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으로 인한 GDP 감소는 연간 0.4~0.7%에 그치는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하여 노동의 감소와 사회적 격리 효과를 분석한 본

분석 결과 GDP 감소 등 경제적 피해가 적지 않을

보고서는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의 경제적 영향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을 저지하

을 보다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

는데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수요 측면의 충

가된다.

반면 높은 수요 충격까지 고려한 최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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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록 언소주의 불매운동이 헌법상 보호하고자

국 팝가수 마이클 잭슨 내한공연 반대운동에 대한

하는‘표현’
에 해당한다고 해도 이러한 행위는 타

대법원 민사판결에서도 엿볼 수 있다. 당시 대법원

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만 정

은 공연 반대를 위해 공연기획사와 예매업무를 대

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언소주의 광고주에 대한

행하고 있는 제3자인 은행에 대한 불매운동의 정

불매운동은 이러한 한계를 넘었다. 언소주가 헌법

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은행이 불매운동으로 인한

상의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가지고 있듯 광고

경제적 손실을 우려해 공연기획사와 체결한 계약

주 역시 헌법상‘기업활동의 자유’
라는 기본권을

을 파기했다면 이러한 불매운동은 제3자에 의한

가지고 있으므로 현재 두 개의 헌법상의 기본권이

계약침해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결국

최근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의 광동제약과 삼성 계열사에 대한 불매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고, 양 기본권 사이의 형량이

언소주의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은 헌법상 표현

운동의 적법성 한계를 검토하고 있다. 그 결과 언소주의 불매운동은 헌법상‘표

요구된다. 이익 형량의 결과 광고주의 헌법상 기업

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 위법행위의 영역으로 치

현의 자유’
의 한계를 벗어나고 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범주 내에 포함된다

활동의 자유는 언소주의 표현의 자유보다 강하게

닫고 있는 것이다.

하더라도 또 다른 헌법상 권리인‘기업의 영업활동의 자유’
를 침해하고 있다.

보호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소비자의 불매운동이

│주│제│별│연구과제│

언소주의 불매운동에 대한 적법성 한계

최충규₩신석훈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이유는 특
정 기업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했을 때 소비자가

3. 평가

그 기업의 상품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광고주는 애초부터 언소주

최근 첨예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 광고주 불매

의 불매운동에 대한 직접적 당사자가 아니었으므

운동과 관련하여 헌법상‘소비자의 표현의 자유’

로 제3자인 광고주에게 특정신문에 광고를 게재하

와 헌법상‘기업의 영업 및 활동의 자유’
를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적 평가를 헌법

지 못하도록 하는 행동이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조화시킬 것인가, 소비자 불매운동은 표현의 자유

상 소비자의 표현의 자유의 한계라는 관점에서 접

수 있는 정당성은 그 만큼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

로서 절대적으로 보호를 받는가, 그렇지 않다면

최근 특정 언론사를 압박하기 위해서 직접적으

근하며 이러한 헌법적 한계를 벗어난 언소주의 행

문이다.

그 한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이며, 한계를 넘은 소

로 관련성이 없는 언론사의 광고주에 대한 소비자

위를 형사적₩민사적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

애초의 불매운동의 당사자가 아닌 광고주의 영

비자 운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조치가 취해질

불매운동이 과연 우리나라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다. 특히 소비자의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 자체를

업활동의 자유가 언소주의 표현의 자유보다 우월

수 있을 것인가 등에 대한 논리적 틀을 제공하고

‘소비자의 표현의 자유’
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

절대적 권리로 보며 당연한 권리행사로 보아서도

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1996년 당시 미

있다.

한 찬반논쟁이 뜨겁다. 이러한 논쟁을 법리적으로

안 되고, 또한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 자체가 당

검토하며 기업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불매운동의

연히 위법하다고 보아서도 안 된다. 지금 우리 사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회가 고민해야 할 것은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이

1. 연구배경 및 목적

헌법상 정당한 소비자의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범주 안에 들어 있느냐에 관한 것이다.

2. 연구내용

연구 결과는 언소주의 언론사와 언론사의 광고
주에 대한 불매운동이 헌법상 보호를 받을‘표현’

136

최근 언소주의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은 본래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법에서 표현의 자

의 불매대상인 특정 언론사를 압박하기 위해서 직

유를 보호하는 이유는‘사상의 자유시장’
을 확보

접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각 신문의 광고주 및 기업

하기 위함인데 언소주의 불매운동의 목적은 특정

에 대한 불매운동이므로 이를 고려한 법적 평가가

언론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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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와 불균등도의 최근 추이에 대한 분석
: 가구 특성별 접근

설윤

하였다. 비내구재 소비지출의 양극화 추정결과는

모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가구의 특성에 따라 분할

소비지출을 이용한 추정결과와 상당히 일치하는

하여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기존의 연구들과 차이

결과를 나타냈으나 교육비 지출의 양극화 추이는

점을 갖는다. 또한 소비지출의 양극화 정도를 파악

차이점을 보였다. 즉 교육비 지출로 본 양극화는

하는 데 있어 기존의 연구와는 차별적으로 유동성

2006년 들어 심각하게 상승하였으나 오히려 교육

제약의 존재 여부가 소비양극화의 추정 시 편의를

비 지출의 소비불균등도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

발생시킬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본다.

로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에서 주장된 외환위기 이후의 소득

추정된 소비양극화 결과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양극화 심화현상을 고찰하기 위하여 양극화지수를 추정하여 본 실증분석 결과에

양극화의 심화현상에 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소득

위해 추정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유동성 제약의 문

의하면 소득과 소비양극화의 추이가 외환위기 이후로 심화되지 않았음을 발견하

양극화가 다소 증가했으나 우려할 정도로 심각하

제점을 고려하였다. 가구의 유동자산의 비율로 정

였다. 가구주의 직업₩산업에 따른 분류와 교육수준에 따른 실증분석을 통하여 소

지 않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러한 추정결과의 건

의된 비유동성 제약 그룹과 유동성 제약 그룹으로

득수준과 직업의 안정성과 대졸이상 가구와 고졸 이하의 가구 사이에 뚜렷한 차

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2003년 이후의 가계조사로

분할한 추정을 통하여 우려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이점을 나타나 상대적으로 학력수준에 따른 차별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아

확대된 표본만을 고려하여 가처분소득을 이용한

유동성 제약 그룹에 대한 양극화의 심각성을 발견

결과는 전체적인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하지 못하였다.

울러 공적부조의 실증분석을 통하여 양극화와 불균등도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전통적으로 소득불균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
를 비롯하여 여러 지수들에 대한 연구의 발전과 더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았던 소비양극

공적부조가 포함된 경상소득을 이용하한 추정된

화에 대한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기존의 연구와는

지니계수는 외환위기 이후를 기준으로 공적부조의

차별성을 제공하였다. 가구 소비지출을 이용한 분

두 변수를 통한 공적부조의 효과를 비교한 결과는

석을 통하여 본 실증분석 결과는 1994년 대비 소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와 불균등도를 해소하는 데

극화 혹은 불균등도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었으나

비지출의 양극화수준은 거의 변화가 없거나 양극

큰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공하

상대적으로 가계소비를 이용한 소비양극화와 불균

화지수의 민감도에 따라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고 있다. 회귀모형의 분석을 통하여 소비양극화지

등도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이 사실

보였다. 지니계수 추정을 통하여 본 소비불균등도

수를 설명하기 위한 추세변수는 음(-)의 유의성을

이다.

는 2005년에서 2006년 가장 크게 상승하는 것으

보여 오히려 추세에 따라 소비양극화가 감소하는

로 나타났다.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실업률을 고려한

불어 최근에는 중산층이 줄어드는 소득의 양극화

따라서 본고에서는 1994년에서 2007년도까지

현상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전체 평균의

통계청에서 발표되는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최

가구분류에 따른 결과로부터 생산직 근로자(기

모형에서도 유의한 결과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추

차이만을 강조하는 소득불균등도와는 달리 양극화

근까지 발전된 양극화지수의 추정방법을 이용하여

능공 및 상용노무자와 임시 및 일용노무자)와 사무

세에 따른 소득양극화지수를 이용한 모형은 유의

는 평균이 부분적으로 집락화되는 분포의 변화를

양극화의 심각성 여부를 확인하고 다양한 방법론

직 근로자(공무원, 사무종사자)의 소득불균등도는

하지 않은 결과를 도출했다.

반영한다는 점에서 불균등도와는 차이점이 있다.

적 접근을 통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존재하지만 두 그룹 간의 소득과 소비양극화의 뚜

이러한 양극화의 개념에 대한 중요성은 사회의 내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렷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교육수준에 따른

재적 갈등수준을 표현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중요

그룹 간 소득양극화는 일반적으로 대졸 이상 가구

하게 인식되었다. 하지만 보다 면밀한 분석을 위하

의 소득양극화는 심각하지 않은 반면에 고졸 이하

여 기존의 연구들에서 주로 제시한 전체적인 모집

2. 연구내용

단만을 고려한 분석보다는 직업·산업에 따른 가

138

의 연구들과는 다르게 가구의 분류, 교육수준 등

3. 평가

가구의 소득양극화는 최근까지 심화되는 추세를

소득과 소비양극화의 추이는 외환위기 이후로

보였다. 하지만 크게 두 그룹의 소비양극화의 차이

심화되지 않았음을 발견하였다. 가구주의 직업

는 크지 않음을 발견했다.

₩산업에 따른 분류와 교육수준에 따른 실증분석

구분류와 학력수준 등 가구의 특성에 따라 분할한

본 연구는 소득뿐만 아니라 소비변수를 이용하

실증분석 결과로부터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할

여 소비양극화지수를 추정함으로써 소비양극화와

소비양극화 정도를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비내

을 통하여 소득수준과 직업의 안정성과 대졸 이상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들은 소득양

소득양극화의 추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

구재 소비지출과 교육비 지출에 대한 분석을 실시

의 가구와 고졸 이하의 가구 사이에 뚜렷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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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전체적으로 소비양극

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의 공적

화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교육비

부조의 효과를 살펴본 실증분석 결과로부터 정부

지출을 통한 양극화가 심각하게 발전하였는데 이

의 공적부조가 양극화와 불균등도를 해소하는 데

러한 편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큰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공하

것이다.

가계소비행태와 유동성 제약
: 최근의 경제 충격을 중심으로

│주│제│별│연구과제│

점을 나타나 상대적으로 학력수준에 따른 차별성

설윤

본 연구는 최근의 외환위기와 신용카드 대란의 경제 충격을 고려하여 항상소득가
설을 통하여 가계소비행위에 대하여 실증분석하였다. 가구주의 직업의 안정성과
소득수준에 따라 상이한 그룹으로 분할하여 분석한 결과는 경제 충격을 고려한
구간에 따라 동일한 그룹의 가구들에 대하여 소비행위가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또한 외환위기 직후에 나타날 수 있는 저유동자산가구에 대한 유동성 제약이 존
재하는 실증적 증거를 찾지 못함으로써 저유동자산가구에 대한 유동성 완화 정책
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한 방법론에 기초한 실증분석은 지속적으로 필요
하다.

소비는 경제학에서 가장 오랫동안 연구되고 있

본 연구는 통계청에서 발표되는 미시자료인 가

는 분야 중의 하나로 최근까지도 다양한 이론과 실

계조사를 이용하여 소비의 대표적인 이론인 항상

증분석들의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소비는

소득가설 혹은 생애주기가설을 실증분석을 통하여

GDP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최근에는 소비

검정하여 보고, 가설의 성립여부에 따라 다양한 분

변동성이 GDP 변동성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하고

석을 도입하여 타당한 이론적 근거들을 제시하였

있으므로 소비 향방이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다. 특히 소득수준과 직업의 안정성에 따른 가구

커지는 상황이다. 항상소득가설은 최적소비이론의

분류에 따라 거시경제의 충격과 관련된 소비행태

바탕 아래 합리적 기대를 가진 소비자는 예상된 소

의 변화도 살펴보았다.

득의 변화에 대해 소비가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 하지만 현실에서 실증분석의 결과들은 이론적
가설을 언제나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합리

2. 연구내용

적 기대와 항상소득가설에 대한 이해도는 재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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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최적 효과에 대한 시의적절성, 경기변동의 원

실증분석 결과는 전체 표본기간과 전체 그룹에

인과 확장, 경제성장률에 대한 소득변동의 효과 등

대하여 항상소득가설을 기각할 수 없음을 보였다.

의 이슈에 대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다양

따라서 예상된 소득변화에 대한 소비가 반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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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의 초과민감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여 분석한 결과는 더 이상 초과민감성이 존재하

다양한 유동성 제약에 대한 실증분석들은 유동성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가

제약이 발견된 소비의 초과민감성의 일반적인 원인

상대적으로 긴 소비 계획을 세우는 경우에 소비의

이라는 것을 제공하기에는 불충분하다. 하지만 비

최적경로에서 이탈할 유인이 그만큼 크지 않다는

내구재 소비지출을 구성하는 소비요소에 대한 추정

것을 의미한다. 즉 최적소비경로에서 이탈하여 얻

을 통하여 실증분석 결과가‘주변 합리성(near

을 수 있는 후생의 이익보다 비용이 크기 때문인

rationality)’
의 이론과 부합함을 확인하였다.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소비의 초과민감성의 존재

과거 두 번의 경제 충격을 고려한 표본분할 결과

가 유동성 제약과는 상관없이 각각 다른 소득위험

는 소비의 초과민감성이 경기 전반의 상황에 따라

과 소득수준을 가진 그룹에 따라 다르게 발생되고

각 두 그룹에 대하여 다르게 발생됨을 발견했다.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직업의 안전성과 소득수준이 높은 그
룹(그룹 1)만을 고려한 실증분석은 외환위기 이후
인 1999년부터 신용카드 대란을 포함한 2004년까

3. 평가

지의 기간 동안 예상된 소득변화에 대한 소비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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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보였다. 즉 경제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항상

가 호경기였을 때는 상이하게 다른 두 그룹이 비슷

소득가설 위반 시 나타나는 소비의 초과민감성을

한 소비행태를 보였으나 경제 충격으로 인하여 경

설명할 수 있는 이론으로 유동성 제약이나 예비적

기 하강기 때는 그룹 1이 소비계획에 보다 합리적

저축동기가 주요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인 의사결정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에 유동성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또 다른 실증분석

가구들의 소비평탄화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가

의 증거는 외환위기의 충격이 한창 진행되는 기간

구들이 얻는 후생보다 후생을 위한 비용이 큰 경우

인 1998년의 상위소득과 하위소득가구에 대한 분

에는 실패할 수 있다. 또한 가구의 소득수준과 소

할검정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하위소득가구

득위험에 따라 소비행태가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

는 예상된 소득변화에 대해 소비가 반응하지만 상

적으로 경기 상승기였을 때 대부분의 가구들은 소

위소득가구에 대해서는 소비가 반응하지 않는 것

비최적경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할 유인이 작

으로 나타났다. 1998년과 1999년의 상위 유동성

지만, 외환위기와 같은 경기 하강기에는 소득수준

과 하위 유동성 그룹으로 분할한 결과는 유동성 제

이 높고 소득위험이 작은 가구들이 소비평탄화를

약의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 또한 신용카드 대란의

유지할 유인이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03년과 2004년의 두 해 동안의 비교분석은 두

또한 외환위기와 신용카드 대란 후의 비교 분

그룹 모두 소비의 초과민감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석을 통하여 거시충격으로 인한 경기 하강기의

나타났고 초과민감성이 유동성 제약과는 관련이

하위소득계층의 소비 초과민감성의 존재를 유동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제약으로 설명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기간

한편 월별 자료를 이용한 본 연구는 대부분의 분

동안 저소득가구에 대한 금융시장 접근을 수월하

기별 자료를 이용한 분석과 차별성이 존재한다. 그

게 하기 위한 유동성 완화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룹 1에 대하여 월별 자료를 분기별 자료로 총량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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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소기업 편중 현상 평가와 시사점
│주│제│별│연구과제│

기업정책과 기업규제

김필헌

폭넓고 강도 높은 중소기업 구조조정, 정부의 전략적 지원 및 대기업과의 상생관

- 제조업 소기업 편중 현상 평가와 시사점

계 구축을 통한 기술혁신 역량 제고, 우량 중소기업에 특화된 자본조달창구 마
련, 현행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의 전략적 단순화 및 해외 기업의 국내 진출 유

-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입법논리의 문제점

도, 경직적인 현행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유연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동기 강
화 등이 요구된다.

- 회사의 본질과 이사의 의무
- 공정거래법상의 전속고발제도 폐지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지주회사제도에 대한 논의와 대안적 검토
- 대규모 기업집단의 출자 연결망 분석
-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경제분석
- 임시투자세액공제, 경기회복 때까지는 유지되어야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1990년대 이후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과 함께 정

우리 제조업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보화가 이루어지면서 국제 분업화 체제가 더욱 확

1993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여 왔다. 이

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 국가의 생산기반을 형

와 함께 1996년 이후부터는 5~19명 규모의 중소

성하는 중소기업의 경제적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

기업의 고용 및 사업체 비중이 크게 확대되었다.

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내 제조업에서 영세기업이

특히 5~9명의 소규모 사업체 비중은 1996~2006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년 기간 25.4%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고용

수준을 기록하면서 이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에

비중도 47% 이상 확대되었다.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기업 비중의 확대는 다양한 경로를 거쳐 경제

본 연구는 제조업 부문의 소기업 편중현상이 경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첫째, 소기업의 경제

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살펴보는 동시에 왜

적 비중 확대는 투자와 기술혁신 노력의 부진을 초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을 통

래하고 노동생산성의 제고와 혁신을 어렵게 하여

해 앞으로 지향해야 할 중소기업 정책방향을 제시

우리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소기업 비중 확대는 비
정규직 고용과 기업 간 급여 차이의 확대 등을 통
해 고용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이것이 다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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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 부진을 통한 내수 부진으로 이어져 내수 중심

했으며, 대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방출된 유휴

규모의 확대와 관련해서는 복잡한 현행 중소기업

가 높아지는 가운데 영세 중소기업을 정리할 필요

의 소기업 투자를 부진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야기

자원이 저성장 산업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소기업

수출지원 관련 제도를 전략적으로 단순화시켜 정

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반면, 민생경제 차

할 수 있다. 반면, 일부 학계에서는 소기업 비중 확

이 난립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와 함께 민간소비

책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중소기업 국제

원에서 고용의 대부분을 떠맡고 있는 중소기업 집

대가 경제구도 재편에 따른 자연적인 현상일 수 있

의 장기 침체는 내수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의 수

화 지원이 현행 수출 중심 기조에서 벗어나 해외

단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으며, 소기업 비중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익성 악화를 통해 투자부진으로 이어져 영세화를

기업의 국내 진출을 통한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

많다. 더구나 영세화 현상이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ECD 주요국을 대상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발견했다. 또한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

따른 자연적 현상이라면 이를 꼭 구조조정의 시각

로 실행된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10인 미만 소

국제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비용절감을 통한 가

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관련 규제제도의 정비 및

에서 바라보아야 하는가라는 지적도 있다.

기업 비중의 확대는 전술한 영세화 채널을 통해 경

격경쟁력 회복의 일환으로 기업 간 수직적 분업체

경직적인 현행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유연화를 통

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발견했다.

계가 더욱 심화되면서 중소기업의 영세화가 가속

해 중소기업의 성장동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소기업 비중 확대의 요인은 크게 보편적 요인과
국내 특수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보편적 요인으로

국내 제조업의 소기업 편중현상을 해소하기 위

는 금융발전, 기업 관련 규제, 효율적인 법제도, 시

해 우선적으로 폭넓은 중소기업 구조조정이 강도

장 규모의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금융발전은 기업

높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최근 금융위기 관련

성장에 필수적인 효율적인 투자를 가능케 한다. 기

일부 산업에 국한되어 추진 중인 중소기업 구조조

영세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상실과 나아

업 관련 규제의 개선이나 효율적인 법제도는 기업

정을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

가 국가경제의 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의 경영환경에 있어 불확실성과 과도하고 비합리

다. 이와 동시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우량 중소기

적인 규제로 인한 비효율성을 해소하여 안정적 투

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구조조정을 통해

자 및 기업성장을 가능케 한다.

유출된 생산자원이 이들 기업으로 원활히 유입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기

영향은 이론적으로는 분명치 않다. 시장 규모의 확

술혁신을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의 전

대는 규모의 경제에 따른 이익을 증가시켜 기업에

략적 지원 및 대기업과의 긴밀한 상생관계 구축이

대해 성장동기를 부여한다. 반면 시장 규모의 확대

요구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산업별 내지 업종별 특

는 보다 많은 사업 기회의 제공을 통해 신규 기업

성을 감안한 차별적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이 필

의 시장 진출로 나타날 수도 있다. 대부분의 신규

요하며,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대기업이 중요한 역

기업이 소규모인 것을 감안하면, 시장 규모의 확대

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

는 소규모 기업의 비중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것

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대한 정

이다. OECD 국가를 상대로 한 분석 결과, 시장 규

당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

모의 확대는 신규 기업 진입보다 기존 기업의 성장

이 필요하며, 대기업과 금융기관들이 더욱 직접적

을 더욱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외무역

으로 참여하는 형태의 분업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개방은 소기업 비중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있다.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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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3. 평가

영세화 원인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시도하였고, 이
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중소기업 정책 논의에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금융권은 우량 중소기업에 특화된 자본조달창구

소기업 비중 확대의 국내 특수요인으로는 1997

를 마련해야 한다. 중소기업에 특화된 금융 전문인

년 외환위기 이후 이어져 온 정부의 온정주의적 중

력을 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투자 관련

소기업 정책기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정책 환경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와 함께 우량 중소기업에 대

은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

한 효율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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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임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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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것으로 보인다.

시장 규모의 확대가 소기업 비중 확대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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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입법논리의 문제점

신석훈

규제가 오히려 인위적 진입장벽을 만들어 유통부

SSM 규제 논거에 대한 이러한 비판적 검토를

문에서의 경쟁을 사라지게 하고 궁극적으로 소비

기초로 할 때 SSM과 중소유통점 간의 갈등 해소

자 후생 감소, 고용 감소, 물가상승 등을 야기하여

를 위한 해법은 강자 규제를 통한 약자 보호라는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정치논리에 기초한 따뜻한 가슴보다는 오히려 정

있다. 특히 사회적 규제보다 경제적 규제 성격이

책논리에 기초한 냉철한 머리에서부터 찾아가는

강한 우리나라의 SSM 규제는 더 큰 경제적 손실

것이 바람직하다.

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상생하며 중소유통점을 궁

법리적 접근을 통해 볼 때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

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정책목표는 SSM 규제가

최근 중소유통점 보호를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erMarket, SSM)

호할 헌법상의 의무를 부담하므로 규제해야 한다

아닌 중소유통점들이 자신들만의 장점을 살려

을 규제해야 한다는 논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

는 논거는 옳지 않다. 그 이유는 SSM 규제 논쟁의

SSM과 차별화된 경쟁을 하며 소비자들에게 다양

라에서의 SSM 규제는 경제적 규제로서 선진국에서의 SSM 규제와 단순 비교하

핵심인‘SSM의 영업활동의 자유(헌법 제15조) 및

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경쟁

는 것은 옳지 않을 뿐 아니라 WTO 서비스 협정 위반소지와 위헌소지도 있다.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헌법 제10조)’
와‘국가의 중

활성화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

따라서 중소유통점 보호는 SSM 규제가 아닌 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상

소유통점 보호의무(헌법 제125조)’간의 규범적 충

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집행조직, 전문인

돌과 비슷한 유형의 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를 검

력, 재원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지역상권 활성

토해 보면 알 수 있다.

화제도’
를 신속히 도입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권 활성화제도 도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판례에 따르면 국가의 중소유통점 보호 의무는

사회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SSM 규제를

대형유통점을 규제하는 소극적 방법이 아닌 중소

위한‘유통산업발전법’개정이 아니라 지역상권

유통점이 자생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활성화제도 도입을 위한‘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

주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범위를

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이다.

넘을 경우 SSM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소비자 선
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최근 1,000㎡(300평) 이상 3,000㎡(900평) 이하

비교정책적 접근을 통해 볼 때 대형유통점 규제

의 규모로 일반 슈퍼마켓보다는 크고 대형마트보

는 선진국에서도 하고 있으므로 SSM 규제 역시

중소유통점 보호를 위해 SSM을 직접적으로 규

다는 작은 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erMarket,

문제될 것이 없다는 논거는 옳지 않다. 선진국에서

제할 경우 위헌소지는 물론 WTO 서비스 협정 위

SSM)이 대도시에 이어 지방 중소도시로 확대되면

의 규제는 현재 우리나라의 SSM 규제 논거처럼

반소지가 있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은 타당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에서의 SSM 논쟁이 복잡해진

서 중소유통점과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중

중소유통점 보호를 위한 경제적 목적의 규제라기

이러한 소지를 회피하기 위한 대안으로 최근 정부

이유가 중소유통점 보호라는 정책목표를 SSM 규

소유통점은 정부와 지자체에 지원 강화와 SSM에

보다는 효율적 토지이용과 지역 공간 활용을 위한

가 제시한‘전통상업 보전지역 설정’
을 통한 SSM

제를 통해서만 풀려는 데 있다고 지적하고 이럴

대한 규제강화를 요구하고 있고 SSM은 오히려 자

지역 계획 차원에서의 사회적 목적의 규제 성격이

진입제한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의 실질적 정책

경우 논쟁의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소비자의

신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강하다는 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SSM

목표가 중소유통업 보호라는 경제적 목적이면서도

이익 침해가 항상 문제될 수밖에 없어 이해당사자

있다. 이러한 최근의 SSM 규제 근거를 비교정책적

규제는 경제적 이유로 대형유통점 규제를 금지하

이를‘전통상업 보전’
이라는 문화적 관점에서 접

들 간의 상생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

₩경제적₩법리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해 볼 필

고 있는 WTO 서비스 협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근하려는 것은 정책 목적과 수단의 불일치로 실효

하며 근본적인 정책적 변화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성이 담보될 수 없기 때문이다.

있다.

요가 있다.

경제적 접근을 통해 볼 때 SSM은 골목상권을

3. 평가

붕괴시킨 후 독점력을 행사하여 궁극적으로 유통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킬 것
이라는 규제 논거는 옳지 않다. 최근의 경제이론과
다수의 외국 실증연구를 검토해 보면 대형유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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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본질과 이사의 의무
: 기업금융에 대한 배임죄 적용의 한계

2. 연구내용

당사자중심 회사모델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형법」제355조 제2항에 의하면 배임죄는 ①
‘타
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가그②
‘임무에 위배하

신석훈

이 모델에서는 주주나 채권자가 손해를 본 경우를
회사의 손해로 보고 있다.

는 행위’
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

둘째, 주주들을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진 하나의

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③
‘본인에게 손해

집단(fictional shareholders)으로 보며 이들이 회

를 가한 때’
에 성립한다.

사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주주의 손익여부

이러한 배임죄의 기본 구성요소가 회사법 관련

에 따라 회사의 손익 여부를 판단하는 전통적인 주
주중심 회사모델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1997년 외환위기의 주범으로 대기업들의 낙후된 회사지배구조가 지목되며 이를

사건에 적용될 경우 회사법상 이사는 회사에 대해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사에 대한 배임죄가 적용되어 왔고, 최근 이와 관련된

신임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①이사가 ②임

셋째, 최근 금융이론과 금융 환경의 변화로 인해

삼성사건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으나 법리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무를 위배해서 ③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 배임죄가

전통적인 회사모델들의 전제조건이 변화하고 있으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회사의 본질이라는 차원에서 경영진에 대한 배임죄 적용의

성립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사는 회사에 대해 의

므로‘회사에 대한 이사의 의무’
를 새롭게 해석해

무를 부담하므로 회사의 이익을 위해 경영을 해야

야 한다는 견해를 검토하였다. 여기서는 회사의 본

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분명해 보이

질을 전통적인 회사법학에서 강조하는‘회사의 법

지만 과연 여기서 의미하는‘회사’
가 무엇인지,

인격’
과‘주주의 동일성’
이라는 법적 의제(legal

그리고 배임죄 구성요건인‘회사의 손해’
란 구체

fiction)의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다양한 생산요소

적으로 어떠한 경우인지 등에 대한 쉽지 않은 문

소유자들의 계약적 관계의 집적(nexus of

제에 직면하게 되고 이것은 궁극적으로‘회사란

contracts)이라는 실체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

죄의 구성요건에 포섭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경

무엇인가?’
라는 회사의 본질에 관한 논의로 귀결

다. 특히 옵션 등과 같은 금융수단의 발달로 전통

영이란 항상 실패할 위험을 수반하기 마련이고 경

된다.

적인 주주와 채권의 성격이 혼합되어 가며 주주의

한계를 검토하고 있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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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적인 손익의 주체로 보고 있는 전통적인 이해

외환위기 당시 많은 회사들이 도산하였고 이러

영이 실패할 경우 손쉽게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10년 동안 세간의 주목을 받으며 최근 판결이 확

성격이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의 경영행

한 경영 실패의 원인을 경영자의 부도덕성에 있다

‘본인(회사)에게 손해를 가한 때’
에 해당한다고 볼

정된 삼성 사건과 관련된 배임죄 사안을 두고 벌어

위로 특정 주주나 채권자 등이 손실을 입었다고 해

고 보았던 당시의 분위기는 경영자를 형사처벌로

위험이 있다. 또한 회사에는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

진 학자들 간의 논쟁과 판례에서의 견해 대립도 결

서 바로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다스려야 한다는 주장에 당위성을 부여하기 시작

되는 다양한 이해관계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국은 과연 회사의 본질과 여기서 파생된 이사 의무

회사에 대한 이사의 의무는 특정 구성원에 대한

하였다. 여기서의 형사처벌이란 타인과의 신임관

과연 이러한 구성원들 중 누가 손해를 입어야 회사

의 범위 및 내용에 대한 견해 차이로 귀결되고 있

의무가 아니라 회사에 대한 금융적 청구권의 총체

계를 배신하여 이러한 신임관계에서 발생한 타인

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볼 것인지, 이러한 구성원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영활동에 대한 배임죄

적 극대화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금

의 재산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배임죄

들 중 일부는 손해를 입었지만 다른 구성원들이 이

의 적용여부 판단을 위한 첫 단추인‘회사의 이익’

융과 관련된 이사의 행위가 특정 주주나 채권자에

를 의미한다. 이러한「형법」
상의 배임죄가 기업경

익을 본 경우는‘회사’
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볼

을 위해 경영을 해야 할 회사법상‘이사 의무’
의

게 손해를 준 것 같지만 회사 전체적으로 볼 경우

영에 적용될 경우 회사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업

수 있는지 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내용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을 회사의 본질에 대한

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무를 집행해야만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영자

마음만 먹으면 기업경영과 관련된 상당부분을「형

법경제학적 접근을 통해 세 부류로 구분하여 평가

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법」
상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되고 이럴 경우 진

하고 있다.

경우 문제가 된다. 그런데 이러한 배임죄가 기업경

취적인 기업경영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회

첫째, 독자적인 법인격성을 강조하며 회사의 본

동, 특히 기업금융활동을 배임죄로 처벌해 온 우리

영 관련 사건에 적용될 때 우려되는 부분은 배임죄

사의 본질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을 통해 회사 경

질을 다양한 구성원들과는 독립된 인격체

나라 판례의 논리를 계약적 회사모델의 관점에서

의 범죄 구성요건이 상당히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영과 관련된 이사의 행위에 배임죄를 적용하는 것

(fictional corporation)로 보며 사람처럼 하나의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있어 기업경영과 관련된 상당부분이 손쉽게 배임

의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2009년 시장경제연구백서

보고서는 법적 의제(legal fiction)를 중요시 하
는 전통적인 회사모델에 기초하며 이사의 경영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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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특히 최근의 배임죄 적용 사안인 삼성 사건, SK
사건, 부채를 이용한 기업인수(leveraged buy
out, LBO) 사건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기업경

으로 점점 확대해 온 판례의 논리를 회사의 본질에

영과 기업금융활동에 대한 지나친 배임죄의 확대

대한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며 비판적으로

적용이 우리나라 금융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음을

검토하였다.

강조하였다.

│주│제│별│연구과제│

외환위기 이후 배임죄를 회사지배구조 통제수단

공정거래법상의 전속고발제도 폐지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인권

전속고발제도는“형벌은 행정적 제재수단을 모두 동원한 후에 최후 수단으로 사
용되어야 한다”
는 형벌의 보충성 원리에 부합한다. 동일한 위반행위가 거듭되거
나 그 위반정도가 중대하여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만으로는 법위반 상태의 해소
및 장래에 대한 억지(抑止)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고발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거의 한계와 유지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제시하
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검찰은 전속고발 행사의 주요 대상인 부당공동
행위 사건에 대하여 공정위의 조사능력이 부족하
여 적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형사적 제재도

2. 연구내용

충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정위가 그간 고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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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형사제재의 부

전속고발제도의 유지 논거는 다음과 같이 간략

실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공정위가 전

히 정리할 수 있다. 검찰과 경찰이 직접수사를 할

속고발권을 내세워 검사기소권을 제한하고 공정위

경우 위법행위의 적발 확률을 크게 제고할 수 있다

의 고발 여부에 따라 기소 여부가 결정되게 하는

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대부분의 카르텔의 적

것은 검사의 공소권 행사를 제한하여 국가형벌권

발은 내부의 이윤배분에 불만을 갖고 있는 회원사

행사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의 밀고, 면책제도 및 합법적인 감청에 의하여 적

한 공정위의 행정적, 준입법적, 준사법적 권한으로

발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속

인해 법 집행당국의 재량권 남용 문제를 야기할 소

고발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고발의무₩검찰

지가 있고, 피해자가 직접 검찰에 고발하더라도 처

의 고발요청 등의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위반행위

벌할 수 없게 되어 피해자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를 유형별로 구체화하고 계량화하기 위해 고발지

것이다. 전속고발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상기 논

침을 운영하고 있고, 그 결과 위법행위에 대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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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이 최근 증가추세에 있다. 공정거래사범은 일반

이론상 무리가 없다. 전속고발권제도가 있는 상황

형사범죄와 달리 법위반 여부가 행위 자체에 의해

에서도 공소 자체는 검찰이 여전히 독점하고 있기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경쟁

때문에 기소독점주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

제한의 효과에 따라 달라지는 특수성을 가진다. 어

아니며, 검찰총장이 고발요청권을 보유하고 있어

떤 행위가 법조문에 규정된 행위 유형에 해당한다

공소권과의 충돌 가능성은 낮다. 또한「공정거래

고 해서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

법」개정을 통해 손해배상청구에 관해 시정조치의

가 특정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제한을 가져오

확정을 전제요건으로 요구하는「공정거래법」제57

는지에 대한 합리적 분석이 필요하다. 법 위반의

조 제1항의 규정 삭제와 법원의 손해액 인정제도

정도가 형벌까지 갈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수준

의 도입이 이루어지면 피해자 권리구제가 크게 개

우리나라 지주회사제도의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지분율, 출자단계 제약 등 지주회

인지 여부는 위법성을 판단하는 검찰보다는 경쟁

선될 것이다.

사의 출자구조를 제약하는 규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규제들은 기업

지주회사제도에 대한 논의와 대안적 검토
│주│제│별│연구과제│

김현종₩이태규

에 미치는 효과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의 경영전략에 제약을 가하여 지주회사로의 전환에 장애가 된다. 기본적으로 지

전문기관인 공정위가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회사 체제에서의 지분율, 출자구조 등은 시장원리에 따라 기업 스스로 선택하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공정위와 검찰 간의

도록 하여야 한다.

3. 평가

이중규제로 인해 업무중복 및 처리결과 상충 시의
혼선이 야기되고 기업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본 연구는 전속고발제도와 관련된 대법원과 헌

사법당국의 수사 과정에서는 경쟁법 위반행위를

법재판소의 판례를 근거로 이 제도에 대한 폐지 주

밝혀내기 위하여 소위‘별건수사’
를 통하여 기업

장의 한계와 유지 논거를 쟁점별로 일목요연하게

을 압박할 소지가 크다. 기소독점은 헌법이나 법치

정리하고 있다.

국가 원칙의 본질적 구성부분이 아닌, 형사소송법

향후 검찰, 공정위, 기업, 소비자 등 이해 당사자

과 검찰청법에 의해 설정된 제도에 불과하여 별개

들 간 전속고발제도 논의의 장에 귀중한 참조자료

의 입법취지를 갖는 타법에서 이를 제한하는 것은

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래법 개정을 통해 추진 중이나(2009년 4월 개정안
제안) 현재 법안은 뚜렷한 이유 없이 계류 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력집중을 이유로 한동안

금융지주회사법의 개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금지되었던 지주회사를 1999년 허용하면서 외국

의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주회사제도는

과는 달리 지주회사의 요건을 아주 엄격하게 규정

여전히 외국에 비해 규제가 강한 편이어서 지주회

하였다. 이로 인해 지주회사로의 전환 비용이 높고

사로의 전환 비용이 높은 상태이다. 본 보고서를

전환 뒤에도 기업경영에 장애요소가 많은 실정이

통해 이 같은 현행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

다. 특히 지주회사제도에도 도입된 금산분리의 원

면서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칙으로 인해 이미 금산결합을 이루며 성장한 대기
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결
과가 초래되었다.

2. 연구내용

새 정부 들어 규제개혁 차원에서 금산분리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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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추진되면서 2009년 7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계류 중인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공정거래법 개

(2009년 12월부터 시행)으로 비은행지주회사의 경

정안은 ①부채비율제한 폐지 ②계열사 외 지분보

우 비금융자회사의 소유가 가능해졌다. 금융지주

유 허용 ③손자회사의 증손자회사 보유지분율 완

회사제도에서의 금산분리 완화와 동일한 맥락으로

화 ④금융자회사 소유 허용 등의 규정을 포함하고

일반지주회사제도에서의 금산분리 완화를 공정거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어도 부채비율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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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관계에 있는 몇몇 대형 보험사들은 지주회사

40%), 증손자회사 이하 단계 금지 규제는 잔존하

로 전환하면 관련 출자관계를 모두 청산하여야 하

므로 향후 이들 규제의 폐지가 필요하다. 또한 소

는 상황이 발생한다. 금융지주회사 조직구조에 대

규모 기업이 대규모 기업과 동일한 적용기준을 받

해서도 투명성₩명료성을 확보하는 수준의 규제만

지 않도록 지주회사의 적용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설정하고 최저지분율 규제(상장회사 30%, 비상장

1,000억 원에서 상호출자금지 기업집단 기준인 자

회사 50%)와 수직적 출자 규제 등은 폐지할 필요

산총액 5조 원으로 상향조정할 필요도 있다.

가 있다.

대규모 기업집단의 출자 연결망 분석
│주│제│별│연구과제│

최저지분율 규제(상장회사 20%, 비상장회사

최충규

한편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을 통해 완화된 주요
규제는 ①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소유한도 확
대 ②비금융회사 보유 가능(단, 보험지주회사의 자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분석수단으로서의 사회연결망 분석기법을 응용하여 우리나

3. 평가

라 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출자구조를 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각 기업집단과

회사인 보험사는 비금융회사 지배 불허) ③손자회

소속계열사들의 출자구조상의 특성과 위상을 도출하고, 연도별 변화추이를 살펴

사 지배 시 기존의 업무 관련성 요건 폐지(단, 생명

우리나라 지주회사제도의 큰 특징 중의 하나는

보험사와 손해보험사 간의 수직적 출자는 금지) ④

지분율, 출자단계 제약 등 지주회사의 출자구조를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배 허용(보험지주회사의

제약하는 규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경우 100% 지배를 전제로 증손회사까지 허용, 금

규제는 기업의 경영활동마저 제약하여 비효율적

융투자지주회사의 경우 100% 지배를 전제로 증손

선택을 하도록 하는 등 기업의 전략변수에 악영향

₩고손 이하 단계까지 허용) 등이다.

을 줄 우려가 있으며, 이는 지주회사로의 전환에

본다.

이 같은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개정 금융지주

장애가 된다. 기본적으로 지주회사 체제에서의 지

회사법과 개별 금융업법과의 정합성 부족으로 지

분율, 출자구조 등은 시장원리에 따라 기업 스스

주회사 전환에 높은 비용이 초래되므로 금융지주

로 선택하도록 하여야 하며 법에 의해 규정할 사

회사의 금융 관련 자회사는 개별업법에 따라 운영

항이 아니다. 사외이사제도, 감사위원회 등 기업

사회학 분야에서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는 사회

본 연구의 분석대상 기업집단은 2004년 4월 기

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보험업법에

내부통제 시스템과 증권집단소송제도, 주식매수

연결망 분석기법(Social Network Analysis)이 최

준 30대 민간 기업집단이며, 분석대상 기간은

서는 자산운용 차원에서 비금융회사라도 주식

청구권, 적대적 M&A 위협 등 외부적 견제장치 등

근에는 기업집단 분석을 위한 새로운 도구로 활용

1997년부터 2003년까지이다. 주요 분석지표는 중

15% 이내로 보유가 가능하지만 금융지주회사 체

이 있으며 전자공시제도,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앙성 및 중심화, 응집성, 위세 및 위세 중심화 등인

제에서는 투자대상 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되면 모

회 의결 이후의 공시 등 공시제도도 강화되어 있

기업집단의 특성과 양상들이 새롭게 발견되고 있

데, 본 연구에서는 이 지표들을 출자건수, 출자액,

자관계가 형성되고 보험사는 비금융회사를 자회사

다. 또한 익금불산입, 연결납세제도 등을 통해 자

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분석수단으로서의 사회

출자지분율 등 세 가지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다.

로 가지지 못하므로 보험업법에 따른 주식 보유가

회사 등에 대한 지분율이 높을수록 세제혜택을 많

연결망 분석기법을 응용하여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또한 본 연구에서는 출자를 측정할 때 직접출자뿐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다. 또한 보험업법에서는

이 받을 수 있는 유인구조도 존재한다. 따라서 정

계열사 간 출자구조를 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만 아니라 간접출자도 고려하여 분석하고 있다.

생명(손해)보험의 자회사로 손해(생명)보험의 보유

부가 할 일은 시장규율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각 기업집단과 소속계열사들의 출자구조상의 특성

주요 분석지표 가운데‘중앙성’
은 특정 기업집

가 허용되지만 개정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생명보

강력히 대처하고 시장의 자율감시제도를 활성화

과 위상을 도출하고, 연도별 변화추이를 살펴본다.

단의‘출자관계’
에서 어떤 기업이 얼마나 중심적

험사와 손해보험사 간의 수직적 출자를 금지하고

하는 등 자율적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지원하

본 연구에서는 특히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계열

인 역할을 하는지를 나타내고,‘중심화’
는 각 계열

있다. 현재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간의 수직적

는 것이다.

사의 중앙성(centrality), 응집성(cohesiveness)

사의 중앙성이 얼마나 집중 또는 분산되어 있는지

및 위세(prestige)에 초점을 두고 있다.

를 나타낸다. 반면,‘위세’
는 특정 기업집단의‘피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출자 관계’
에서 어떤 기업이 얼마나 중심적인 역
할을 하는지를 나타내고,‘위세 중심화’
는 각 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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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위세가 얼마나 집중 또는 분산되어 있는지를

각 기업집단의 출자관계에서 총수일가를 포함한

된다. 자료 또한 매우 적절하나 저자 스스로 지적

문제는 아니다. 차제에 정부나 책임 있는 연구기관

나타낸다.‘응집성’
은 특정 기업집단의 출자연결

핵심 계열사들의‘역할’
은 거의 안정적으로 유지

하듯이 2003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쉬운 점이

등에 의해 자료 차원의 노력이 꾸준히 이뤄지는 계

망이 얼마나 응집적인지 또는 연결망 밀도가 얼마

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다섯째, 직접출자뿐만 아니

다. 하지만 이것은 연구자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나 높은지를 나타낸다.

라 간접출자도 함께 고려할 경우 각 기업집단의 출

본 연구의 분석으로부터 도출되는 결론과 시사

자사슬에서 최상위에 위치한 총수일가의 영향력이

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분석대상

더욱 크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경향은 출자건수 기

인 30대 기업집단은 출자연결망 지표에 있어서 매

준 시에는 두드러졌으나 출자액 및 출자지분율 기

우 이질적이고 분석대상 기간 동안 변화의 양상과

준 시에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이는 출자건수 기준

폭도 매우 다양하다. 이는 이들 기업집단을 동일한

시 직접출자가 출자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1로 측

규제대상으로 한 지금까지의 출자 관련 규제에 대

정됨으로써 총수일가의 영향력이 실제보다 과장되

해 암묵적이지만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기한다. 둘

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째, 30대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출자연결망
지표의 연도별 추이는 측정기준별로 매우 상이하
다. 이는 직접적으로는 각각의 측정기준이 포착하

3. 평가

는 면이 서로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출자연결망을

158

분석할 때 여러 기준의 지표를 상호보완적으로 살

본 연구는 작게는 이산(離散, binary) 그래프 위

펴봐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간접적으로는

주의 기존 논의를 가치 그래프(valued graph)로

특정 기준을 잣대로 하는 규제는 불가피하게 전체

확장시킨다는 점에서, 크게는 기업집단의 출자구

의 일면만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면에서의 특징과

조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관

장₩단점을 경시 내지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계적 특징들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연구목적이 명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자산 규모별로는 하위 기

확하다.

업집단으로 갈수록 중앙 행위자의 중앙성, 위세 행

기존의 경제학적 기업집단 연구에서 출자‘관

위자의 위세, 그룹 전체의 중심화₩위세 중심화₩응

계’
의 측면은 거의 고려되지 않았던 반면, 이 부분

집성 등의 지표 값이 커지는 상저하고(上低下高)의

은 사회학에서 먼저 연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사

경향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기업집단

회학자들은 나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

의 자산규모가 커질수록 중앙 행위자 및 위세 행위

이 재무나 회계 등의 지식에 한계가 있고, 기존의

자의 영향력이 감소하여 결국 그룹 전체의 중심화,

경제학적 논의와의 연결지점을 찾는 데에도 어려

위세 중심화 및 응집성도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연구는 다시 경제학의

말해준다. 넷째, 대부분의 기업집단에서 중앙성이

관점에서 연결망 분석을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한

가장 높은 중앙 행위자와 위세가 가장 높은 위세

계들을 적절히 극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

행위자는 분석대상 기간 동안 소속 기업집단의 출

의를 가진다. 또한 지표의 측면에서도 기존 알고리

자관계에서 지속적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

즘이 포착하지 못했던 점들을 포착할 수 있도록 개

다. 이는 분석대상 기간 동안 각 기업집단에서 계

선되었다.

열사 수, 출자건수₩금액₩지분율, 자산 및 자본의

연구방법 측면에서 적절한 뿐만 아니라 기존 연

규모 등이 거의 끊임없이 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의 방법들을 뛰어넘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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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경제분석
: 경품제공행위의 영향분석을 중심으로

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해 경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위법(per se

본 연구는 신문구독 시 제공되는 경품이 구독유

illegal)이 아니라 합리의 원칙(rule of reason)

인이 높은 고객과 절독할 가능성이 있는 구독자 각

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연구의 시사점으로 제시

각에 대해 구독가격을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성격

하였다.

을 가진다고 가정하였다. 이 경우 가격차별기능으
로서의 경품은 양면시장(신문구독자시장과 신문광

김현종

고시장)에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의 이익을 증진

3. 평가

시킬 뿐 아니라 신문구독자의 구독률을 높여주는
현행 공정거래법은 경제적 이익의 제공이 거래관행상 비정상적인지 여부를 검토

효과를 갖는다. 이를 통해 신문광고시장이 확장되

현행 공정거래법은 경제적 이익의 제공이 거래

하여 부당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경

며, 신문에 광고를 제공하는 광고주도 보다 많은

관행상 비정상적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부당고객유

제적 이익제공행위의 경쟁촉진적 측면이 결과적으로 소비자이익과 사회 총후생에

광고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인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위법성 판정에 있어서

이러한 논거에서 본 연구는 경품의 제공이 양면

다. 즉,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해당 경제적 이익의

시장의 사회 총후생을 증진시킨다는 결과를 도출

제공이 시장경쟁 및 소비자잉여에 어떤 영향을 미

하였다. 신문사의 경품제공행위는 경제주체, 즉 신

치는지에 대한 검토는 의무규정이 아니다. 경제학

문구독자의 유형별로 차별화된 효과를 갖는다. 신

적으로 경쟁이 제한되거나 수직계열화된 시장에서

문경품의 제공은 신문구독자 유형별 가격차별 기

경제적 이익의 제공이 유효경쟁을 촉진시키는 행

능을 수행함으로써 신문구독률의 저하를 줄이고

위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거래관행상 비

신문광고 수입을 유지해준다. 즉, 신문경품의 제공

정상적인 것으로 관찰될 수도 있으나 그러한 행위

해 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부당고객유인행위의 동

이 허용되면 신문광고시장이 확대되므로 광고주는

가 실질적인 경쟁촉진의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 또

기와 그 영향을 경제학적 이론분석을 통해 검토하

저렴한 광고료를 지불하고 많은 독자에게 광고할

한 배제할 수 없다.

는 데 있다.

수 있게 되므로 광고주의 후생 수준이 증대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이

생 수준 및 사회의 총후생 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

경품제공을 통해 신문구독자가 증가하며 광고시장

시장경쟁을 촉진시키는 기능이 있다는 이유에서

치는지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우리나라

도 확대되므로, 결과적으로 경품제공은 사회적 총

무조건적으로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지지

후생을 증진시킨다.

되기는 어렵다. 경제적 이익의 제공이 경쟁촉진적

합리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부당고객유인행위가 경제주체들의 후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사건 중에는 불공정거래행위

2. 연구내용

사건의 비중이 현저하게 높으며, 특히 부당고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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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나 산부

성격과 반경쟁적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전체

인행위 사건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렇게 부

본 연구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경쟁하는 행

인과에 대한 유업회사의 경제적 이익제공행위에

적으로 보아 경쟁제한성이 클 때 해당행위를 위법

당고객유인행위 위반사례가 높은 이유는 부당고객

위는 양면시장(two-sided market)의 구조에서

대해서도 양면시장의 관점에서 경제학적으로 분석

하다고 규정해야 할 것이다.

유인행위 유형 중 경품제공행위, 특히 신문구독과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플랫폼(platform) 경쟁의

하였다. 해당행위의 위법성은 해당산업의 여건에

이러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경제

관련된 경품제공 규제 위반행위가 많기 때문이다.

관점에서 경품제공행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

따라 검토되어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위법성을 판

적 이익제공행위의 경쟁촉진적 측면이 결과적으로

부당고객유인행위 규제 위반사례가 큰 비중을 점

다. 이 연구는 신문을 구독자와 광고주를 연계시켜

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예컨대 해당시장의

소비자이익과 사회 총후생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는 상대

주는 플랫폼이라고 보고, 광고료가 어떻게 구독료

규제산업 여부나 질적 경쟁 여부에 따라 경제주체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위법성 판정

적으로 관심을 끌지 못했다. 위반사건의 수는 증가

를 보조하게 되는지를 연구하고 그러한 관계에 경

및 사회후생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에 있어서 합리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결론

하는데 경쟁정책적 분석은 정체되어 있었기 때문

품제공행위가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

에 부당고객유인행위는 경제학적 논의에서 벗어난

다. 또한 약품 리베이트 등 부당고객유인행위도 약

영역, 즉 정치₩사회적 영역에서 논쟁거리로 발전

품선택 등 플랫폼과 의료서비스시장 등 연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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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보고서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통

을 이끌어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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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 경기회복 때까지는 유지되어야

3. 평가

조절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함으
로써 국제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을 지연시킬 수

임투세제도의 실효성과 수혜계층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바로잡고 임투세제도 본연의 경기

도 있는 임투세 폐지에 대한 대정부 정책건의 자료
로 활용하였다.

김학수

투자촉진 조세지원제도 중에서 가장 높은 활용도를 보이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는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있으나 제도 본연의 경기조절기능은 상실된 상태이다.
경기조절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축소 또는 폐지가 필요하지만
그 시점은 경기 팽창국면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그러나 국제금융위기 이후 임투세제도가 설비투
자를 촉진하지 못한다는 견해는 근거가 없을 뿐만

국제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이 진행되는 과정에
서 기업의 투자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

아니라 임투세제도의 폐지는 2.5~3.5%의 설비투
자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분석됐다.

과 함께 법인세 감세기조에 대한 회의적 시각에 대

또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수혜계층은 대기

응하기 위해, 현재 정부에서 고려하고 있는 임시투

업과 같은 담세능력이 큰 기업들이라는 잘못된 인

자세액공제제도 폐지에 따른 투자 위축 가능성과

식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존연구 결과를 인용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정상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하여 수도권 투자에 대한 임투세 공제 확대는 대기

제언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업이 상대적으로 더 큰 수혜를 받지만 비수도권 투
자에 적용되는 높은 공제율의 임투세제도의 주요
수혜대상은 중소기업임을 제시했다.

2. 연구내용

향후 임투세제도 본연의 경기조절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임투세제도의 축소 또는 폐지가 필요하

과거 정부의 정책운용기조에 의해 일시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임투세제도)

지만 그 시점은 경기회복 이후 경기 팽창국면이 적
절하다는 분석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가 상시화되면서 기업들은 이 제도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를 투자계획에 선반영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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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유연화가 일자리 변동에 미치는 영향
: 사업체를 중심으로

박성준

일반적으로 기업은 노동유연화 방안으로 임금체계의 탄력화(임금유연화), 정리해

- 노동유연화가 일자리 변동에 미치는 영향

고, 비정규직 비중 확대 및 외주화(수량적 유연화) 그리고 근로자의 다기능화(기
능적 유연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노동유연화가 일자리 창출

- 노동의 유연안정화 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사업체 실태조사의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았다.

- 차별적 고용보호의 개선과 고용창출
- 노동시장 유연성 및 안정성 국제비교
- 고용회복 착시현상과 최근 고용사정
- 노동시장은 왜 유연해야 하는가?

1. 연구배경 및 목적

수준은 아니지만 일자리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수량적 유연화 및 기능적 유연화는 모

일반적으로 기업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노동의

두 일자리 창출에는 부정적으로 그리고 소멸에는

유연화를 단행한다. 이는 기업을 둘러싼 급변하는

긍정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일자리 순증(純增)에 부

대내외 환경에 신속히 대응해 경쟁력을 제고하기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함이다. 기업은 노동의 유연화 방안으로 임금체

이러한 연구 결과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일자

계의 탄력화(임금유연화), 정리해고, 비정규직 비

리 문제가 단순히 경기요인으로만 돌리기에는 무

중 확대 및 외주화(수량적 유연화) 그리고 근로자

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즉, 기업은 경기와 무관하

의 다기능화(기능적 유연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

게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조직의 유연화를 추구하

본 연구는 이러한 노동유연화가 일자리 창출에 어

고 있고, 이는 자연 노동의 유연화를 동반하게 된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사업체 실태조사의 자료

다. 그러나 기업 차원의 어떠한 노동유연화도 일자

를 토대로 살펴보았다.

리 증가에는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다. 결국 기업이
노동유연화를 통해 경영효율화를 이뤄 성장하더라
도 일자리는 소멸되는, 소위 기업 차원에서의‘일

2. 연구내용

자리 창출 없는 성장’
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금유연화는 비록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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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라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발
견하였다.
그러나 결과에 대한 최종 해석은 다음과 같은 연

창출된다는 일반적 통념이 기업 차원에서도 적용

구의 한계로 인해 경계되어야 한다. 먼저 분석대상

되는지를 검토하였다. 즉 기업 차원에서 해고와 채

이 일정 규모의 최소 2년 이상 존재하고 있는 사업

용 및 임금 등의 조정이 용이하면 기업경쟁력이 제

체들이기 때문에 소규모 단위로 일어나는 창업과

고되고 따라서 일자리가 창출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소멸을 다루지 못한 점, 두 번째는 사용한 자료의

는 데에 의의가 있다.

기간(time span)이 1년에 불과해 장기적 관점에서

보고서는 기업 차원에서 행하는 노동유연화는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는 하겠지만 그에 따

박성준

실제 노동유연화가 일자리 창출에 어떠한 영향을

본 연구는 노동 유연안정화 정책이 중북부의 일부 유럽 국가에서만 노동시장 성

미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 국가와는 특유의 내재적 토양이
다른 OECD 국가의 노동시장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노동시장에서 높은 성과를 내고 있는 덴마크 및
네덜란드와 같은 중북부 일부 유럽 국가의 노동 유

노동의 유연안정화 정책은 고용률 제고, 실업률

연안정화 정책을 OECD 22개 국가에 적용했을 경

감소, 그리고 빈곤율 감소 등 노동시장의 몇몇 지

우 노동시장에서 실제 네덜란드나 덴마크의 경우

표에서 뚜렷한 성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와 같은 성과를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서 노동의 유연안정화 정책은 중북부의 일부 유럽

OECD 22개국에 유연안정화 정책을 적용했을

국가에서만 노동시장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경우 실제 노동시장에서 높은 성과를 나타낸다면

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 국가와는 특유의 내재적 토

유연안정화 정책은 노₩사₩정이 상호 윈윈할 수 있

양이 다른 OECD 국가의 노동시장 성과에도 긍정

는 보편적 노동정책으로 앵글로 색슨계의 고유

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연-저안정화 정책 및 유럽 대륙의 저유연-고안정

이러한 결론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화 정책을 대체하고 세계적으로 공유될 수 있을

실제 사례연구를 통해서 보듯이 네덜란드나 덴마

것이다.

크의 유연안정화 정책은 매우 매력적이다. 실제 우
리나라의 노동시장 정책으로 유연안정화 정책을
채택하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문제
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연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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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이 유연하면 일자리가

노동의 유연안정화 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OECD 국가를 중심으로

높이느냐이다. 가령 유연화를 높이기 위해 덴마크

장 정책의 커다란 흐름(trend)이라는 점이다.

와 같이 기업이 해고와 채용을 자유롭게 할 것인지

차별적 고용보호의 개선과 고용창출

것인지, 그리고 안정화를 위해 실업 급부를 종전

│주│제│별│연구과제│

아니면 네덜란드와 같이 파트타임제를 활성화할

3. 평가

직장의 80%까지 줄 수 있는지, 직업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사회 안정망은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본 연구는 노동의 유연안정화 정책의 성공사례

등등의 문제가 그것이다. 이상 노동 유연안정화의

로 덴마크,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를 소개하는 데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노동시장의 실정에

그쳤던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유연안정화 정책이

맞는 정책을 고안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명한 점은

OECD 국가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실증분석

본 연구의 모의실험에 의하면 우리나라와 같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고용보호

노동의 유연안정화 정책이 OECD 국가의 노동시

하였다는 점에서 독창적이라 할 수 있다.

격차가 큰 경우 정규직의 고용보호를 완화하게 되면 상당한 규모의 추가적 일자

변양규

리 창출이 가능하다. 반면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제한을 완화할 경우 비정규직의
고용은 증가하지만 정규직의 고용이 감소하여 실질적인 고용창출 효과는 미미하
다. 따라서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고용창출을 유도하려면 정규직의 고용보호
완화가 가장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처럼 정규직과 임시직 고용보호의 격차가 큰 경제
를 상정하고 모의실험을 통하여 각종 고용보호 완

한 경제의 고용은 경기순환적 요인뿐만 아니라

화 정책의 고용창출 효과를 살펴보았다. 특히 임시

고용보호의 정도, 준고정적 노동비용(quasi-

직의 고용조정만을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정규직

fixed labor cost), 조세 격차(tax-wedge) 등 제

의 고용보호 완화도 병행하는 정책의 고용창출 효

도적 요인에도 의존한다. 특히 지나친 고용보호는

과를 정량적으로 비교하였다.

고용조정의 비용을 높여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친다. 뿐만 아니라 상호 대체관계가 강한 정규직과
임시직 간의 고용보호 격차 역시 한 경제의 고용창

2. 연구내용

출 수준을 결정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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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용보호가 임시직에 비해 지나치게 높을 경우

본 연구에 의하면 임시직의 고용조정만을 용이

양자 간의 대체현상이 뚜렷하기 때문에 정규직의

하게 하는 정책의 장기적 고용창출 효과는 미미한

고용보호를 완화하는 정책과 임시직의 고용보호를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임시직의 고용보호를 완화

완화하는 정책은 고용창출 측면에서 각기 다른 효

할 경우 임시직의 고용은 증가한다. 이는 임시직의

과를 보이게 된다.

고용조정과 관련된 비용이 감소하여 임시직에 대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보다 정교하고

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구체적인 정량적 분석을 시도하기 위해 우리나라

으로 인해 정규직의 상대적 고용보호는 더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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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고용창출 효과가 미미하다. 반면 정규직의

상에 의해 정규직 일자리는 감소하고 경제 전체의

고용조정비용 경감을 통한 고용보호 완화는 장기

일자리 증가는 미미한 수준이 된다.

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고용창출 효과를 제공하는

모의실험에 의하면 정규직 고용보호는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용창출이라는 장기적

채 임시직의 고용조정비용을 현재의 50% 수준으

과제를 염두에 둘 경우 우리나라 노동시장 개혁의

로 경감할 경우 임시직 고용은 3만4천 명 증가하

시작은 정규직의 고용보호 완화라고 할 수 있다.

노동시장 유연성 및 안정성 국제비교
: 한₩일 노동시장 비교의 시사점

│주│제│별│연구과제│

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정규직과 임시직의 대체현

변양규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고용보호
가 상승한 정규직의 일자리는 약 5천 개 감소하여
경제 전체 고용 증가는 2만9천 개에 그치는 것으

3. 평가

본 연구의 주성분 분석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은

로 나타났다. 실제 스페인, 스웨덴 및 프랑스가 노

지난 10년 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이는 다른 OECD 국가와는 달리 엄격한 고용

동시장 개혁을 통해 고용창출을 유도하였지만 그

본 연구의 특징은 우선 우리나라처럼 정규직과

보호를 유지한 반면 교육₩투자에 대한 지출은 미흡했던 결과이다. 또한 우리나라

효과가 미미했던 이유는 이들 국가가 정규직 고용

임시직의 고용보호 격차가 심한 경제를 상정하고

노동시장은 통상적인 인식과는 달리 일본 노동시장보다 경직적인 것으로 나타났

보호는 유지한 채 임시직 사용만을 용이하게 했기

모의실험을 통한 정량적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시

다. 노동시장의 효율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유연화정책을 지속하면서 동시에 실업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장 개혁을 주장했다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모의실

반면 정규직의 고용보호를 완화하여 고용조정비

험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개

용을 낮출 경우 임시직과의 고용보호 격차가 감소

혁이 정규직의 고용보호 완화에서 시작해야 하는

하고 양자 간 대체유인이 감소하여 정규직 고용유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이다.

자를 포함한 근로자들의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인이 증가하게 된다. 모의실험에 의하면 정규직의

한편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조정비용을 현 교육 수준의 50%로 축소할 경

의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비정규직의 사용을 보다

우 정규직 고용은 약 13만8천 명 증가하는 것으로

용이하게 만드는 정책은 단기적으로 비정규직 근

나타났다. 또한 경제 전체의 고용보호 완화 영향으

로자의 고용사정을 개선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

현재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논의의 최대 관심사

로 임시직 고용 역시 약 2만8천 명 증가하여 총고

로 정규직 근로자의 일자리를 축소시켜 총고용을

중 하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면서 동시

용은 약 16만6천 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증대시키는 효과가 미미할 것임을 알 수 있다. 따

에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는 정규직의 고용보호를 완화할 경우 지난 2001년

라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통한 고용창출이

다. 이런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각국

이후 우리나라 연평균 취업자 증가의 약 55%에 해

정책목표라면 비정규직의 사용을 용이하게 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의 수준을 파악하는

당하는 일자리가 추가로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하는

정책보다는 정규직의 고용보호를 완화하여 노동

것이다.

것이다.

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동시에 정규직과 임시

본 연구는 우선 기존의 유연성 및 안정성 측정

시장의 유연성은 OECD 22개국 중 1998년 11위에

종합하여 보면 우리나라와 같이 정규직의 고용

직 간의 고용보호 격차를 줄이는 정책이 근본적인

방법의 단점을 보완하는 주성분 분석(principal

서 2007년 18위로 하락하여 포르투갈, 스페인, 그

보호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정규직과 임시직 간의

해결책임을 지적한 것도 본 연구의 성과라고 할

component analysis)을 활용하여 1998~2007년

리스 및 프랑스에 이어 5번째로 경직적인 것으로

고용보호 격차가 큰 경우 임시직의 사용을 용이하

수 있다.

사이 OECD 22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 및 안정성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보다 노동시장이 경직적

을 측정하였다.

인 4개국은 지난 10년 간 노동시장 안정성의 향상

게 하는 정책은 정규직에 대한 임시직의 대체효과

1. 연구배경 및 목적

일본의 노동시장 개혁 과정에서 나타난 공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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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을 파악코자 하였다.

2. 연구내용
본 연구의 주성분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동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종신고용제로 대표되

을 보인 반면 우리나라 노동시장 안정성은 1998년

는 일본의 노동시장이 통상적 인식과는 달리 우리

21위에서 2007년 22위로 하락하여 여전히 최하위

나라보다 유연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본 연

권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일본의 노동시장이 우리나라 노동시장보다

170

유연하다고 평가되는 원인을 찾고 동시에 한국과

일본은 전후 고도성장기 동안 높은 노동이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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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종신고용제라는 경영방식

종은 기간제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회복 착시현상과 최근 고용사정

그러나 일본 역시 지난 10년 간 유연성과 안정성

노동시장이 경직화되었다. 그러나 버블경제 붕괴

의 동반 하락을 경험하여 성공적으로 노동을 개혁

후 임시직 사용에 대한 규제완화로 노동시장 유연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을 높였으며 최근 금융위기에는 정규직 고용조

결과는 일본이 임시직 사용규제 완화를 통해 유연

정도 크게 발생할 정도로 종신고용제의 전통이 약

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실업자의 재취

화되어 통상적 인식과는 달리 더 이상 경직적이지

업 활성화 기능을 하는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의

축소되면서 장기실업률이 상승한 것에 기인한다.

하면 2007년 일본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22개국

이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유연

금융위기 저점을 통과하면서 경기가 회복되고 있고 이에 따라 고용사정 개선에

중 10위로 우리나라 노동시장보다 유연한 것으로

화정책만 시행할 경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

대한 기대감도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기대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성으

나타났다.

렵다는 것을 의미하며, 유연화정책을 보완하여 안

로부터 발생한 착시현상에 기인한다. 본 연구는 노동시장과의 연계가 취약한 우

정화정책을 병행할 경우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리나라 실업자의 특성과 공공부문 위주의 일자리 창출정책에서 착시현상의 원인

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을 찾는 동시에 이런 착시현상을 제거하고 현재 우리나라 고용사정에 대한 정확

한국과 일본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결정짓는 요
소들을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일본에

│주│제│별│연구과제│

을 통해 근로자의 충성도를 이끌어냈으나 그 결과

변양규

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비해 경직적인 것은 우선 정규직 해고요건이 까다
롭고 해고절차가 복잡한 것에 기인하며, 또한 파견
직의 사용범위와 사용기간에 대한 제약의 차이에

3. 평가

서 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경영상의 이

172

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 우리나라는 근로자 대표에

본 연구는 지난 10년 간 OECD 국가의 자료들을

게 50일 이전에 통보하여야 하나 일본의 경우에는

이용하여 각국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의 변

법적인 조항이 없으며, 또한 노조에 통보하는 것은

화를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로 평가된

관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임시직

다. 또한 이러한 측정을 근거로 우리나라 노동시장

2008년부터 시작된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저점은

근로 사용에 대한 규제가 일본보다 엄격한 것으로

의 유연성 및 안정성 현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했다

2009년 1/4분기로 추정된다.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기간제근로의

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저점을 통과하면서 국내총생산은 계절조정 전기비

1. 연구배경 및 목적

정확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내용

사용기간이 최장 24개월이며 정규직 강제전환 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일본의 노동시

성장하고 있으며 지난 3/4분기에는 3.2% 성장을 기

실업률 및 취업자 수를 기준으로 고용사정을 판

정도 있는 반면 일본의 기간제근로 사용기간은 36

장보다 유연하지 못한 이유가 정규직 해고요건이

록하였다. 이와 더불어 각종 지표에서 경기회복세가

단할 경우 두 가지 착시현상의 가능성이 있다. 첫

개월이고 정규직 강제전환 규정도 없다. 한편 파견

까다롭고 해고 절차가 복잡한 점, 그리고 파견직의

감지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회복세는 주요 선진국

째, 노동시장과의 연계(labor force attachment)

직근로의 사용범위에 있어서도 큰 격차가 관찰된

사용범위와 사용기간에 대한 제약이 많다는 점에

에 비해 상당히 빠른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경

가 낮은 실업자들은 경기가 침체할 경우 구직가능

다. 우리나라는 파견직근로의 사용을 32개 직종에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양국 모두 유연화정책과

기회복세와 더불어 2010년 고용사정 역시 회복될 것

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구직활동을 포기하

만 허용하고 있으며, 허용기간은 최장 24개월인

함께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

이라는 기대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실업률이 하향

고 비경제활동인구가 되는 경향이 강하며, 결과적

반면 일본은 4개 분야를 제외한 모든 직종에 허용

음을 지적하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안정세를 보이고 취업자 수 역시 급감세를 벗어나

으로 공식 실업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처럼 노동

하며 허용기간도 일반파견업무는 36개월, 전문 업

개혁방향을 제시하였다고 하겠다.

고용사정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시장과의 연계가 약한 노동력이 많은 경제에서는

2009년 시장경제연구백서

그러나 이런 기대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성

실업률이 항상 낮은 수준을 유지하며 경기가 침체

으로부터 발생한 착시현상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

해도 실업률이 급등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착시현상의 원인과 가

실업률로 고용사정을 판단할 경우 착시현상이 생

능성을 점검하고 현재 우리나라 고용사정에 대한

길 여지가 있다. 둘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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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민간부문 일자리는

급감하지 않고 고용회복도 빨리 이루어지는 것처

2009년 2/4분기에는 27만7천 개(-1.2%) 줄어들

럼 보이지만 실제 민간부문 고용사정은 이보다 나

고 3/4분기에는 32만3천 개(-1.4%)가 줄어 감소

쁠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창출된

세가 확대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공공부문 일자리

일자리의 질이 낮고 지속성이 약한 경우 이러한 착

를 포함한 경제 전체 일자리 증가세를 기준으로 민

시현상의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간부문 고용사정 개선을 기대하기엔 무리가 있는

박동운(단국대)

실업률 수준으로 판단한 우리나라 고용사정은 다

것으로 보인다. 미국 및 일본과 비교하여도 우리나

른 OECD 국가에 비해 크게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라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세가 지나치게 높은 것으

그러나 구직단념자나 한계근로자 및 추가취업 희망

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2008년 1월 계절조정 취

노동시장 유연성의 중요성과 이러한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등을 미국, 영

자를 반영한‘노동력 저활용 대체지표(alternative

업자를 기준(100)으로 볼 경우 우리나라 공공부문

국, 뉴질랜드, 아일랜드, 독일, 일본 등에서의 노동시장 유연성 비교를 통해 제시

measures of labor underutilization)’
로 살펴볼

일자리는 2009년 1월 이후 급증하여 10월에는

하고자 하였다.

경우 우리나라 고용사정은 훨씬 더 나쁜 것으로 추

142.3을 기록하였으며 희망근로 및 청년인턴 등

정되었다. 특히 이번 금융위기 동안 대체지표는 공

공공부문 일자리 계약이 종료된 11월에는 139.6을

식 실업률에 비해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록하였다. 이는 미국(2009년 11월 100.5) 및 일

한 지난 1970년 이후 OECD 24개국 자료를 비교한

본(2009년 10월 102.1)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

결과 우리나라 실업률은 경기변동에 민감하지 않은

준이다. 따라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의한 착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성장률이

현상으로 민간부문 고용사정 회복이 과대평가될

1% 하락할 경우 실업률은 0.22%p 상승하는데 이는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 재

OECD 평균 0.31%p나 미국 0.41%p에 비하면 낮은

정적 부담을 동반하고 또한 창출된 일자리의 질이

수준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처럼 근로자들의 노

나 지속성 역시 낮은 것을 감안하면 이제는 공공부

동시장과의 연계가 약한 경제에서 실업률의 수준이

문 위주의 일자리 창출보다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

나 변화 정도를 근거로 고용사정을 판단하는 것은

출 여력을 키우는 데 더욱 집중해야 한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이 유연한 나라는 경제상황

미국 노동시장은 친시장적이어서 유연성이 높아

이 좋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는 경제상황이 좋지 않

성장의 엔진 역할을 했다. 영국 노동시장은 마거릿

부정확한 자료에 근거한 판단이며, 이러한 착시현

다. 일례로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호황기에 들어

대처의 노동개혁 이후 유연성이 높아져 성장의 엔

상을 제거할 경우 우리나라 고용사정은 실업률이

선 1992년 이후 노동시장이 유연한 미국과 영국은

진 역할을 했다. 뉴질랜드 노동시장은 1991년「고

연평균 3%대 안팎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노동시

용계약법」도입으로 유연성이 높아져 성장의 엔진

장이 유연하지 않은 독일과 일본은 겨우 연평균

역할을 했다. 아일랜드는 노₩사₩정의 자발적 참여

1%대 성장률을 기록했을 뿐이다.

로 체결된「사회연대협약」
으로 유연성이 높아져

나타내는 것보다 더 나쁘다고 할 수 있다.

3. 평가

한편 일자리 관련 예산 규모는 2008년 2조1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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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은 왜 유연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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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고용위기를 극복할 경우 경제 전체 일자리가

억 원에서 2009년에는 추경 포함 4조7천억 원으

본 연구는 우리나라 실업률 및 취업자 수 변화에

로 확대되었으며 이로 인해 2009년 공공부문 일자

는 착시현상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이러한

본 보고서는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근거로 노동

성장의 엔진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일본 노동시장은

리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착시현상을 감안할 경우 우리나라 민간부문의 고

시장 유연성은 성장의 엔진이라는 점을 내세워 노

잘못된 노동관행으로 유연성이 낮아 성장의 엔진

2010년 일자리 관련 예산을 약 3조5천억 원으로

용사정은 결코 양호하지 않음을 보였다. 따라서 본

동시장 유연성과 관련된 이슈를 논의하였다.

역할을 하지 못했다. 독일 노동시장은 사회주의정

잡고 공공부문 일자리 약 55만 개를 만들 예정이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고용사정에 대한 정확한 정

책으로 유연성이 낮아 성장의 엔진 역할을 하지 못

다. 따라서 금융위기 동안 우리 경제 전체의 일자

보를 제공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정

했다. 한국 노동시장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친

리 감소가 작고 다른 국가에 비해 빨리 회복세를

보는 2010년 일자리 정책 수립 및 집행에 도움이

노정책으로 유연성이 낮아져 성장의 엔진 역할을

보이는 것은 공공부문의 단기적 일자리 창출에 기

될 것으로 평가한다.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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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09년 연구 외 사업

1. 경제교육사업
공공부문
- 사법연수생 시장경제교육
- 국회사무처(입법고시 합격자 및 승진자) 시장경제교육
- 공군 장성 진급자 시장경제교육
- 소방방재청(소방서장) 시장경제교육
- 중소기업청(기업규제담당 7급 공무원) 시장경제교육
- 교육과학기술연수원(시도교육청 4급 서기관) 시장경제교육
- 중앙공무원교육원(신규임용 5급 사무관) 시장경제교육
- 경찰 간부 시장경제교육

오피니언 리더 및 대학생
- 방송작가 시장경제교육
- 중등교사 시장경제교육
- 대학생 시장경제교육: YLC(Young Leader’
s Club)
- 대학생 시장경제교육: EIC(Elite Intensive Course)

온라인 및 방송매체를 통한 시장경제교육
- 온라인 시장경제강좌
- 국방 TV 방송제작

회원사 시장경제교육 지원사업

KERI

ANNUAL REPORT 2009

2009년도 시장경제교육 개관
2009년도는 전경련, 자유기업원과 국제경영원 등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해 오던 시장경제교육을 통합₩조

대상별 교육 프로그램

정하고 각 기관 간 역할분담을 통해 비용 효과적인 시장경제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힘쓴 한 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원은 재계가 추진하는 시장경제교육 프로그램을 디자인하고 기관 간 역할을 조율하고, 교육과정
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오피니언 리더와 일부 공공부문 경제교육을 직접 시행하였으며, 공공부문 교육프
로그램 개발 및 강사진 섭외 등을 지원하였다. 국제경영원과 자유기업원 등 외부 위탁교육기관은 본원과

공공부문

전경련의 위탁을 받아 시장경제교육을 시행하였다.

시장경제교육 추진체계

오피니언
리더 및
대학생

온라인 및
방송매체
회원사

▣ 사법연수생 시장경제교육

연 1회: 7월/ 2주간(7일차 전일교육, 2박 3일 산업시찰)

▣ 국회사무처(입법고시 합격자 및 승진자) 시장경제교육

연 1회: 7월/ 1일차 전일교육, 2박 3일 산업시찰

▣ 공군 장성 진급자 시장경제교육

연 1회: 11월/ 4일차 전일교육

▣ 소방방재청(소방서장) 시장경제교육

연 1회: 6월/ 2일차 전일교육

▣ 중소기업청(기업규제담당 7급 공무원) 시장경제교육

연 1회: 5월/ 2일차 전일교육

▣ 교육과학기술연수원(시도교육청 4급 서기관) 시장경제교육

연 1회: 6월/ 2일차 전일교육, 1일 산업시찰

▣ 중앙공무원교육원(신규임용 5급 사무관) 시장경제교육

연 1회: 6월~7월/ 3일차 전일교육, 2일간 산업시찰

▣ 경찰 간부 시장경제교육

연 6회: 4월~6월, 9월~11월/ 2일차 전일교육

▣ 방송작가 시장경제교육

연 1회: 12월/ 2박 3일 합숙교육

▣ 중등교사 시장경제교육

연 2회: 동계-1월, 하계-7월/ 직무연수 점수인정

▣ YLC (Young Leader’
s Club)

연 2회: 2월, 8월/ 3박 4일 합숙교육

▣ EIC (Elite Intensive Course)

연 2회 : 2월~7월, 8월~11월/ 학기 중 5개월 코스

▣ 온라인 시장경제강좌

연중지속/ 홈페이지를 통한 시장경제교육 강좌 제공

▣ 국방 TV 방송제작

국방 TV용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주1회씩 9개월 방송

▣ 회원사 시장경제교육 지원사업

회원사 우선으로 신청기업에 교육지원

이 밖에 온라인 시장경제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주요 시장경제교육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온라인
또한 2009년은 시장경제교육 대상을 민간부문에서 공공부문으로 확대하는 원년이 되어, 국가 차원의

으로 실시간 시장경제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였다.

시장경제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종전까지 전경련에서 실시해 온 사법연수
생과 공군 장성 진급자 교육 이외에 입법고시 합격자, 경찰 간부(6회), 중소기업청 공무원, 소방방재청 공
무원, 행정고시 합격자 등으로 시장경제교육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군 장병 교육의 일환으로 국방TV 경제

향후 더 체계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시장경제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의 소매중심 교육에서 도매중심
의 교육으로 시스템을 전환할 계획이다.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모니터링 등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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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육│사업│

사법연수생 시장경제교육

이 지금까지 일구어낸 경제발전은 바람직하지 못

사회후생의 손실을 가져온다. 본 강의는 규제개혁

한 정책이나 인식에 의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

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여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다. 시장경제를 유지하는 틀은 무엇인가를 정확히

첫째, 자유경쟁 및 공정경쟁의 보장, 둘째, 규제의

짚어보고, 반기업정서, 잘못된 규제로 인한 파급효

순편익 극대화, 셋째, 규제의 유효성 확보, 넷째,

과, 교육문제 등을 살펴보며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

규제의 투명성 확보, 다섯째, 국제적 보편성 확보,

하였다.

마지막으로 민간 자율 및 자기책임이다. 이상의 기
본원칙을 중심으로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 정부 규

2) 시장경제 메커니즘의 이해와 오해
시장경제교육을 통하여 사법연수생들이 한국경제의 현황 및 기업의 역할, 현실
경제의 메커니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법
집행에 있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직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박광량(홍익대학교 교수)

교육기간: 2009년 7월 6일(월)∼17일(금)

7일차 전일교육/2박 3일 산업시찰

시킴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직무
교육장소: 한국거래소 별관 3층

시장은 기회의 바다이다. 시장참여자가 열심히

이 왜곡된 방향으로 규제되고 강제된다면 부의 창

노력하는 이유는‘누군가’자신의 재능을 알아줄

출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본 강의는‘왜 시장가

것(구매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며, 시장이 존

격이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기구인가?’등

재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능은 사장될 수 있다. 또

의 60가지 질문을 통하여 시장경제체제의 원리를

한 시장은 기회포착을 위해 깨어 있는 자에게 기

설명하였다.

회를 준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만연된 반기업정
서와 반기업인정서는 기업가정신의 저하를 가져

3) 세계 경제위기의 본질과 전망

하도록 함.
- 법 집행 및 운영에 있어 시장경제이론을 접목
수행 및 전문성 도모

폭락을 신호탄으로 대공황을 맞이한다. 그렇다면

대우조선해양(거제도) → 현대자동차(울산) →

은 어떻게 극복되었는가?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코 역사관(포항) → 삼성전자(수원)
참 석 자: 제39기 사법연수생 총 40명

1) 자유시장경제와 한국경제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발전을

바른 경제상식을 갖추게 함.

182

2009년 시장경제연구백서

9,291억 달러로 세계 15위의 경제규모에 올라 있
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

■ 복거일(경제평론가)

동아시아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역임과 동시

가? IMF 위기의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본 강의는

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들 가운데 하나이

세계경제의 흐름을 되짚어 봄으로써 앞으로 발생

다. 반세기 동안 휴전 뒤에도 평화조약을 체결하

할 수 있는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였다.

지 못해서, 남한과 북한은 아직 기술적으로는 전
쟁 상태이며, 만일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면 대만

4) 규제개혁의 원리와 논리

반세기에 걸쳐 일구어냈다. 2008년 기준 GDP는
- 시장경제원리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통해 올

6) 동아시아 역사에 대한 경제적 해석

기축통화는 어떠한 경제적 흐름 속에 탄생되었는

■ 김영용(본원 원장)

2. 교육효과

을 제시하였다.

산업혁명 이후 세계경제는 1929년 뉴욕 증시의
대공황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또한 대공황

3. 주요 내용

오고 있다. 본 강의에서는 기업가정신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 윤창현(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산업시찰:

현대중공업(울산) → 포항제철소(포항) → 포스

■ 조동근(명지대학교 교수)

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시장경제의 순기능적 역할

- 기업의 역할과 기업인 그리고 기업 경영활동
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올바르게 이해

5) 기업의 본질과 역할 그리고 기업가정신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는 공정한 경쟁과 거래를
전제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부를 축적하며 발전

1. 교육개요

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을 침공하겠다며 중국은 주기적으로 위협한다. 본
강의는 동아시아 역사를 되짚어 보고, 왜곡된 인

■ 김종석(홍익대학교 교수)

잘못된 규제는 사회비용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식을 파헤쳐 봄으로써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
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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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국경제의 성장과정과 기업의 역할

한 경쟁을 기반으로 전 세계가 하나의 경제권이
되었다. 본 강의에서는 모기지 사태 이후 글로벌

■ 이승철(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규모 세계 15위의 경제대국으로 급성장하였다. 경

펀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주식투자는 어떻게 할
│경제│교육│사업│

우리나라는 전쟁의 폐허에서 2009년 기준 GDP

국회사무처(입법고시 합격자 및 승진자) 시장경제교육

것인지 등의 국제경제 흐름에 맞는 전략을 제시
하였다.

제 인프라 확충은 비용절감 등 기업투자 여건을 개
선하여 경제성장을 뒷받침하였으며, 아울러 국민

10) 한국의 노동시장과 일자리 창출

의 생활 편익시설이 증대하여 복지수준이 향상되
었다. 그러나 세계 10대 경제강국이 되려면 연평균

■ 변양규(본원 연구위원)
시장경제교육을 통해 국회사무처 입법고시 합격자와 승진자들이 한국경제의 현황

5~6%의 성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전략 수립이

재화의 가격은 재화가 거래되는 시장에서 수요

필수적이다. 본 강의는 한국기업의 시대적 변화와

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노동의 가격 역시 노동

위상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고 도약을 위한 과제를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며, 결정된 가격

제시하였다.

에 의해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다시 조절되는 연속

및 기업의 역할, 현실 경제의 메커니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정립하도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정 운영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함.

적인 과정이 존재한다. 본 강의는 노동시장의 수급

8) 한국경제의 전망과 과제

조절을 시장경제원리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우리
나라 노동시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모색

■ 조경엽(본원 연구위원)

하였다.

세계경제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기업₩가계의 부
도 리스크, 부동산 경기 추가 침체 및 디플레이션

11) 사법연수생 특강

1. 교육개요

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올바르게 이해

가능성 등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이러한 경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규모 경기부
양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본 강의에서는 글로벌 신

교양특강:「생애설계와 저금리 시대의 자산운용」

해 보고 있으며, 나아가 거시지표를 통해 한국경제
를 전망해 봄으로써 현존하는 경제위기에 대한 타
개책을 제시하였다.

1일차 전일교육/2박 3일 산업시찰
교육장소: 한국거래소 별관 3층

법₩경제 특강:「기업 소송의 동향과 쟁점」
전삼현(숭실대학교 교수)

「법률 사건의 경제적 분석」
신광식(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법질서 확립과 경제₩경영의 발전」
9) 국제경제의 흐름 알아보기

교육기간: 2009년 6월 30일(화)∼7월 3일(금)

강창희(미래에셋 투자교육연구소 소장)

용경색이 언제쯤 풀릴 것인가? 신흥국의 외환위기
가능성은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주요 이슈를 점검

- 기업의 역할과 기업인 그리고 기업 경영활동

이상돈(고려대학교 교수)

하도록 함.
- 경제이론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국
정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함.

산업시찰:

삼성전자(수원) → 새만금간척지 → 현대자동차
(울산) → 현대중공업(울산) → 포항제철소(포항)

3. 주요 내용

→ 포스코 역사관(포항)
참 석 자: 2009년도 국회사무처 승진자 14명,

1) 자유시장경제의 이해와 오해

입법고시 합격자 19명 총 33명
■ 박광량(홍익대학교 교수)

■ 한상춘(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 부소장)

21세기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질서는 한마디로

박윤근(OTTO KOREA 대표)

글로벌화의 급진전이라 할 수 있다. TAFTA,

「한국증권산업의 발전방향」

ASEM, APEC으로 연계되고 있으며, 3대 경제권

유상호(한국투자증권 사장)

에 맞춰 3극 통화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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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는 공정한 경쟁과 거래를

2. 교육효과

전제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부를 축적하며 발전
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시장경제의 순기능적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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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왜곡된 방향으로 규제되고 강제된다면 부의 창
출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본 강의는‘왜 시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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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이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기구인가?’등

3) 한국경제의 전망과 과제

의 60가지 질문을 통하여 시장경제체제의 원리를
설명하였다.

공군 장성 진급자 시장경제교육

■ 조경엽(본원 연구위원)
│경제│교육│사업│

세계경제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기업₩가계의 부

2) 세계 경제위기의 본질과 전망

도 리스크, 부동산 경기 추가 침체 및 디플레이션
가능성 등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 윤창현(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이러한 경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규모 경기부

산업혁명 이후 세계경제는 1929년 뉴욕증시의

양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본 강의에서는 글로벌 신

폭락을 신호탄으로 대공황을 맞이한다. 그렇다면

용경색이 언제쯤 풀릴 것인가? 신흥국의 외환위기

군 고위간부(장성 승진자)를 대상으로 자유시장경제원리와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대공황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또한 대공황

가능성은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주요 이슈를 점검

올바른 인식을 함양하는 교육을 지원함.

은 어떻게 극복되었는가?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해 보고 있으며, 나아가 거시지표를 통해 한국경제

기축통화는 어떠한 경제적 흐름 속에 탄생되었는

를 전망해 봄으로써 현존하는 경제위기에 대한 타

가? IMF 위기의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본 강의는

개책을 제시하였다.

세계경제의 흐름을 되짚어 봄으로써 앞으로 발생
할 수 있는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였다.

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올바르게 이해

1. 교육개요

하도록 함.
- 군 조직에서 부족한 현실경제에 대한 실질적

교육기간: 2009년 11월 2일(월)∼5일(목)

4일 전일교육
교육장소: 한국경제연구원 회의실

(여의도 하나대투증권빌딩 8층)

접근을 가능케 함.
- 시장경제원리 및 각종 규제 등이 군 조직에 얼
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실제 업무의
규제와 혁신에도 도움을 줌.

개강일(11월 2일)과 수료일(11월 5일)
은 신라호텔 23층
참 석 자: 공군 장성 진급자 13명

3. 주요 내용
1) 자유시장경제와 한국경제

2. 교육효과
■ 김영용(본원 원장)

- 시장경제원리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통해 올
바른 경제상식을 갖추게 함.
- 기업의 역할과 기업인 그리고 기업 경영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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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발전을
반세기에 걸쳐 일구어냈다. 2008년 기준 GDP는
9,291억 달러로 세계 15위의 경제규모에 올라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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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아르헨티나를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

4) 중국의 시장경제 vs. 한국의 시장경제

7) 공군 장성 특강

이 지금까지 일구어낸 경제발전은 바람직하지 못
한 정책이나 인식에 의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

■ 박승록(본원 연구위원)

다. 시장경제를 유지하는 틀은 무엇인가를 정확히

중국은 1992년 이후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도입

짚어보고 반기업정서, 잘못된 규제로 인한 파급효

함으로써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이러한 시점

과, 교육문제 등을 살펴보며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

에서 한국경제는 세계경제 속에서 잠식되지 않기

하였다.

위해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본 강의는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경제성장, 한₩중 경제

2) 시장경제 메커니즘의 이해와 오해

교류, 수출 및 기업경쟁력을 파악해 봄으로써, 한
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교양특강:「생애설계와 저금리시대의 자산운용」
강창희(미래에셋 투자교육연구소 소장)

CEO 특강:
「롯데의 녹색성장」
기준(롯데물산/롯데그룹부사장 대표이사)

「기업의 경영혁신사례: SK텔레콤」
권오용(SK텔레콤 부사장)

■ 손정식(한양대학교 교수)

시장경제와 개방경제는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5) 금융위기의 원인, 전개과정, 그리고 출구전략

부의 원천이 된다.‘필리핀은 왜 빈곤하게 되었는
가?’
라는 질문을 통해 시장경제와 개방경제의 중

■ 안재욱(경희대학교 교수)

요성을 설명하고 있으며,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

왜 거품이 주택시장에서 발생하였는가? 주택시

갖추어야 할 조건을 살펴보고 있다. 국가경쟁력은

장의 거품이 왜 그리 컸고, 그 거품의 붕괴가 그토

곧 기업경쟁력이므로 기업 육성을 통해 국부를 창

록 깊을 수밖에 없었는가? 본 강의는 금융위기의 근

출해야 하는데, 국내의 열악한 기업환경이 걸림돌

본적인 원인과 전개과정을 위와 같은 질문을 시작

이 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이에 기업의 가치

으로 명료하게 분석하고 있다. 세계 금융위기를 돌

창출을 위해 수반되어야 할 조건을 제시하고 시장

파하기 위한 각국의 대응책을 분석하고, 현 정부의

원리를 설명하였다.

대응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제시하였다.

3) 한국의 노동시장과 일자리 창출
■ 변양규(본원 연구위원)

6) 한국 금융산업의 발전방향
■ 유상호(한국투자증권 대표)

재화의 가격은 재화가 거래되는 시장에서 수요

세계경제 패러다임은 변화하고 있다. 지난 10여

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노동의 가격 역시 노동

년간 글로벌 성장을 촉진시켰던 성장 엔진의 붕괴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며, 결정된 가격

에 따른 새로운 글로벌 리스크가 도래하고 있는

에 의해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다시 조절되는 연속

것이다. 글로벌 수요의 감소와 과잉 생산에 따른

적인 과정이 존재한다. 본 강의는 노동시장의 수급

누적 재고는 감당하기 힘든 부채로 전락하고 있으

조절을 시장경제원리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우리

며, 140%에 달하는 미국 가구당 부채비율은 이미

나라 노동시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모색

한계치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본 강의는 세계

하였다.

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세계 금융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국내 금융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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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소방서장) 시장경제교육

과, 교육문제 등을 살펴보며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

envy)’
가 작동되고 포퓰리즘을 초래하게 된다. 본

하였다.

강의에서는 시장경제와 규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

│경제│교육│사업│

를 도모함으로써 성공적 규제개혁을 위한 발상의

2) 세계 금융위기의 본질과 전망
■ 윤창현(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전환을 보여주었다.

4) 동아시아 역사에 대한 경제적 해석

산업혁명 이후 세계경제는 1929년 뉴욕 증시의
폭락을 신호탄으로 대공황을 맞이한다. 그렇다면

■ 복거일(경제평론가)

시장경제교육을 통하여 소방방재청 직무 수행이 사유재산권 보호와 경제발전에

대공황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또한 대공황

동아시아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역임과 동시

크게 기여한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시장경제원리를 조직 혁신 등에 활용할 수 있

은 어떻게 극복되었는가?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들 가운데 하나이

는 기회를 제공함.

기축통화는 어떠한 경제적 흐름 속에 탄생되었는

다. 반세기 동안 휴전 뒤에도 평화조약을 체결하

가? IMF 위기의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본 강의는

지 못해서, 남한과 북한은 아직 기술적으로는 전

세계경제의 흐름을 되짚어 봄으로써 앞으로 발생

쟁 상태이며, 만일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면 대만

할 수 있는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였다.

을 침공하겠다며 중국은 주기적으로 위협한다. 본
강의는 동아시아 역사를 되짚어 보고, 왜곡된 인

3)‘시장’이기는‘정부’없다

식을 파헤쳐 봄으로써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
을 제시하였다.

■ 조동근(명지대학교 교수)

1. 교육개요

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올바른 시장경제 이해
를 통해 조직 운영 및 직원교육에 활용

이를 인식하지 못할 때‘질시의 정치(politics of

2일차 전일교육

5) 교양특강

고 개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다. 시장은 가
난한 사람에게‘인생 역전’
의 희망 메시지를 주며,

교육기간: 2009년 6월 23일(화)∼24일(수)
교육장소: 한국경제연구원

시장은 여러 경로를 통해 개인의 재능을 찾아내

「생애설계와 저금리 시대의 자산운용」
강창희(미래에셋 투자교육연구소 소장)

3. 주요 내용

(여의도 하나대투증권빌딩 8층)
참 석 자: 전국 소방서장(소방방재청) 19명

1) 자유시장경제의 이해와 오해
■ 김영용(본원 원장)

2. 교육효과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천박한 물질주의가 아니
다. 물적 토대 없이 정신적 번영이 불가하며, 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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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다. 아르헨티나를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 기업의 역할과 기업인 그리고 기업 경영활동

지금까지 일구어낸 경제발전은 바람직하지 못한

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올바르게 이해

정책이나 인식에 의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하도록 함.

시장경제를 유지하는 틀은 무엇인가를 정확히 짚

- 경제동향 및 경제현실,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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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보고, 반기업정서, 잘못된 규제로 인한 파급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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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기업규제담당 7급 공무원) 시장경제교육

창출을 위해 수반되어야 할 조건을 제시하고 시장

대통령이 2008년 8₩15 경축사에서 새로운 60년의

원리를 설명하였다.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본 강의에서는 기후변화로

│경제│교육│사업│

인한 위협정도를 분석하고, 국내외 주요 기업들의

2) 규제개혁의 비전과 전략

현황을 파악하여, 우리나라가 세워야 할 대응전략
을 강구하였다.

■ 김종석(홍익대학교 교수)

잘못된 규제는 사회비용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4) 세계 금융위기의 본질과 전망

사회후생의 손실을 가져온다. 본 강의는 규제개혁
■ 윤창현(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시장경제교육을 통하여 실질적인 경제 현실과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이해의 폭

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여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을 넓히고, 특히 중소기업 규제개혁 추진 시 핵심역할을 수행해야 할 담당자의

첫째, 자유경쟁 및 공정경쟁의 보장, 둘째, 규제의

산업혁명 이후 세계경제는 1929년 뉴욕 증시의

규제개혁 분야 전문지식 및 국내 경제 전망에 대한 기본지식 함양을 위해 위탁교

순편익 극대화, 셋째, 규제의 유효성 확보, 넷째,

폭락을 신호탄으로 대공황을 맞이한다. 그렇다면

육으로 실시함.

규제의 투명성 확보, 다섯째, 국제적 보편성 확보,

대공황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또한 대공황

마지막으로 민간 자율 및 자기책임이다. 이상의 기

은 어떻게 극복되었는가?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본원칙을 중심으로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 정부 규

기축통화는 어떠한 경제적 흐름 속에 탄생되었는

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가? IMF 위기의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본 강의는
세계경제의 흐름을 되짚어 봄으로써 앞으로 발생

3) 녹색성장과 기업의 대응과제

1. 교육개요

한 이해를 높일 수 있으며, 더불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수립에 도움

과를 극대화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전 세계적인 기

2일차 전일교육

3. 주요 내용

「규제 영향분석서 작성실무」
이종한(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수석연구위원)

후변화에 대응하여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략과 시행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여의도 하나대투증권빌딩 8층)
참 석 자: 중소기업청(지방청에서 일부 참석) 내

5) 특강

저탄소 녹색성장의 개념은 환경과 경제가 상충
된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양자의 시너지 효

교육기간: 2009년 5월 13일(수)∼14일(목)
교육장소: 한국경제연구원

■ 조경엽(본원 연구위원)

할 수 있는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였다.

1) 시장경제 메커니즘의 이해와 오해

17명 선발
■ 손정식(한양대학교 교수)

시장경제와 개방경제는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2. 교육효과

부의 원천이 된다.‘필리핀은 왜 빈곤하게 되었는
가?’
라는 질문을 통해 시장경제와 개방경제의 중

- 시장경제원리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통해 올

요성을 설명하고 있으며,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

바른 경제상식을 갖추게 하고, 이를 규제개혁

갖추어야 할 조건을 살펴보고 있다. 국가경쟁력은

시 효율적으로 접목시켜 올바른 규제 운영이

곧 기업경쟁력이므로 기업 육성을 통해 국부를 창

이루어지도록 함.

출해야 하는데, 국내의 열악한 기업환경이 걸림돌

- 직무 시 시장이론을 바탕으로 실물경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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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이에 기업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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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연수원(시도교육청 4급 서기관) 시장경제교육

색성장을 통한 녹색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본 강의에서는 각국의 녹색성장 동향을 알아보고,
글로벌 기업의 대응 동향과 발맞추는 우리나라 기

│경제│교육│사업│

4) 기업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

업의 대응전략을 모색하였다.

■ 최승노(자유기업원)

기업의 부채는 나쁜 것인가? 사치재는 없어져야
하는 것인가? 재벌은 한국에만 있는가? 우리 사회

2) 시장경제 메커니즘의 이해와 오해

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본 강
의를 통해 다시 한 번 던지고 있다. 사례를 통하여

■ 손정식(한양대학교 교수)
시장경제교육을 통하여 고급관리자과정 연수생의 경제동향 및 실질적인 경제현실

시장경제와 개방경제는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과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경제에 대한 기본지식 함양을

부의 원천이 된다.‘필리핀은 왜 빈곤하게 되었는

위해 본 위탁교육을 추진함.

가?’
라는 질문을 통해 시장경제와 개방경제의 중
요성을 설명하고 있으며,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

기업과 기업윤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있으며, 왜곡된 기업관을 시장경제원리를 통하여
설명하였다.

5) 동아시아 역사에 대한 경제적 해석

갖추어야 할 조건을 살펴보고 있다. 국가경쟁력은
곧 기업경쟁력이므로 기업 육성을 통해 국부를 창

1. 교육개요
교육기간: 2009년 6월 15일(월)∼17일(수)

2일차 전일교육/3일차 산업시찰

출해야 하는데, 국내의 열악한 기업환경이 걸림돌

동아시아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역임과 동시

이 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이에 기업의 가치

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들 가운데 하나이

창출을 위해 수반되어야 할 조건을 제시하고 시장

다. 반세기 동안 휴전 뒤에도 평화조약을 체결하

원리를 설명하였다.

지 못해서, 남한과 북한은 아직 기술적으로는 전

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올바르게 이해
하도록 함.

쟁 상태이며, 만일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면 대만

3) 세계 경제위기의 본질과 전망

-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정책 수립 및 집행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산업혁명 이후 세계경제는 1929년 뉴욕 증시의

(서초구 방배동 소재)

폭락을 신호탄으로 대공황을 맞이한다. 그렇다면

3. 주요 내용
1) 녹색성장과 기업의 대응과제

을 제시하였다.

6) 교육특강

기축통화는 어떠한 경제적 흐름 속에 탄생되었는

「교육자의 윤리와 책임」박효종(서울대학교 교수)

가? IMF 위기의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본 강의는

소속 교육직 서기관 4급) 32명
■ 이명규(한국기후변화₩에너지연구소 소장)

지난 100년간 한반도 기온은 1.5도 상승하였으

2. 교육효과

대공황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또한 대공황

식을 파헤쳐 봄으로써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

은 어떻게 극복되었는가?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칠성(경기도 광주) → 삼성전기(수원)
참 석 자: 고급관리자과정 연수생(시도교육청

을 침공하겠다며 중국은 주기적으로 위협한다. 본
강의는 동아시아 역사를 되짚어 보고, 왜곡된 인

■ 윤창현(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교육장소: 교육과학기술연수원
산업시찰: World IT Show 2009 참가 → 롯데

■ 복거일(경제평론가)

세계경제의 흐름을 되짚어 봄으로써 앞으로 발생
할 수 있는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였다.

며, 제주지역 해수면은 지난 40년간 22㎝ 상승하
였다. 1920년대 이후 겨울이 한 달 정도 단축되었

- 시장경제원리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통해 올
바른 경제상식을 갖추게 함.
- 기업의 역할과 기업인 그리고 기업 경영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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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여름은 20여 일 늘어났다. 지구온난화로 인
한 지구의 기후변화는 명백하게 진행되고 있다. 각
국은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를 인식하고 저탄소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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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공무원교육원(신규임용 5급 사무관) 시장경제교육

3. 주요 내용

의 생활 편익시설이 증대하여 복지수준이 향상되

1) 자유시장경제와 한국경제
│경제│교육│사업│

선하여 경제성장을 뒷받침하였으며, 아울러 국민
었다. 그러나 세계 10대 경제강국이 되려면 연평균
5~6%의 성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전략 수립이

■ 김영용(본원 원장)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발전을
반세기에 걸쳐 일구어냈다. 2008년 기준 GDP는

필수적이다. 본 강의는 한국기업의 시대적 변화와
위상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고 도약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9,291억 달러로 세계 15위의 경제규모에 올라 있
시장경제교육을 통하여 중앙공무원의 경제동향 및 실질적인 경제현실과 기업의

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

경영활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정책을 수립 및 집

이 지금까지 일구어낸 경제발전은 바람직하지 못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한 정책이나 인식에 의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

4) 기업의 본질과 역할 그리고 기업가정신
■ 조동근(명지대학교 교수)

다. 시장경제를 유지하는 틀은 무엇인가를 정확히

시장은 기회의 바다이다. 시장참여자가 열심히

짚어보고, 반기업정서, 잘못된 규제로 인한 파급효

노력하는 이유는‘누군가’자신의 재능을 알아줄

과, 교육문제 등을 살펴보며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

것(구매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며, 시장이 존

하였다.

재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능은 사장될 수 있다. 또
한 시장은 기회포착을 위해 깨어 있는 자에게 기

2) 규제개혁의 비전과 전략

회를 준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만연된 반기업정
서와 반기업인정서는 기업가정신의 저하를 가져

1. 교육개요

2. 교육효과

■ 김종석(홍익대학교 교수)

잘못된 규제는 사회비용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교육기간: 2009년 6월 29일(월)∼7월 3일(금)

3일차 전일교육/2일간 산업시찰
교육장소: 중앙공무원교육원(과천 소재)
산업시찰

A조: 현대자동차(울산) → 현대중공업(울산) →
SK석유화학(울산) → 포스코(포항)
B조: LG화학(대산) → 현대제철(당진) → 현대
자동차(아산)/하이트맥주(홍천) → KT&G
(원주) → 롯데주류BG(강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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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후생 손실을 가져온다. 본 강의는 규제개혁의

오고 있다. 본 강의에서는 기업가정신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을 제시하였다.

기본원칙과 방향을 여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

- 기업의 역할과 기업인 그리고 기업 경영활동

째, 자유경쟁 및 공정경쟁의 보장, 둘째, 규제의 순

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올바르게 이해

편익 극대화, 셋째, 규제의 유효성 확보, 넷째, 규

하도록 함.

제의 투명성 확보, 다섯째, 국제적 보편성 확보, 마

5) 동아시아 역사에 대한 경제적 해석
■ 복거일(경제평론가)

- 정책의 직접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는 직무 특

지막으로 민간 자율 및 자기책임이다. 이상의 기본

동아시아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역임과 동시

성상 시장경제원리의 접목으로 인한 파급효과

원칙을 중심으로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 정부 규제

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들 가운데 하나이

가 크며, 올바른 기업과 기업인의 이해를 통해

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다. 반세기 동안 휴전 뒤에도 평화 조약을 체결하
지 못해서, 남한과 북한은 아직 기술적으로는 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제도 운영 제고

3) 한국경제의 성장과정과 기업의 역할

쟁 상태이며, 만일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면 대만
을 침공하겠다며 중국은 주기적으로 위협한다. 본

참 석 자: 신규임용 5급 사무관 200명
■ 이승철(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우리나라는 전쟁의 폐허에서 2009년 기준 GDP
규모 세계 15위의 경제대국으로 급성장하였다. 경

강의는 동아시아 역사를 되짚어 보고, 왜곡된 인
식을 파헤쳐 봄으로써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
을 제시하였다.

제 인프라 확충은 비용절감 등 기업투자 여건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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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양특강

경찰 간부 시장경제교육

「생애설계와 저금리 시대의 자산운용」
│경제│교육│사업│

강창희(미래에셋 투자교육연구소 소장)

7) 기업인 특강
「기업의 경영혁신과 모티베이터」
조서환(KTF 부사장)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와 우리나라의 각종 규제현실에 관한 본원의 시장경제 교육
을 통해 일선 경찰관들(경정 및 경감)의 실질적인 경제현실과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공감대를 형성코자 함.

1. 교육개요

제6기: 경감 신영숙 외 55명

교육기간

제1기: 4월 23일(목)~24일(금)

2. 교육효과

제2기: 5월 21일(목)~22일(금)
제3기: 6월 25일(목)~26일(금)
제4기: 9월 17일(목)~18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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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기: 10월 29일(목)~30일(금)

- 기업의 역할과 기업인 그리고 기업 경영활동

제6기: 11월 19일(목)~20일(금)

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올바르게 이해

2일차 전일교육, 연 6회 시행

하도록 함.

교육장소: 한국거래소 별관 3층
참석자

- 경찰의 법질서 확립이 사유재산권 보호와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인식시키고 조직혁신에 활용

제1기: 경정 김성수 외 50명
제2기: 경정 이화섭 외 50명
제3기: 경감 신영민 외 50명
제4기: 경감 김상형 외 50명
제5기: 경감 김완기 외 5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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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내용

가?’
라는 질문을 통해 시장경제와 개방경제의 중

2) 법과 경제의 관계현실

요성을 설명하고 있으며,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

가. 자유시장 경제체제

1) 자유시장경제와 한국경제
■ 김영용(본원 원장)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발전을

갖추어야 할 조건을 살펴보고 있다. 국가경쟁력은
출해야 하는데, 국내의 열악한 기업환경이 걸림돌

지₩확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유시장경제의

이 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이에 기업의 가치

창달과 발전에 기여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시민들

창출을 위해 수반되어야 할 조건을 제시하고 시장

의 재산과 자유, 생명의 보호라는 국가의 역할과

원리를 설명하였다.

관련된 것이 법치주의이며, 자유와 재산권을 효과

시장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발전을 지속₩유지

적으로 보호하는 경우에만 시장경제가 작동하게

하기 위해선 공권력을 신뢰하고 존중하는 사회가

된다. 본 강의는 법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경제학적

되어야 한다. 공권력의 붕괴는 국가와 사회 혼란을

시각에서 정리하고 있으며, 경제적 번영을 위한 법

야기할 수 있다. 본 강의에서는‘선진 일류국가’
가

질서 확립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되기 위해선 공권력이 확립되어야 함을 필두로 글

4) 시장경제의 오해와 진실
■ 박광량(홍익대학교 교수)

5) 글로벌 선진국과 법질서
■ 손형기(한국정책방송원 원장)

한 정책이나 인식에 의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는 공정한 경쟁과 거

다. 시장경제를 유지하는 틀은 무엇인가를 정확히

래를 전제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부를 축적하며

짚어보고, 반기업정서, 잘못된 규제로 인한 파급효

발전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시장경제의 순기능적

과, 교육문제 등을 살펴보며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

역할이 왜곡된 방향으로 규제되고 강제된다면 부

하였다.

의 창출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본 강의는‘왜 시

시장기능이 올바르게 작동하기 위해선 바람직한

장가격이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기구인

규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올바르지

가?’
등의 60가지 질문을 통하여 시장경제체제의

못한 규제는 시장기능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으며,

원리를 설명하고 있으며, 올바른 시장경제체제가

나아가 경제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렇기

유지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경찰의 역할과 중

때문에 규제를 세우기에 앞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경제는 1970~2002년 연평균 성장률 7.2%

요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의 파급효과를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본 강의는

로 세계 세 번째의 고도성장을 이룩해 왔다. 경제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 사회 측면에서 올바른 규

규모 세계 13위의 선진국 진입 단계의 중대한 기로

제와 나쁜 규제를 구분해 봄으로써 개선되고 보완

에 서 있는 한국경제는 앞으로의 기회를 어떻게 활

되어야 할 규제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용하느냐에 따라 도약하는가, 퇴보되는가가 결정

2) 시장경제로의 여행
■ 조성봉(본원 연구위원)

경제현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개인, 가정, 기
업 그리고 정부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
도록 한다. 그러므로 시장경제를 이해하는 것은 매

나. 법과 경제

우 중요하다. 시장경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먹고사는 삶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본
설 등의 콘텐츠를 통해 경제원리를 명료하게 설명
하였다.

3) 시장경제 메커니즘과 경찰의 활동
■ 손정식(한양대학교 교수)

시장경제와 개방경제는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부의 원천이 된다.‘필리핀은 왜 빈곤하게 되었는

2009년 시장경제연구백서

로벌 신진국가를 위한 법질서, 소통하는 공권력의

3) 좋은 규제 vs. 나쁜 규제
■ 김정호(자유기업원 원장)

1) 법질서 확립과 경제 살리기
■ 임준태(동국대학교 교수)

경찰의 법질서 확립은 사유재산권 보호와 경제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다. 한국경제

1) 한국경제의 미래와 기업의 역할
■ 이주선(본원 연구위원)

된다. 본 강의에서는 한국경제와 기업이 걸어온 길

4) 규제개혁의 비전과 전략

강의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영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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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경찰의 사회적 기능은 법이 지배하는 사회를 유

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
이 지금까지 일구어낸 경제발전은 바람직하지 못

본원칙을 중심으로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 정부 규
■ 민경국(강원대학교 교수)

곧 기업경쟁력이므로 기업 육성을 통해 국부를 창

반세기에 걸쳐 일구어냈다. 2008년 기준 GDP는
9,291억 달러로 경제규모가 세계 15위에 올라 있

마지막으로 민간 자율 및 자기책임이다. 이러한 기

을 거시지표를 통해 알아보고, 한국경제가 도약하
기 위한 경제발전 모델을 제시하였다.

■ 김종석(홍익대학교 교수)

2) 세계경제 전쟁, 한국인의 길을 찾아라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사유재산권 보호는 시

잘못된 규제는 사회비용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장경제의 틀이 유지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이며,

사회후생의 손실을 가져온다. 본 강의는 규제개혁

이를 보호하는 경찰의 직무는 매우 중요하다. 본

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여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강의는 인간의 범죄 형태를 경제이론, 즉 유인(誘

첫째, 자유경쟁 및 공정경쟁의 보장, 둘째, 규제의

우리는 금융이 실물을 지배하는 시대, 격차 증가

因, incentive) 측면에서 해석해 봄으로써 효율적

순편익 극대화, 셋째, 규제의 유효성 확보, 넷째,

의 시대, 경제 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다. 경제 전쟁

인 경찰활동을 제시하였다.

규제의 투명성 확보, 다섯째, 국제적 보편성 확보,

시대에 살고 있는 한국인의 길은 무엇이며, 앞으로

■ 송병락(서울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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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논점이 될

다른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들 수 있으며, 역사는 성매매를 줄이려는 시도

활동 사례 등을 토대로 기업과 기업인의 역할을

수 있다. 본 강의는 한국의 현주소, 패러다임의 변

한국경제는 세기적 경제위기를 선진일류국가 도

가 성공한 적이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본 강의는

재조명하며 한국경제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

화를 파악하고, 전략 측면에서 경제대국으로 나아

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또한 대내적으로, 대외

성매매라는 사회적 문제를 경제학적 시각에서 재

하였다.

갈 길을 제시하였다.

적으로 이에 상응하는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조명해 봄으로써 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본 강의는 세계 통상 환경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제시하였다.

라.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의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마지
막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FTA의 올바른 이해를

1) 중국의 시장경제 vs. 한국의 시장경제

바. 기업인 특강

4) 금융위기의 원인, 전개과정, 그리고 출구전략

함으로써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이러한 시점

■ 안재욱(경희대학교 교수)

어 경제성장을 이루는 것’
이다. 1700년대 이전에
는 지구의 70%가 녹지였으나, 1700~1800년대에

■ 권오용(SK텔레콤 부사장)

중국은 1992년 이후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도입

■ 기준(롯데물산 대표이사)

녹색성장의 진정한 의미는‘자연 그대로 더불

도모하였다.

1) 한국경제의 과제와 희망
■ 박승록(본원 연구위원)

2) 기업 경영사례: 규제와 기업활동

는 30%만이 녹지로 남아 에너지 고갈 문제가 대

한국경제의 커다란 동력원으로 자리잡은 SK그

두되었으며, 1900년대 이후 석유를 공격적으로

에서 한국경제는 세계경제 속에서 잠식되지 않기

왜 거품이 주택시장에서 발생하였는가? 주택시장

룹은 기업 활동에 의한 국가경제 측면에서의 공

사용하기 시작하여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위해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본 강의는

의 거품이 왜 그리 컸고, 그 거품의 붕괴가 그토록

헌뿐만 아니라 녹색성장의 기류에 한발 앞서 환

본 강의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체 에너지 부문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경제성장, 한₩중 경제

깊을 수밖에 없었는가? 본 강의는 금융위기의 근본

경친화적 경영과 사회공헌 측면에서도 두각을 나

을 분석하고, 환경 위협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

교류, 수출 및 기업경쟁력을 파악해 봄으로써 한국

적인 원인과 전개과정을 위와 같은 질문을 시작으

타내고 있다. 본 강의는 기업의 실제 현황, 기업

였다.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로 명료하게 분석하고 있다. 세계 금융위기를 돌파
하기 위한 각국의 대응책을 분석하고, 현 정부의 대

2) 세계 경제위기의 본질과 전망
■ 윤창현(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응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제시하였다.

마. 시장경제 이슈

산업혁명 이후 세계경제는 1929년 뉴욕 증시의
폭락을 신호탄으로 대공황을 맞이한다. 그렇다면

1) 피해자 없는 범죄

대공황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또한 대공황
은 어떻게 극복되었는가?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 복거일(경제평론가)

기축통화는 어떠한 경제적 흐름 속에 탄생되었는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를 규제하는‘성매매처벌

가? IMF 위기의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본 강의는

법’
은 매우 엄격하다. 성매매의 당사자들은 큰 위

세계경제의 흐름을 되짚어 봄으로써 앞으로 발생

험을 지게 되므로 기피하게 되며, 시민들의 반응

할 수 있는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였다.

역시 법률 자체에 대해선 대체로 호의적이다. 그
러나 매춘부들은 매우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된

3) 시장경제와 FTA: 추진 현황과 과제

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생계가 끊어졌기 때문이
다. 성매매를 막으려는 법은 사람의 본성에 대한

■ 윤태용 (기획재정부 FTA 국내 대책본부 지원대책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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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른 가정들에 바탕을 둔다. 그러나 피해자가 없

세계 통상 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거나 뚜렷하지 않은 행위들을 범죄로 만들 수 있

최근 세계 경제위기를 맞이하면서 통상 환경은 또

다. 사회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을 더 비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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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정책이 증가하고 있다. 기업과 기업인에

방송작가 시장경제교육

2) 문화의 진화

대한 반감 정도를 설문조사해 본 결과 위험수위를

│경제│교육│사업│

넘은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음은 현 사회를 방증하

■ 복거일(경제평론가)

는 것이다. 본 강의는 시장경제의 진정한 의미를

정보의 전달로 인해 문화는 늘 확산된다. 사람들

풀이함으로써 기업과 기업가가 경제발전에 미치는

의 이동과 교류가 지역적인 경우에도 문화는 온 세

영향을 논의하며, 나아가 자유시장경제를 통한 한

계에 빠르게 퍼질 수 있다. 문화의 본질이 정보의

국의 미래를 전망하였다.

전파이므로 도시화와 세계화는 자연스럽고 필연적
이다. 본 강의는 문화와 진화의 정의, 개념, 전개과

오피니언 리더 그룹의 하나로 미디어를 통한 영향력이 큰 방송작가(TV, 라디오,
신문 등)에게 시장경제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방송에 비춰지는 왜곡된 경제관과 기
업관을 바로잡고자 함.

2) 시장경제로의 여행

정 등을 정보의 전달이라는 경제학적 매개체를 통
하여 설명하였다.

■ 조성봉(본원 연구위원)

경제현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개인, 가정, 기
업 그리고 정부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

다. 시장경제 주요 ISSUE 이해

1) 제3의 길과 경쟁질서

도록 한다. 또한 올바른 이해 속에서 방송작가가
그려내는 시장경제는 미디어를 통하여 주체들의

1. 교육개요

- 미디어를 통해 비춰지는 왜곡된 기업 및 기업
인상 방영에 대한 시정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

교육기간: 2009년 12월 3일(목)~5일(토),

3. 주요 내용

- 시장경제원리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통해 올
바른 경제상식을 갖추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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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용(본원 원장)

우리 사회에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오해
가 잔존해 있으며, 이와 같은 인식이 가끔 미디어

- 기업의 역할과 기업인 그리고 기업 경영활동

를 통해 왜곡된 채 투영되기도 한다. 물질주의를

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올바르게 이해

천박하게 여기는 인식이 곳곳에 산재해 있으며, 분

하도록 함.

배 측면에서의 과잉적인 반응으로 인기 영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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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것이다. 본 강의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행위를 조정하기 위한 제반 규칙들을 경제질서라

수 있는 영화, 소설 등의 콘텐츠를 통해 경제원리

말할 수 있다. 한 나라의 경제성과는 경제질서에

를 명료하게 설명하였다.

달려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질서가
잘 갖추어져 있는가? 본 강의는 경제질서의 현주

1) 방송과 시장경제
■ 안재욱(경희대학교 교수)

가. 시장경제의 이해

1) 한국경제 성장의 주역: 기업과 기업가

2. 교육효과

배분과 동기 부여 그리고 개별 경제주체들의 경제

소와 바로잡아야 할 부분들을 사례를 통하여 설명
하였다.

참 석 자: 현재 활동 중인 방송작가 30명

(경제₩시사 부문에 관심이 많은 작가)

부족한 자원을 나누어 가지고 분업을 위한 역할

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먹고사는 삶 속에서 만들

나. 미디어 속 시장경제 이해

교육장소: 여의도 한국거래소 별관 3층,

제주 해비치호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는다. 시장경제는 멀리 있

게 됨.

2박 3일 합숙교육

■ 배진영(인제대학교 교수)

시장경제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주체의 합
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고, 나아가 경제발전에 이바

2) 부동산과 시장경제원리
■ 김정호(자유기업원 원장)

3억 원 하던 나의 집에 내일 1억 원의 세금을 부
과한다면 오늘의 집값은 얼마가 되며, 집을 사는

지 하지만, 왜곡된 시장경제의 이해는 시장에서의

사람은 결국 얼마를 부담하게 될까? 보유과세 중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 본 강의는 방송 3사의

과세는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효과를 보일

시장경제관을 분석하고 있다. 일반 대중에 만연해

까? 본 강의는 부동산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시장

있는 반시장 및 반기업정서를 바로잡기 위해선 지

경제원리와 사례를 통해 명쾌하게 바로잡았다.

상파 방송 3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보도의 저변을
형성하고 있는 경제사상과 지식 체계를 점검하고
잘못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잡는 시간을 가졌다.

라. 명사특강:「인생의 만남에 대하여」
손병두 이사장(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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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금까지 일구어낸 경제발전은 바람직하지 못

중등교사 시장경제교육

나. 기업 바로알기

한 정책이나 인식에 의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

│경제│교육│사업│

다. 시장경제를 유지하는 틀은 무엇인가를 정확히

1) 경제성장에서 한국기업의 공과

짚어보고, 반기업정서, 잘못된 규제로 인한 파급효
과, 교육문제 등을 살펴보며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
하였다.

■ 이인권(본원 연구위원)

이윤 창출은 기업의 목적이면서 동시에 기업의
영속성 확보를 위한 필요조건이다. 기업은 소득과

2) 한국경제의 전망과 과제
미래 경제사회의 주역인 청소년 경제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중·고교 사회과 교사
들을 대상으로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 기업과 기업인, 국제경제 등 현실적인 경
제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경제관 형성에 기여코자 함.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고, 세금 납부를 통해 국가의
유지에 기여하며, 국민 생활에 필요한 각종 상품과

■ 김종석(홍익대학교 교수)

서비스를 시장에 제공한다. 본 강의는 거시지표를

금융위기는 일반적으로‘자산의 가치’
에 비해

통하여 기업집단의 현황 및 국민경제적 비중을 분

‘신용의 규모’
가 지나치게 커지면서 발생하는 특

석하고 있으며, 기업규모의 국제비교를 통하여 발

성을 갖는다. 경제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담보자산

전방향을 모색하였다.

및 신용가치가 하락하고, 신용이 위축되면서 결과
적으로 경기불황을 초래하게 된다. 본 강의는 국제

2) 시장경제에서 기업가정신

금융위기의 배경과 특징을 살펴보고, 한국경제를
전망해 봄으로써 한국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조
건을 제시하였다.

1. 교육개요

- 사회과 교사들의 직무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자 함.

교육기간

동계: 2009년 1월 13일(화)∼15일(목)
하계: 2009년 7월 28일(화)~30일(목)
3일차 전일교육, 연 2회 시행
교육장소: 한국거래소 별관 3층

3. 주요 내용

참석자

동계: 강경희(시흥중학교) 교사 외 40명

가. 한국경제 & 시장경제

3) 한국의 노동시장과 일자리 창출

1) 자유시장경제와 한국경제

그러나 우리 사회에 만연된 반기업정서와 반기업인

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노동의 가격 역시 노동

정서는 기업가정신의 침체를 가져오고 있다. 본 강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며, 결정된 가격

의에서는 기업가정신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에 의해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다시 조절되는 연속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적인 과정이 존재한다. 본 강의는 노동시장의 수급

바른 경제상식을 갖출 수 있음.
- 기업과 기업인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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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제경제

나라 노동시장의 현황을 파악해 보고, 개선책을 모

1) 중국의 시장경제와 한국의 시장경제

■ 김영용(본원 원장)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발전을
- 시장경제 원리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통해 올

은 기회포착을 위해 깨어 있는 자에게 기회를 준다.

재화의 가격은 재화가 거래되는 시장에서 수요

색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2. 교육목표

(구매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며, 시장이 존재하
지 않으면 개인의 재능은 사장될 수 있다. 또한 시장

■ 변양규(본원 연구위원)

조절을 시장경제원리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우리

하계: 김명선(서일중학교) 교사 외 40명

시장은 기회의 바다이다. 시장참여자가 열심히
노력하는 이유는‘누군가’자신의 재능을 알아줄 것

- 상기의 목표를 토대로 실제 교실수업에서 활
용하도록 함.

■ 조동근(명지대학교 교수)

■ 박승록(본원 연구위원)

반세기에 걸쳐 일구어냈다. 2008년 기준 GDP는

중국은 1992년 이후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도입

9,291억 달러로 세계 15위의 경제규모에 올라 있

함으로써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이러한 시점

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

에서 한국경제는 세계경제 속에서 잠식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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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본 강의는

쟁의 첨병은 곧 기업이며, 기업의 경쟁력이 곧 국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경제성장, 한₩중 경제

가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

교류, 수출 및 기업경쟁력을 파악해 봄으로써 한국

라의 경우 기업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가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이다. 본 강의에서는 효율적인 제도는 무엇이

2) 국제경제의 흐름 알아보기
■ 한상춘(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 부소장)

바. 경제교육 특강

21세기형 인재는 무엇인가? 경제 학습은 국부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본 강의는 국부의 원

1) 창의성을 기르는 경제교육

천이 되는 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시장경제원리를 통하여 학생들의

■ 손정식(한양대학교 교수)

며, 한국의 제도 수준은 효율적인지, 바르게 정립

경제교육은 왜 창의성을 길러주는 교육인가? 21

되어 있는지를 서구와 비교하여 분석하고, 우리나

세기 지식기반경제에서의 가치창출은 무엇이며,

창의적인 사고능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 배양을
도모하였다.

라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21세기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질서는 한마디로 글
로벌화의 급진전이라 할 수 있다. TAFTA, ASEM,

마. 경제이슈

APEC으로 연계되고 있으며, 3대 경제권에 맞춰 3
극 통화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공정한 경쟁을 기

1) 부동산정책과 시장원리

반으로 전 세계가 하나의 경제권이 되었다. 본 강
의에서는 모기지 사태 이후 글로벌 펀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주식투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국
제경제 흐름에 맞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 최승노(자유기업원)

한국의 집값이 심하게 올랐는가? 한국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였을 때 집값이 많이 오른 나라가 아
니다. 어느 나라든 수요₩공급의 법칙에서 예외일

라. 경제발전사

수 없다.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오르고,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낮아진다. 본 강의는 부동산정책

1) 세계 금융위기의 본질과 전망

을 시장경제원리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부
동산정책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 윤창현(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산업혁명 이후 세계경제는 1929년 뉴욕 증시의

2) 시장경제의 오해와 진실

폭락을 신호탄으로 대공황을 맞이한다. 그렇다면
대공황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또한 대공황

■ 박광량(홍익대학교 교수)

은 어떻게 극복되었는가?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는 공정한 경쟁과 거

기축통화는 어떠한 경제적 흐름 속에 탄생되었는

래를 전제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부를 축적하며

가? IMF 위기의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본 강의는

발전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시장경제의 순기능적

세계경제의 흐름을 되짚어 봄으로써 앞으로 발생

역할이 왜곡된 방향으로 규제되고 강제된다면 부

할 수 있는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였다.

의 창출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본 강의는‘왜 시
장가격이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기구인

2) 역사로 본 국가경쟁력

가?’등의 60가지 질문을 통하여 시장경제체제의
원리를 설명하였다.

■ 김승욱(중앙대학교 교수)

세계는 지금 경제 전쟁을 치르고 있다. 경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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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시장경제교육: YLC(Young Leader’
s Club)

- 개방을 통한 위기 극복 사례

- 우리나라 기업&기업인 연구(워크숍)

- 한미 FTA의 득과 실

- 기업인의 기업경영 이야기

│경제│교육│사업│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가장 중요한 것과 실

기업과 지속가능한 사회

천방안

- 기업의 본질과 사회적 책임

글로벌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한국경
시장경제 관련 주제 발표
- 시장경제를 통한 글로벌 위기 극복의 해법

- 기업인의 기업경영 이야기
- 세계 속 우리 기업의 활약

시장경제교육을 통하여 대학사회에 만연한 반시장, 반기업정서에 대한 올바른 인
식이 정립될 수 있도록 하며, 진취적이며 적극적인 기업가정신을 발휘토록 함.

제의 노력

나. 제15기

- 글로벌 1위 기업을 위한 우리 기업의 노력
- 키워드로 알아보는 시장경제원리(워크숍)

시장경제 작동 메커니즘 바로알기
- 글로벌 리더가 되려면
- 시장경제 총론, 우리 경제의 과제와 시장경제

Young Leader로서 미래를 위한 준비
- 리더십 강화를 위한 팀워크 활동(워크숍)

의 특성

시장경제 관련 주제 발표
시장경제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경제

- 키워드로 알아보는 시장경제원리 연구

- 대한민국 시장경제 발전사

1. 교육개요

네트워킹을 통해 비교육 대상에게 전파

교육기간: (제14기) 2009년2월23일(월)∼26일(목)

(제15기) 2009년8월24일(월)~27일(목)

3. 주요 내용

방학기간 중 3박4일 합숙교육
참 석 자: 전국 대학생 2~4학년,

가. 제14기

14기: 115명, 15기: 116명 총 231명

시장경제 총론
- 글로벌 위기상황에서 대학생의 비전 설계

2. 교육효과
- 시장경제원리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통해 올
바른 경제상식을 갖추게 함.
- 기업의 역할과 기업인 그리고 기업 경영활동
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올바르게 이해

- 시장경제의 이해

경제 부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실천방안
- 대한민국의 기업과 기업인
-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 찾기
- 규제개혁을 통한 한국경제 선진화 방안

하도록 함.
- 시장경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지식을 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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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시장경제교육: EIC(Elite Intensive Course)

워크숍(1박 2일)
- 비즈니스 시뮬레이션 게임(모의 경영 체험)

- 시장경제 메커니즘 바로알기
- 사례로 알아보는 10가지 시장경제 키워드

│경제│교육│사업│

- 시장경제하 우리 기업경영 이야기

수료과제

- 미래 리더를 위한 셀프 리더십 개발

개인: 강의 후기 6회 이상 작성(홈페이지 게재)

- 미래 기업을 이끌어가는 기업가정신

팀별: 기업가정신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기업인,

- 글로벌 1위 기업의 성장 노력

기업 찾기(주제 발표)

- 도전과 위기 극복을 통한 기업 성장기
- 기업경영 체험 워크숍

시장경제교육을 통하여 대학사회에 만연한 반시장, 반기업정서에 대한 올바른 인

나. 제13기

대학생이 되기 위하여

식이 정립될 수 있도록 하며, 기업경영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을 함
양한 진취적인 대학생으로 성장시킴.

- 수료특강(기업인 특강): 글로벌 경쟁우위의

커리큘럼
- 한국경제의 발전: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시
장경제

1. 교육개요

와 경제현안, 기업경영활동 및 국제정치이론
등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 가능

교육기간

(제12기) 2009년 3월 19일(금)∼7월 3일(금)
(제13기) 2009년 8월 25일(금)~12월 4일(금)

3. 주요 내용

참 석 자: 수도권(서울, 경기) 대학 1, 2, 3학년

재학생

가. 제12기

시장경제와 기업가정신 관련한 강의

2. 교육효과

- 시장경제, 기업가정신 관련한 분야 최고 권위
교수 강의

- 시장경제원리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통해 올

- 기업가정신에 대한 조별 토론(중간 워크숍)

바른 경제상식을 갖추게 함.
- 기업의 역할과 기업인 그리고 기업 경영활동
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올바르게 이해

- 현직 기업인의 특강

하도록 함.

- 리더십, 자기계발 등 교훈적 강의/소속 분야

- 선별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시장작동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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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시장경제 강좌

국방 TV 방송제작

│경제│교육│사업│

│경제│교육│사업│

본원의 시장경제교육 및 강연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동영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일

본원은 자유시장경제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발전을 위하여 국방 TV 방송제작

반인이 자유롭게 시장경제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경제현실과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이
해의 폭을 넓히고, 군 제대 후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 사회적응을 원활히 할 수
있게 함.

1. 국방 TV 운영(안)

동영상 강좌 리스트
카테고리
자유주의 시장경제

한국경제

기업&기업인
세계경제
시장경제 이슈

주 제

강사 및 소속

육해공 전군 사병(6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 군에서도 시장경제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을

효율적인 교육 틀로 국군 TV용 방송 프로그램

확보함으로써 자유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올바

을 제작하고 매주 1회씩 9개월 간 방송

른 이해를 돕고, 군 제대 이후 합리적인 사고

기본 경제개념 및 상식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

를 통해 사회적응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함.

되도록 오락성을 갖추어 군장병 맞춤으로 시

- 기업의 역할과 기업인 그리고 기업 경영활동

자유시장경제와 한국경제

김영용(본원 원장)

시장경제로의 여행

조성봉(본원 선임연구위원)

세계경제전쟁, 한국인의 길을 찾아라

송병락(서울대학교 교수)

한국경제의 성장과정과 기업의 역할

이승철(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프로그램’
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경제교육 차

한국경제의 미래와 기업의 역할

이주선(본원 선임연구위원)

원에서 매주 방송분의 핵심부분을 발췌₩재편
집하여‘의무 시청 정훈 프로그램’
으로 편성

한국경제 성장의 주역: 기업과 기업가

김영용(본원 원장)

기업인 특강: 한국경제의 과제와 희망

권오용(SK텔레콤 부사장)

2. 기대효과

장경제교육 실시

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올바르게 이해

시장경제교육 프로그램을 군 내‘선택적 시청

하도록 함.

3. 주요 내용

중국의 시장경제와 한국의 시장경제

박승록(본원 선임연구위원)

금융위기의 원인, 전개과정, 그리고 출구전략

안재욱(경희대학교 교수)

피해자 없는 범죄

복거일(경제평론가)

서를 활용하여 국방 TV 방송을 통한 시장경제

세계경제의 흐름과 본질, 그리고 전망

윤창현(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마인드 강화

- 육해공 전 부대에 제공한 고등학교 경제교과

※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인 업데이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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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회원사 시장경제교육 지원사업

위의 각 기대효과를 기반으로 교육을 실시함으

│경제│교육│사업│

로써 회원사 고유의 특색을 살린 기업운영이 가능

국제경제
- 세계 속의 한국경제
- 국제경제의 흐름 바로 알기

하며, 궁극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

기업&기업인
- 기업의 실체와 지배구조

3. 주요 내용

- 기업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
- 반기업정서와 기업윤리

기업의 건전한 성장과 효율적인 시장경제체제 구축은 국가 경제성장의 기본이라

가. 기본 강좌
나. 이슈 특강

할 수 있다. 이에 본원은 시장경제교육을 통해 건전한 시장경제 마인드를 형성하
고, 기업경영활동에 적극적인 시장 경제인을 양성하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 시장

시장경제원리

경제에 관한 조사, 분석을 토대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회원사, 기

- 시장경제의 기본원리Ⅰ, Ⅱ

KERI 연구 프로젝트 특강

업 및 기업인, 여러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 시장경제의 오해와 진실

경제금융 상식 및 자산관리 교육

- 시장경제와 한국경제

시장경제 체험학습

- 한국경제의 거시적 트랜드
- 시장경제와 정부의 역할

다. 기업경영 특강

- 시장경제 발전사

기업경영 혁신사례

1. 교육대상

한국경제

2. 기대효과
신입직원
기업에서의 근무 경험이 없는 신입사원을 대상으
로 시장경제원리 교육 및 반기업₩반시장정서에 대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시장경제원리에 대한 오해

한 오해를 해소하는 집중교육을 실시, 건전한 시장

불식과 동시에 시장경제원리에 대한 지식습득, 사

경제 마인드를 형성하여 자신의 역할을 찾고 기업

례 학습을 통해 글로벌 경쟁시대에서의 기업 생존

이 육성하고자 하는 핵심인재로 거듭나도록 조력

과 발전방향을 모색

승진(예정)자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자리한 반기업₩반시장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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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경영활동에 적극적인

리더로서 시장경제와 경제 현안에 대한 높은 인

리더십 트레이닝

- 한국경제의 현황과 과제

조직 비전 설정 및 실행

- 한국경제 성장사

조직육성 및 팀 활성화

비판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사고 함양

노사관계 개선

식을 가지도록 하고, 엄선된 강사진을 섭외하여 최

노사화합의 기업문화를 형성하고 창조적인 경영

신 경제동향과 정책방향에 대한 고급 정보와 분석

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사관계를 개선하고 고용

제공

자와 근로자의 상생과 공존이 가능하도록 함.

2009년 시장경제연구백서

- 한국경제의 비전과 기업의 역할

반기업₩반시장정서 개선

직위와 직무가 변함에 따라 필요한 시장경제 마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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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외세미나
- 21세기 한미관계의 재정립: 글로벌 동맹관계를 위한 로드맵
- 글로벌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성장 및 고용 전략 제언
-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영향과 기업의 대응방안
- 경제자유구역(FEZ) 투자촉진을 위한 규제개혁 워크숍
- 급증하는 특허분쟁 실태와 대응전략
- 국제금융위기: 시장과 정부, 누구의 책임인가?
- 국제심포지엄: New Ways for Growth and Catch-up in a
Changing Globa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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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2. 종합토론]

21세기 한미관계의 재정립
: 글로벌 동맹관계를 위한 로드맵

(3) 제3주제-「가치동맹에 의한 21세기 한미관

사회: 김항경(한미관계비전21포럼 이사장)

계의 새로운 비전」

토론: 이백순(외교통상부 북미국 심의관)

전상인(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대│외│세미나│

백승주(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김성호(연세대학교 교수)

한미 양국이‘21세기 전략동맹’
을 군사동맹이나

이준규(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장)

경제동맹을 넘어서는 포괄적 가치동맹의 관계로

박철희(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방향을 정립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으로 보고, 가
치동맹(value alliance)이 21세기 한미 관계의 새
로운 비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치동맹을 21세기 한미관계의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한미 양국 간의 신
뢰구축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한미 FTA를 통한 경제동맹 격상으로 개방형 선

3. 주요 내용
(4) 제4주제-「한미 경제동맹에서 가치동맹을

진 통상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과학기술동맹 체결로 친환경 기술개
발에 협력할 필요가 있다. 오바마 정부의 민주주의 가치 중시는 한미 가치동맹을
지향하는 이명박 정부와의 공감대 확산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반미감정

(1) 제1주제-「한미동맹과 한반도 제2의 도약」
조상훈(한림대학교 객원교수, 전 호주대사)

향하여」안충영(중앙대학교 석좌교수, 코트라 외
국인투자 옴부즈만)

및 반한정서 해결, 공공외교 등을 통해 양국 상호간의 긍정적인 이미지 구축이
필요하다.

1. 개최 배경

[Session 1. 주제발표]
사회: 김종석(홍익대학교 교수)

이번 세미나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
복원의 노력과 궤를 같이 하여 지난 1년간 연구한

제1주제:「한미동맹과 한반도 제2의 도약」

한미동맹이 대공황 이래 미증유의 경제위기에

한미 양국이 오바마 정부의 출범과 함께 민주주

따른 미국의 세계적 위상의 가변성과 김정일 일인

의와 시장경제 창달이라는 기본가치를 넘어서서

독재체제의 불안한 유동성 때문에 사상 최대의 도

지구적 공공재 생산과 정신₩문화적 가치까지도 공

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오바마 정부

유하는 가치동맹으로까지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

가 이념보다는 실리로, 힘보다는 외교로 대외정책

이 있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정부의 외교노선이 인

의 방향을 광범위하게 선회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

권과 지구적 공공재 생산에 소프트파워의 역량을

황에서 한미동맹은 한미 양국의 평화와 안정, 특히

크게 강화할 것으로 전망하며, 오바마 정부와 함께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제2의 도약

이명박 정부가 글로벌 공공재로서 성격을 지니고

21세기 새로운 한미관계 설정에 대한 결과를 발표

조상훈(한림대학교 객원교수,

을 향해 선명한 비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

있는 녹색성장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있

하는 자리로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 취임에 즈음하

전 호주대사)

요해졌다고 강조했다.

기 때문에‘한미 과학기술동맹’
을 체결하여 친환

여 개최되었다.

제2주제:「21세기 한미 전략동맹의 군사적 측면」
이상현(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
제3주제:「가치동맹에 의한 21세기 한미관계의

2. 세미나 개요

장소: 여의도 렉싱턴호텔 15층 그랜드 스테이션 홀

(2) 제2주제-「21세기 한미 전략동맹의 군사적
측면」이상현(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

새로운 비전」
전상인(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일시: 2009년 1월 20일(화) 13:00~17:30

경 기술개발에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4주제:「한미 경제동맹에서 가치동맹을 향하여」

(5) 제5주제-「전환기 시대 한미동맹의 업그레
이드」이각범(한국미래연구원장)

한국의 국가전략은 기본적으로 가치와 이념을
공유하는 국가군(國家群)과의 네트워킹에 연대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안충영(중앙대학교 석좌교수, 코트라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국가군의 중심에 서

합의한 바와 같이 한미동맹을‘가치동맹, 신뢰동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므로 한미동맹은 앞으로

맹, 평화구축동맹’
으로 격상시켜 나가야 한다고

도 상당기간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문하고 이러한 기조 위에서 양국은 환경, 테러

제5주제:「전환기시대 한미동맹의 업그레이드」
이각범(한국미래연구원장)

등 범지구적 문제에 대하여 공동대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신임 미국 대통령은 부시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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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주의를 시정하고 국제적 협력에 의한 지구적

하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보다 평화적인 동아시

문제 해결에 더욱 적극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

아의 질서 형성을 위하여 한국과 긴밀하게 협조하

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이 세계적으로 점증

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글로벌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성장 및 고용 전략 제언
│대│외│세미나│

30만 개 일자리 나누기 범국민운동을 위해 임금조정법안 제정이 필요하다. 노사
정 합의를 전제로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1980년 네덜란드의 입법사례를 원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부문의 활력 회복에 의한 경기부양 및 성장잠재력 제고가
병행되어야 한다. 중소기업 세제감면은 축소하되 조세부담은 경감시켜 성장유인
을 제고해야 한다. 시간제근로 확대와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규제완화와 차별을
철폐할 필요가 있다.

1. 개최 배경

[Session 1. 고용창출 전략]
사회: 허찬국(본원 연구위원)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경기침체가 한국경제에
주는 영향과 과제를 살펴보고 마이너스 성장이

제1주제:「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개선방안」

우려되는 상황에서 실물경제의 조기 회복을 위한

발표: 변양규(본원 연구위원)

바람직한 성장 및 고용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

토론: 이인재(인천대학교 교수)

되었다.
제2주제:「지속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
업정책의 개선방안」

2. 세미나 개요

발표: 송원근(본원 연구위원)
토론: 안상훈(KDI 재정투자평가실장)

일시: 2009년 2월 3일(화), 15:00~18:00
장소: 국민일보사 1층 코스모홀

[Session 2. 글로벌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성장
및 고용 전략]
사회: 김종석(홍익대학교 교수)

제3주제:「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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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안순권(본원 연구위원)

송원근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경제의 지속성
장을 위해 혁신적 중소기업의 활발한 창업과 경쟁

강봉균(민주당 국회의원)

력 있는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박기성(한국노동연구원장)

마련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비

박상용(연세대학교 교수)

과세·감면 등 복잡한 세제지원책은 대폭 축소하

박원암(홍익대학교 교수)

되 조세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세 부담을 늘리지 않

이한구(한나라당 국회의원)

는 것을 전제로 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유인을 높여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영향과 기업의 대응방안
│대│외│세미나│

종합토론:

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유

3. 주요 내용
(1) 제1주제-「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개
선방안」변양규(본원 연구위원)

인하기 위해 중소기업 범위를 종사자 수 기준 500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은 재무제표 작성 및 보고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업무

인 이하로 확대 조정하거나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

프로세스, 정보시스템, 기업조직 등 경영활동 전반에 걸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나는 기업에 대해 일정기간 지위를 인정할 필요가

것으로 예상되며 IFRS의 성공적인 도입 및 정착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인식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기업 노조의 불법적인 경

기업의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영간섭 및 쟁의행위는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를 확대시키고 대기업 고용을 제약하여 전반적인

변양규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심화시킴으로써 고용창출을

고용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여러 요소의 공통점은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법과 원칙의 엄격한 적용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결여라고 지적하고 기존 근로

노사관계 규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자의 임금 및 근로시간 조정과 유연한 형태의 고용

주문했다.

1. 개최 배경

계약 도입을 통하여 청년층, 여성층 및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간
제근로 활용의 확대를 제시하고, 임시직 사용에 대

(3) 제3주제-「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안순권(본원 연구위원)

한 규제완화와 불합리한 차별의 시정을 통해 시간

사회: 윤순석(전남대학교 교수)

이번 세미나는 기업들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
해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제1주제:「국제회계기준 도입이 재무제표에 미

제 근로자의 고용 및 소득의 안정성을 높인 네덜란

안순권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2009년 우리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을 적용

치는 영향」

드의 사례를 좋은 예로 들었다. 그는 시간제근로의

경제는 실물경제의 하강속도가 생각보다 훨씬 심

할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영국과 호주의

발표: 한봉희(아주대학교 교수)

사용을 용이하게 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일

각하다면서 무엇보다도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례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2011년부터 도입해야

경우 정규직의 과보호를 낮추는 압력으로도 작용

추가 경기부양 대책, 일자리 나누기 범국민 운동,

할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제2주제:「국제회계기준 도입과 회계투명성」

하여 노동시장 전체의 유연성을 높임으로써 노동

위기 이후를 대비한 기업의 선제적 투자 등이 필

위해 마련되었다.

발표: 강선민(중앙대학교 교수)

시장의 역동성을 회복시켜 고용창출에 도움이 된

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추가 경기부양 대책으로

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제도적 개선은 경기침체에

는 감세 일정 앞당기기와 추경예산 편성 검토 및

의한 고용부진을 완화하고 경기회복 가속화에도

미분양 주택문제 조기 해결을 위한 추가 지원책,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가계 소비여력 확충을 위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

(2) 제2주제-「지속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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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1. 주제발표]

제3주제:「국제회계기준 도입과 기업의 대응방안」

2. 세미나 개요

저소득층에 대한 재래시장 상품권 제공 등과 함께

일시: 2009년 3월 5일(목) 15:00~18:00

자동차₩가전₩IT 등 세계적 수요침체에 빠진 업종

장소: STX 남산타워 3층 드림홀

발표: 황인태(중앙대학교 교수)
[Session 2.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사회: 윤순석(전남대학교 교수)

소기업정책의 개선방안」

에 대한 내수진작용 세제 및 금융지원책 등이 필

토론:

송원근(본원 연구위원)

요하다고 밝혔다.

김태식(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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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에 기업들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상황에

안홍진(롯데칠성음료 회계팀장)

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한 국제회계기준

유재규(성도회계법인 부대표)

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다면 이는 국가적 손해로

이성진(KT 상무)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 회계투명성의 측정

장석일(금융감독원 국제회계기준T/F팀장)

지표 중 하나인 이익조정이 영국의 경우에는 IFRS

정순암(한국정보공학 부사장)

적용으로 줄어든 반면 호주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경제자유구역(FEZ) 투자촉진을 위한 규제개혁 워크숍
│대│외│세미나│

박봉욱(한국감정평가협회 기획이사)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3. 주요 내용

(3) 제3주제-「국제회계기준 도입과 기업의 대

인₩허가 및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 인센티브

응방안」황인태(중앙대학교 교수)

부여 투자업종을 다국적 기업본부·금융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 학교, 주거

(1) 제1주제-「국제회계기준 도입이 재무제표
에 미치는 영향」한봉희(아주대학교 교수)

시설 등 정주여건 개선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발길을 잡아야 한다.

황인태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제회계기준
채택으로 향후 우리 스스로 회계기준을 제정할 수

한봉희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IFRS 도입에 따

없고 상황 변화에 따른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점

른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 기업의 총자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산, 부채, 이익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

즉 최근 금융위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진국의 경

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IFRS 도입으로 재무수

우 자국의 상황을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전달하여

치의 변화 정도가 개별기업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신속히 기준개정을 이끌어내는 반면 우리나라는

점을 들어 기업들이 회계처리방법의 선택에 신중

국내의 실정을 전달하고 이를 IFRS에 반영하는 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무제표 수치에 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IFRS의 성

라 급여인상 등 내부계약과 차입금과 하도급계약

공적 도입 및 정착을 위하여 우선 회계분야의 많은

이번 세미나는 그동안 추진해 온 경제자유구역

등 외부계약을 하는 기업들은 국제회계기준 적용

전문가들이 IFRS 관련 규정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에서의 외국인 투자와 개발사업의 현황을 점검하

으로 계약이행 및 유지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습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

고, 두바이·상하이 푸둥 등과 견줄만한 명실상부

는 점도 지적했다.

기업들이 회계처리방법과 절차를 자세히 규정하는

한 경제자유구역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제2주제:「FEZ 투자촉진을 위한 규제개혁과제」

기존의 규정중심(rule base)에서 벗어나 경제적

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발표: 양금승(전국경제인연합회 규제개혁팀장)

(2) 제2주제-「국제회계기준 도입과 회계투명
성」강선민(중앙대학교 교수)

[Session 1. 주제발표]

제1주제:「FEZ 제도개선 성과와 과제」
발표: 박청원(지식경제부 경제자유기획단장)

실질에 기초한 합리적 회계처리를 하는 원칙중심
[Session 2. 종합토론 FEZ 외국인투자활성화를

(principle base)의 IFRS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사고방식의 대전환과 이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회

강선민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IFRS 도입과

1. 개최 배경

2. 세미나 개요

위한 규제개혁 방안]
사회: 이주선(본원 선임연구위원)

계환경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시: 2009년 3월 27일(금) 13:00~

토론:

장소: 인천 송도갯벌타워 2층 국제회의장

강석봉(인천시 시의회 의원)
박승정(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상무)
서진완(인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신승훈(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박사)
이병기(본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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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익(인천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장)

반의 구축 여부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결정

제자유구역 내 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

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양팀장

제하고, 외국인학교, 휴양콘도미니엄, 카지노 등

(2) 제2주제-「FEZ 투자촉진을 위한 규제 개혁

은 홍콩, 상하이 등 세계적인 국제도시에 비해

경제자유구역의 특성에 맞는 차별적인 시설조성

과제」양금승(전국경제인연합회 규제개혁팀장)

매력 있는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자유구역

을 위한 추가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

으로의 정주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경

하였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채욱(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 상무)

3. 주요 내용
양금승 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1) 제1주제-「FEZ 제도개선 성과와 과제」
박청원(지식경제부 경제자유기획단장)

개발 관련 인₩허가기간을 단축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인₩허가권한을 대폭 위임하는 등 실질적인 원스톱

박청원 단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2003년「경제
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된

228

행정서비스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
하였다.

후 수차례에 걸쳐「경제자유구역법」개정 및 범부

양 팀장은「경제자유구역법」
이 특별법으로 전환

처회의를 통해 제도개선과 규제완화 과제를 지속

되어 특별법적 요소가 추가되는 등 경제자유구역

적으로 발굴₩개선해 왔다고 설명했다.

개발절차가 종전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으나 여전

2005년 12월에는 수요자 관점에서 건축물의 건

히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지구단위계획 수립

폐율₩용적률 허용기준, 골프장 내 주택 등의 건축

등은 중앙부처와 협의해야 되고, 택지 및 주택분양

허용, 인₩허가 의제대상 확대(기존 33개 → 36개),

승인, 도로표지판 인₩허가, 집단급식신고 등은 관

외국병원의 내국인 이용 허용 등 불필요한 규제를

할구청에서 받아야 되는 등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

추가적으로 완화하였고, 2006년 11월에는 규제개

로 국내규제가 적용되며, 각종 민원처리가 경제자

혁 장관회의를 통해 기업부담 경감, 행정절차 개

유구역청으로 일원화되지 않고 있는 것이 경제자

선, 지원체계 개선 등 3개 분야의 규제 개선방안을

유구역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제약요인이

마련하였으며, 2007년 8월에는 제19차 경제자유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역위원회에서 조세 인센티브 확대, 외국 교육기

아울러 양팀장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또는 입

관에 대한 자금 지원,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대

주 시 세제상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투자업종을 다

등을 통해 외자유치를 촉진하는 한편 12월에는 외

국적 지역본부₩금융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국병원₩카지노₩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규제완화의

주장하였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공장을

내용을 담아「경제자유구역법」
을 개정하였다고 밝

수반한 제조업과 물류업₩관광호텔업에만 세제상

혔다.

인센티브가 주어짐에 따라 송도 국제업무단지의

또 2008년 새 정부가 들어서는 5월에 국가경쟁

주요 유치목표인 금융₩무역₩다국적기업 지역본부

력강화위원회 회의를 통해「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에는 적용되지 않아 투자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

방안」
을 마련하여 외국 대학₩연구소 유치, 예산 확

여 금융허브를 지향하는 청라지구의 취지가 퇴색

대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 중이며, 특히

또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올해 1월에는「경제자유구역법」
특별법으로 격상시

세제상 인센티브 이외에도 투자기업과 입주민을

켜 외국인 투자유치와 개발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

위한 학교₩주거₩의료₩교육₩휴양시설 등 정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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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특허분쟁 실태와 대응전략

제2주제:「강화되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응전략」

있다. 이들 특허관리회사는 기술발전을 촉진하여

발표: 안미정(특허법인 이룸 대표)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측면도 있으나 피소기업에

│대│외│세미나│

게는 로열티 지불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 증가로 생
제3주제:「지식강국을 위한 정책대안」

산비용이 증가하고, 핵심아이디어를 선점 당함으

발표: 박영탁(한국지식재산연구원)

로써 기업의 생산활동이 저해되기도 하고, 특허권
남용으로 소송비용 상승, 무분별한 소송 등으로 경

[Session 2.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제발전을 저해하는 역효과도 있다. 한국의 삼성

토론:

₩하이닉스₩LG 등이 이들 특허관리회사로부터 특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수출기업들이 소위‘특허괴물’
이라 불리는 외국의 지적재산

김영민(특허청)

허침해소송을 당하여 수억 달러에 이르는 배상금

관리회사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을 당해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상

박시룡(서울경제신문)

을 지불하고 있는 최근의 사례로 볼 때 우리도 이

황에서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급증하고 있는 특허분쟁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

송종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제 전문가교육의 강화, 기업과 전문가집단의 정보

부 및 기업 차원의 대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철원(Knowledge Works)

교류활성화, 특허전략의 재검토가 시급하다.

전생규(LG전자)

(2) 제2주제-「강화되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
응전략」안미정(특허법인 이룸 대표)

3. 주요 내용
최근 기술력₩디자인₩브랜드 등 무형자산이 기업

1. 개최 배경

하고 있는 특허분쟁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부 및

(1) 제1주제-「한국의 특허분쟁사례」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등장하고 지식재산권의 가치

하영욱(하합동특허법률사무소 소장)

가 급증하면서 지재권 보호대상의 확대와 규범화,

기업 차원의 대책을 논의하였다.
최근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수출기업들이 소위

최근 5년간 국제특허관리회사로부터의 소송 건

력 있는 다자₩양자협정이 체결되는 등 지재권 관

‘특허괴물’
이라 불리는 외국의 지적재산관리회사

수에 있어서 삼성이 38건으로 피소건수 세계 1위,

련 국제적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를 반영

LG 29건으로 피소건수 세계 6위에 이를 정도로

하듯 미국은 강력한 Pro-Patent 정책을 추진하

한국경제의 중요한 축을 구성하는 한국기업들의

고, 일본 역시‘지적재산입국’
을 21세기 국가발전

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을 당해 어려움에 처하는 경

2. 세미나 개요

우가 많아지고 있다. 과거 우리가 선진경제를 모방
하고 따라가는 단계에서는 우리 기업들의 특허침

일시: 2009년 9월 28일(월) 14:00~18:00

국제특허관리회사로부터의 특허피소가 심각하다.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중국은‘과교흥국(科敎興國)’

해에 대해 선진국 기업들도 비교적 관대한 태도를

장소: 63빌딩 3층 엘리제홀

전 세계적으로 특허소송이 급증하는 가운데 특허

을 핵심정책으로 채택하는 등 지식재산권 강화정

보였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이 반도체₩LCD₩자동

공동 주최: 한국경제연구원₩서울경제신문₩SEN

관리회사들의 특허소송이 전체 특허소송 가운데

책이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차₩조선 등 많은 산업에서 세계 최강의 면모를 보

TV

경쟁구도하에서는 특허를 침해할 경우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지불해야만 한다. 특히 최근 생산이나 서

2000년 3%대에 불과하였으나 2008년에는 14%
에 이를 정도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며 선진국 기업들과 사활을 건 싸움을 하고 있는
[Session 1. 주제발표]
사회: 박승록(본원 선임연구위원)

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특허료만을 챙기는 지식재

이런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선진기업들은 무형자
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특허관리회사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지 않

있으며, 지식집약적 신사업 전환 및 외부역량과 연

으면서 특허협상₩소송₩라이선스 등을 통해 로열티

계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증가시키는 윈-윈 전략을

내지 손해배상액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지재권 분야에서 경쟁우위

산관리회사가 출현하면서 특허침해소송이 더욱 빈

제1주제:「한국의 특허분쟁사례」

로서 전 세계에 220여 개가 있는데 이들 모두 수

를 선점하여 시장의 진입장벽을 구축할 뿐만 아니

번해지고 특허소송에 휘말린 우리 기업도 많아지

발표: 하영욱(하합동특허법률사무소)

준 높은 기술자₩변호사₩지식재산 전문가를 보유하

라 적극적인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고 IT 또는 BT 등 기술집약적인 분야를 공략하고

청구하고 있으며, 지재권 관련 분쟁에 대비한 전략

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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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재산을 국가경영의 핵심전략으로 하는 21세기 지

국제금융위기: 시장과 정부, 누구의 책임인가?

식재산 선진 일류국가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 기업은 적극적인 지재권경영을 전개하여야

또 정부 차원의 정책과제와 대안으로서 신지식

하는데 이를 위해 경영자는 특허마인드를 가지고

사회 인프라 구축,‘강한 특허’창출, 지식재산의

미래비전에 부합하는 신성장 동력 아이템을 적극

보호와 효과적 활용이 필요하다. 신지식사회의 인

발굴해야 하며, 심층적 특허분석 및 전략적 R&D

프라 구축을 위해「지식재산기본법」
을 제정하고

방향설정, 글로벌 분쟁 가능성에 대한 대응과 적극

지식재산 전문 인재를 양성해야 하며, 강한 특허를

적 권리 획득, 특허전담부서의 확보와 네트워킹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재권 중심 기술 획득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표준특허의 전략적 창출을

본원은 국제금융위기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보상

에 기업과 국가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경기변동의 빈도와 진폭을 최소화할

제도 도입을 지원하고 기업의 해외소송과 분쟁을

수 있도록 경기변동의 근본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정책과제를 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식재산을 활용하기

출하고자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3) 제3주제-「지식강국을 위한 정책대안」
박영탁(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

│대│외│세미나│

이런 지재권 관련 세계적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위해서는 창의자본(Invention Capital) 조성, 대학
전 세계적으로 지식기반사회로 패러다임이 이동
하면서 세계는 지금 지식재산 전쟁 중이므로 지식

₩공공연구소의 특허관리회사(Non-Practicing
Entity: NPE)화가 필요하다.

1. 개최 배경
본 세미나는 세계경제 역사 속에서 반복되고 있
는 경기 호황과 불황의 원인을 보다 명확히 분석할

2. 세미나 개요
일시: 2009년 10월 27일(화) 14:00~18:00
장소: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서울가든호텔 2층

수 있는 이론적 틀과 실증적 분석결과를 통해, 이

무궁화홀

번 국제금융위기가 전적으로 시장에 의해 초래된

주최: 한국경제연구원

참혹한 결과인지, 과연 정부의 정책에는 문제가 없

후원: 매일경제신문

었는지에 대해 재점검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또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예측 가능한 경제 여건을

[Session 1. 주제발표]

조성해서 보다 나은 여건의 기업경영환경을 만들

사회: 이병기(본원 연구위원)

기 위해 향후 어떤 방향으로 경제정책이 수정되어

발표:

야 하는지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로부터 고견을

제1주제:「국제금융위기의원인은정부의정책실패」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전용덕(대구대 교수), 김학수(본원 연구위원)
제2주제:「The Economics of Securitization
and the Current Economic Crisis」
Dr. Gertchev(EU, Financial Sector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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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주제:「Asset Prices and Monetary Policy」

원된 각국 정부의 확장적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은

인상을 억제하는 데 성공한다고 해도 금융시장의

안교수는 출구전략과 관련해서 오스트리아학파

Dr. Zimmermann(독일 Landesbank, Director)

향후 또 다른 경제위기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경고

안정성은 보장되지 않고 금융의 안정성은 과다한

의 경기변동이론이 경고하듯이 현재의 저금리 정

하였다.

신용팽창 및 자산 가격 거품과 큰 연관이 있다는

책은 향후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시장

견해가 지배적이라고 지적하면서 각국 중앙은행들

에 심한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기준금리를 서

이 물가안정과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

서히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

and the Current Economic Crisis」

를 동시에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부의 재정지출 승수가 1보다 작다는 최근의 연구

Dr. Gertchev(EU, Financial Sector Analyst)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저금리 정책이 필요

결과를 인용하며 재정지출 확대정책은 타당성을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경제의 회복세 속

갖기 어렵고 기업의 파산은 자본주의의 본질이라

정부의 저금리 기조로 불어난 시중 유동성이 눈

에서 물가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는 점을 지적하며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할 부실기

토론:

에 보이지는 않지만 더욱 확대되는 데 큰 역할을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1968년 밀턴

업에 지원되는 구제금융은 과거에 잘못 이루어진

Dr. Gertchev(EU, Financial Sector Analyst)

한 원인을 현재의 부분지급준비금제도(fractional

프리드먼이 모호하게 정의했던 자연실업률의 개념

투자가 교정되는 기간인 불황을 더욱 길게 만든다

Dr. Zimmermann(독일 Landesbank, Director)

reserve banking system) 속에서의 유동화

이 이후 물가 안정을 위한 많은 이론적₩실증적 연

고 주장하였다.

박동순(금융감독원)

(securitization)로 지적했다. 부분지급준비금제도

구를 시작하게 했듯이, 짐머만 박사는 이번 국제금

그는 또한 한국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외환

안재욱(경희대 교수)

에서는 시중은행들의 신용창조가 중앙은행에 의해

융위기를 통해서 현재 명확하지 않은 금융안정성

시장의 불안요인을 제거하고 기업의 투자활동을

윤창현(서울시립대 교수)

결정되는 유동성에 의해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이

의 개념이 보다 많은 연구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화

제고하기 위한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하

장경덕(매일경제신문)

지만, MBS(mortgage backed securities, 모기지

에 필요한 신중한 거시정책수단의 발전으로 이어

였다. 국내 외환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는 외

담보부증권)와 같이 대출자산을 유동화하게 되면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자본의 상대적 비중을 축소하기 위해 금산분리

제4주제:「출구전략과 향후 정책과제」
안재욱(경희대 교수)

(2) 제2주제-「The Economics of ecuritization

[Session 2. 국제금융위기와 정책과제 토론회]
좌장: 김영용(본원 원장)

중앙은행에서 공급하는 유동성에 의해 결정되는

3. 주요 내용

신용창조의 범위를 넘어서는 수준의 신용창조를
하며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보다 더 많은 유동성

[Session 1. 주제발표]

(4) 제4주제-「출구전략과 향후 정책과제」
안재욱(경희대 교수)

을 시중에 공급하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결과적으

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유사시 외국자본
의 단기이탈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큰 규모의 외환
보유고 확보와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

로 유동화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인위적 경기

안재욱 교수는 경제위기 발생 초기시점에서는

해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하

호황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점을 숨기고 마치 저축

화폐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정부가 일시

였다.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여전히 더욱 과감

정책실패」

증대에 의해 투자가 증가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성

적으로 통화량을 확대하여 신용경색을 풀어 주는

한 규제완화와 감세가 필요하다며 투자를 저해하

전용덕(대구대 교수), 김학수(본원 연구위원)

장인 것 같은 환상을 만들면서 경기 호황과 불황을

것은 필요한 정책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

는 불법적인 노조활동에 대한 엄중한 법과 원칙의

초래한다는 것이다. 거체프 박사는 부분지급준비

러나 국제금융위기를 촉발한 미국의 서브프라임

집행이 정부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

전용덕 교수와 김학수 박사는 공동발표를 통해

금제도하에서 유동화를 가능하게 한 정부보증, 신

모기지 사태는 인위적 경기호황을 유도한 미국 정

다. 특히 노동문제 관련하여 비정규직보호법, 노조

경기변동의 원인을 정부의 통화정책에서 찾고 있

용보험, 그리고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심도 있는 연

부의 저금리정책과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이

전임자 문제, 개별기업의 노사문제에 제3자 개입

는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을 소개하고 이

구가 수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맞물려 발생한 건전성의 위기(solvency crisis)였

등의 문제도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지만, 잘못된 원인분석으로 인해 유동성 위기

였다.

(1) 제1주제-「국제금융위기의 원인은 정부의

이론을 지지해 주는 실증결과를 제시했다. 이들은
국제금융위기와 그에 따른 경기침체는 과도한 저

(3) 제3주제-「 Asset Prices and Monetary

(liquidity crisis)로 판단하고 각국 정부가 또 다시

중장기적 기업경영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경기변

금리 및 통화량 확대정책을 통해 과잉투자와 과소

Policy」

저금리 정책과 재정확대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

동의 빈도와 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지

비를 부추겨 지속 불가능한 인위적 경기호황을 정

Dr. Zimmermann(독일 Landesbank, Director)

하며 경기부양을 위해 이러한 확장적 통화 및 재정

적하고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 화폐금융제도의 개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과거의 역사적 경험에

혁을 위해 금본위제, 100% 지급준비금제도, 민간

서 알 수 있듯이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화폐제도 등과 같은 큰 주제들도 깊이 있게 논의되

부가 주도한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런 맥락
에서 이번 국제금융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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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며 한국경제가 경제위기를 가장 먼저 극복

서 화폐가치의 안정과 경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하고 있다는 평가로 인해 국제적 위상이 제고되고

재량적 화폐발행제도의 중단기적 대안으로 중앙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의 정책방향을 긍정적

행의 독립성과 통화준칙을 제안하였다.

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윤교수는 부동산 등 자산가

New Ways for Growth and Catch-up in a
Changing Global Environment
│대│외│세미나│

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중앙은행 체제에

격의 상승은 일부 지역 및 부분에 국지적인 것으로
[Session 2. 국제금융위기와 정책과제 토론회]

판단하고 해당 부문으로 흘러들어가는 유동성을
줄이도록 해야지 전체 유동성을 줄이는 경우 오르

박동순 국장은 글로벌 금융시장 및 각국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고려해서 G20 정상회의에서 합

지도 않은 부문의 가격까지 하락하게 되어 바람직
하지 못하다고 주장하였다.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는 영문계간지 Seoul Journal of Economics의 창간

의한 국제공조라는 큰 원칙을 지키며 출구전략을

장경덕 논설위원은 발제자들이 제기한 정부의

실시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저금리 정책에 의한 유동성 홍수와 자산시장의 거

일부 학계에서는 획일적 국제 공조론에 집착할 경

품을 방조한 데서 이번 금융위기의 원인을 찾는 견

우 실기하여 자산가격 상승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해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대응이 구조조정

지적에도 불구하고 차기 G20 의장국으로서 국제

을 지연시켜 새로운 위기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는

공조의 의미와 출구전략 시행시기 등을 논의함에

분석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장 위원은

있어 국제기준의 설정자의 지위에서 논의를 주도

오스트리아학파가 주장하는 시장 중심의 자율적

해 갈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그

구조조정을 위해 확장적 통화 및 재정정책의 무용

러나 박국장은 금융감독 측면에서 LTV나 DTI 규

론에 대해서는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였다. 경제

제강화 등과 같은 미세조정 역할을 세심하게 수행

와 금융시스템이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인간의 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본격

택에 따라 움직인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정책실패

적인 출구전략 시행 이후 예상되는 금리상승 시 저

를 초래한 이론적 기반과 제도상의 문제점을 근본

선진국의 성장전략과 신흥공업국의 추격 전략에

소득 가계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

적으로 재검토해 개혁을 추진하려는 노력을 기울

대해 논의함으로써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장하였다.

이는 게 최선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한 최악의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세미나를 개최했다.

22주년을 맞이하여 본원 및 한국금융연구원과 함께“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한
성장과 추격을 위한 새로운 방향”
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1. 개최 배경

[Session 1]
좌장: 박재하(한국금융연구원)

제1주제:“Capacities, Processes, and Feedbacks:
The Complex Dynamics of Development”

윤창현 교수는 박동순 국장의 견해와 유사하게

위기를 벗어난 지금이 정부, 기업, 가계의 부실을

발표:

국제공조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위기 시에

제거하기 위한 구조조정을 촉진할 때이며 통화정

′ Robert
Veronica

확장적 통화 및 재정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

책과 금융감독에 대한 정치권과 시장의 근시안적

견을 제기했다. 나아가서 출구전략은 세계적 공조

이고 인기영합적인 간섭을 줄이기 위한 제도와 문

체제의 구축과 더불어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수행

화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2. 세미나 개요

(Universidad Nacional de General Sarmiento)
Gabriel Yoguel

일시: 2009년 10월 16일(금) 9:00~17:40

(Universidad Nacional de General Sarmiento)

장소: 서울대학교 롯데국제관

토론: 이재민(연세대 교수),

공동주최: 서울대 경제연구소, 한국경제연구원,

Elias Sanidas(서울대 교수)

한국금융연구원
제2주제:“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 of
Financial Structure on Investment:
Does Debt Covenant Shrink Corporate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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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김현종(본원 연구위원)

토론: 김영식(정보통신산업진흥원),

Economic Growth in India」

일시적 비가역성, 불균형과 비선형적 상호작용, 제

K.J. Joseph (Centre for Development Studies),

[Session 3]

도규범의 존재 여부 등을 조사₩검토하여 분석했

Vinoj Abraham (Centre for Development Studies),

좌장: 김인준(서울대 교수)

다. 이들은 기업과 생산 네트워크 간에 흡수 능력

and Hrushikesh Mallick (Centre for Development

을 발전시키고 지식정보의 확산이 이루어지기 위

Studies)

박태영(서울대 교수)

김지연(서울대 교수)

Economic Growth in India”
발표:

제6주제:“Financial Structure for Economic

해서는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

Growth: Banks vs Capital Market”

다. 또한 정부지출기금의 효과적 이용을 위해서는

Joseph 박사, Abraham 박사 및 Mallick 박사

발표: 박재하(한국금융연구원),

공공재 이용에 대한 공개 논의가 중요하다고 설명

는 인도의 경제성장에 있어서 인도의 서비스산업

이상채(한국금융연구원)

했다. 한편, 창조적 파괴 과정을 발전시키기 위해

이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했으며 서비스산업의 고

토론: 이태규(본원 연구위원),

서는 지식집약적 부문에 대한 중요성을 국가적으

도성장이 인도경제 전체의 견인차가 되었다고 설

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생산구조

명했다. 서비스산업은 기술혁신을 일으키고 지식

단계별 지식수준이 향상될 수 있으며, 학습효과가

자본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준 새로운 성장엔진이

제고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도성장을 이룩하는 데 있

K.J. Joseph
(Centre for Development Studies)
Vinoj Abraham
(Centre for Development Studies)

Xifang Sun(서울대 교수)

Hrushikesh Mallick
(Centre for Development Studies)
토론: 조충재(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7주제:“A New Macro-Financial System
for a Stable and Crisis-resilient

정무섭(삼성경제연구소)

Growth in Korea”

어서 정보통신기술의 역할이 가장 컸다고 평가했

(2) 제2주제:「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

다. 이는 서비스부문의 확장이 다른 산업분야에 미

[Session 2]

발표:

of Financial Structure on Investment: Does

친 영향을 계량경제학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좌장: 허찬국(본원 연구위원)

이 근(서울대 교수)

Debt Covenant Shrink Corporate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서비스부문의 수출 확

김진일(국민대 교수)

Investment?」김현종(본원 연구위원)

산은 서비스산업의 확장을 가져올 뿐 아니라 전 산

제4주제:“Catching-up Trajectories in the
Wine Sector: A Comparative Study

김홍기(한남대 교수)
송홍선(자본시장연구원)

업부문의 성장을 가져오는 파급효과가 매우 컸다
김현종 박사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부채비

고 설명했다.

율이 감소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기업의 투자율이

of Chile, Italy, and South Africa”
토론: 이인형(자본시장연구원),

감소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외환위기 이후 부채의

(4) 제4주제:「Catching-up Trajectories in the

김소영(서울대 교수)

투자민감도가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주거

Wine Sector: A Comparative Study of

Andrea Morrison (Bocconi University)

래 은행과 채무약정을 체결한 대규모 기업집단소

Chile, Italy, and South Africa」

Roberta Rabellotti (Universita del Piemonte

속 기업에서 현저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즉, 주

Lucia Cusmano (Bocconi University), Andrea

채무계열에 있는 기업들의 투자율은 다른 기업과

Morrison (Bocconi University), and Roberta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부채

Rabellotti (Universita del Piemonte Orientale)

발표:

Lucia Cusmano (Bocconi University)

Orientale)

3. 주요 내용

토론: 곽주영(연세대 교수),

(1) 제1주제:「Capacities, Processes, and

비율 규제가 기업투자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했음을

Feedbacks: The Complex Dynamics of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채에 대한 투자민감

Cusmano 교수, Morrison 교수와 Rabellotti

Development」

도가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8년부터 2000년간 가

박사는 칠레, 이탈리아, 남아프리카의 와인제조업

Services: The Case of the Indian

′
Veronica
Robert (Universidad Nacional de

장 극심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는 외환위기를 극

이 신흥산업으로 발전하고 국제시장의 한축을 담

Software Services Industry”

General Sarmiento) and Gabriel Yoguel

복하는 과정에서 부채비율 규제가 피할 수 없는 정

당하게 된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경제발전에 중요

(Universidad Nacional de General Sarmiento)

책일 수는 있었지만, 투자율 저하라는 문제를 초래

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검토했다. 이 연구는 신흥공

하였다고 언급했다.

업국의 제도와 혁신성에 대한 사례에서 밝혀진 바

전유덕(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제5주제:“Catch-up in Technology-driven

발표: Rishikesha T. Krishnan

(Indian Institute of Management Bangal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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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주제:「The Role of Service Sector in

에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창조적 주체들의 이질성,

토론: 이건범(한신대 교수),

제3주제:“The Role of Service Sector in

Robert 교수와 Yoguel 교수는 다양한 발전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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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유사한 현상이 있었다고 밝혔다. 즉, 기술현대

재무구조의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은행과 자본시

화와 생산표준화가 신생산업을 성장산업으로 발전

장의 역할을 분석했다. 이 연구는 재무구조의 결정

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강조

요인, 재무구조와 경제성장 및 산업별 성과 등을

했다. 와인산업에 신규 진입한 기업은 소비자의 취

계량경제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최적 재무구조는

향을 효과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가장 긴요하게 반

산업별로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

응하였으며, 산업 관련 법규제를 마련하고 선전활

서 전략적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할 경

동에 주력함으로써 효과적인 성공을 이룰 수 있었

우 산업별로 다른 지원구조를 갖고 수행해야 한다

다고 지적했다.

고 강조했다. 이 연구는 산업별로 적절하지 못한
자금지원구조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야기할 수

(5) 제5주제:「Catch-up in Technologydriven Services: The Case of the Indian

있으며,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지연시
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Software Services Industry」
Rishikesha T. Krishnan (Indian Institute of
Management Bangalore)

(7) 제7주제:「A New Macro-Financial System
for a Stable and Crisis-resilient Growth in
Korea」

Krishnan 교수는 인도 서비스산업의 급속한 발
전에는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이 있었으며, 이는

이근(서울대 교수), 김진일(국민대 교수), 김홍기(한
남대 교수), 송홍선(자본시장연구원)

비교경제우위에 있는 산업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고 언급했다. 이 연구는 인도 소프트웨어산업이 고

이근 교수 외 3인은 금융위기에 대한 대처법을

도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서 (i) 언어소통 및 관

거시경제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통해 구조적 개선

리능력, (ii) 외국기업과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 연구는 경

구조적 혁신과 소비자에 대한 재인식, (iii) 문화 적

제회복을 위해서는 환율제도가 자본시장의 일부를

응능력, 국가별 문화와 서비스 제공지역의 특성 파

통제할 수 있는 매개수단(intermediate system)

악력, (iv) 인력 관리기술, 인재 채용능력 및 교육

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훈련과정개발 등을 지적했다.

은 외환거래에 미미한 비율로라도 세금을 적용할
수 있다면 대규모 외환거래에 따른 심각한 환율등

(6) 제6주제:「Financial Structure for Economic

락폭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토빈세(Tobin tax)를

Growth: Banks vs Capital Market」

신설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박재하(한국금융연구원), 이상채(한국금융연구원)

단기적 방법으로서 국내 은행뿐 아니라 해외지점
에 대한 통화유동성 관리를 긴축적으로 운영해야

박재하 박사와 이상채 박사는 경제성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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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회 및 포럼
- 기업구조와 전략연구회
- 한국 하이에크 소사이어티
- 브라운백 세미나
- 공공개혁포럼

3. 2009년 운영실적

기업구조와 전략연구회

지배주주의 지분의 크기, 2대-10대 주주의 지분

│연구회│및│포럼│

【제1회】

합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패

날짜: 2009년 1월 12일

널회귀분석 결과, 정부지배기업은 시장화 국유

주제: 기업집단의 내부자본거래: 계열사 출자

기업 및 민간 기업에 비해 유의하게 성과가 나쁜

결정요인 및 주가에 미치는 영향

것으로 나타났고, 시장화 국유기업은 일부의 회

발표: 김명애 박사, 조성욱 교수(서울대)

귀식에서만 유의하지만 일관되게 민간기업보다

내용: 김명애 박사와 조성욱 교수는 상장기업의

성과가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인 회귀분

기업구조와 전략연구회는 경제의 기본단위인 기업조직과 관련된 학술 토론 및 연

출자대상을 비상장기업까지 확장하여 분석함으

석의 결과, (i) 국가가 기업의 이윤보다는 고용이

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젊은 소장학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되었다. 2009년

로써, 내부자본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

나 사회복지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정부가 지배

에는 3차례의 연구발표회를 통해 기업구조와 전략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하는

석했다. 2004년부터 2005년까지 기업의 출자

주주인 기업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시간을 마련하였다.

공시를 분석한 결과 내부자본시장을 통한 거래

(ii) 지배주주로서 국가의 존재가 신호 효과, 감

는 기업의 특성 및 소유구조에 영향을 받고 있음

시 효과, 정책적 지원 등으로 인해 기업가치에

을 알 수 있다. 시장가치가 높은 기업은 해외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견해는, 시장화

소재한 계열사에 출자하는 경향이 높고, 그룹 내

국유기업이 지배주주로 있는 기업들에 한해서는

의 실질적인 지주회사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보

지지되고, (iii) 소유구조에 따라 각기 다른 성격

다 자주 그리고 더 많이 출자를 하는 것으로 나

의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타났다. 지배주주의 지분이 높은 기업은 출자를

지배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역시 서로 다른

한 바 있으며, 2002년에도 기업의 성장전략과 관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피출자 기업의

작동 메커니즘을 통해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친

련된 베인&컴퍼니의 Profit from the core를

특성을 분석한 결과, 업력이 짧은 기업에 대해

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핵심에 집중하라』
는 제목으로 공동 번역서를 출

출자규모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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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하였다.

분석결과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의 성장전

【제3회】

행하기 위해 젊은 소장학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되

연구회는 소장 경제학자와 경영학자들로 구성

략으로 사용되거나 계열사의 정보비대칭성을 완

날짜: 2009년 11월 19일

었다. 연구회는 매월 연구발표회를 원칙으로 하고

되어 있으며, 이근(서울대 교수, 연구회장), 이우

화하는 수단으로서뿐만 아니라 기업내부자가 기

주제: INDUSTRIAL UPGRADING IN EMERGING

있으며 필요에 따라 공동 학술연구, 공동 프로젝트

관(한성대 교수), 곽만순(카톨릭대 교수), 진태홍

업집단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거나 또는 자원을

MARKETS: SPEED, CAPABILITY OF KNOW-

를 수행한다.

(홍익대 교수), 김용렬(홍익대 교수), 박영렬(연세

터널링하는 수단으로 계열사에 대한 출자를 결

LEDGE INTEGRATION, AND BUSINESS GROUPS

대 교수), 최경규(서울대 교수), 강명헌(단국대 교

정함을 시사했다.

발표: 곽주영 교수(연세대)

수), 최정표(건국대 교수), 장지상(경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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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범주로 나누어 그 성과를 비교하고, 아울러

조성욱(서울대 교수), 정균화(고려대 교수), 김진

내용: 곽주영 교수는 신흥공업국이 첨단 기술산
【제2회】

업 분야에서 기술적 혁신을 이루는 과정을 분석

방(인하대 교수), 김건식(서울대 교수), 장하성(고

날짜: 2009년 3월 4일

했다. 이 연구는 TFT-LCD TV와 휴대전화산업

1996년 연구회 모임 결성과 함께 첫 공동 프로

려대 교수), 김기원(방송통신대 교수), 황인학(전

주제: 중국기업의 소유구조와 기업성과

을 대상으로 지식축적능력이 산업기술향상 속도

젝트로 동경대 아오키 교수의『비교경제제도론』

경련 상무), 김현종(본원 연구위원), 최인철(삼성

을『기업시스템의 비교경제학』
이라는 제목으로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등 총 79명의 회원이 활

발표: 강영삼 박사(서울대)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중점적으

번역 출판하였다. 2001년에는『외환위기 이후 기

동하고 있다. 2009년에는 이근기(서울대 박사후

내용: 강영삼 박사는 중국 상장기업 지배주주의

로 검토했다. 분석결과, 외부기술을 통합하는 능

업환경 변화와 기업 성과』
라는 공동연구를 수행

연구과정) 박사가 간사를 맡아 운영하였다.

유형을 크게 정부, 시장화 국유기업, 민간 등 3

력은 다른 산업의 기술개발 속도를 향상시키는

2009년 시장경제연구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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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내부기술을 통합하는 능력은 산업 내 기술

단이 기술개발에 소요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

개발속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해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 하이에크 소사이어티

한 결과는 외부기술을 통합하는 능력은 기업집
│연구회│및│포럼│

한국 하이에크 소사이어티는 자유주의 연구를 통해 정치, 경제, 교육, 언론, 복지
등 한국 사회의 모든 부문에 자유주의의 풍토를 조성하고 자유주의 법제도적 기초
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2009년 한 해 동안 6회의 월례회가 개최되었다.

1. 발족 배경

2. 운영 및 인적구성

한국 하이에크 소사이어티는 하이에크, 밀턴 프

회 장: 안재욱(경희대 교수)

리드먼, 미제스 등 고전파 자유주의 전통사상을 연

이 사: 민경국(강원대 교수)

구하고 변화된 사회 경제적인 환경과 한국적 상황

이 사: 김영용(본원 원장)

을 고려하면서 자유주의 사상을 발전시키는 데 설

이 사: 김인영(한림대 교수)

립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자유주의 사상을 경제학

이 사: 최승노(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분야에 그치지 않고 철학, 법학, 정치학 등 다양한

이 사: 김정래(부산교대 교수)

분야로 확대₩종합하여 이론적이고 정책적으로 발

감 사: 배진영(인제대 교수)

전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한국 하이에크 소사이

간 사: 이상영(경희대)

어티는 이러한 연구를 통해 정치, 경제, 교육, 언
론, 복지 등 한국 사회의 모든 부문에 자유주의의
풍토를 조성하고 자유주의 법제도적 기초를 확립

3. 2009년 운영실적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한국 하이에크 소사이어티의 주요 사업은 월례
회 및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데 있다. 월례회 및 심
포지엄을 통하여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연구하고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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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하

는지에 집중하고 있고, 건축학계에서는 어떤 방

과는 경제학의 다른 분야는 몰라도 최소한 금융

는 피고용자의 암묵적이고 분산된 지식을 명시

이에크 소사이어티의 월례회 운영실적은 다음과

법으로 일조권 규제를 하는 것이 좋을지에 논의

경제학의 분야에서 공적 기구의 역할에 대한 논

적인 지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같다.

가 집중되어 왔다. 반면 일조권 규제를 하는 것

설의 진리성은 상대주의에 지배됨을 시사한다.

지식창조를 규정하는 두 가지 요인은 지식의 크

이 좋은지 아닌지에 대한 근원적 검토는 거의 없

경제학자가 특정 금융이론, 특히 특정 정책제안

기와 집약도 그리고 한 나라가 지식을 창조해 내

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 논문은 일조권 규

의 진리성을 과도하게 일반화해서는 안 되며, 구

기 위해 만든 제도 등이다. 지식의 보호는 특허,

날짜: 2009년 3월 27일

제가 필요한지의 여부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

체적 사안에 대한 정책방안 도출을 다른 역사적

저작권 및 제도적인 능력과 같은 사회적인 제도

주제: 패널자료를 이용한 기업 간 임금격차 분석

석하였다. 일조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남측 건물

공간적 환경에서 얻어진 사례의 무비판적 원용

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 기업의 지식의 보호할

발표: 조동훈 교수(한림대학교 경제학과)

의 권리를 빼앗아 북측 건물의 소유자나 거주자

에 의해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능력의 차이가 기업 간 이윤의 차이를 가져올 수

내용: 이 연구는 근로자의 다양한 특성을 통제하

에게 줌을 뜻한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두 건물

여 기업규모 간 임금격차의 크기를 실증분석하

이 누릴 수 있는 일조량은 달라지지 않는다. 다

였다. 기존의 연구가 간과하고 있는 개인의 관측

만 남측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거나(아파트), 또

날짜: 2009년 9월 25일

고 지식을 보호하는 제도들을 신중히 고려할 필

되지 않은 특성을 고정효과 모형을 통하여 분석

는 활용 가능한 남측 마당의 넓이를 제한할 뿐이

주제: 금융위험의 확산과 경제충격

요가 있다.

한 연구라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보다 진일보한

다(단독주택). 일조권 규제는 폐지하는 것이 좋

발표: 장대홍 교수(한림대학교 재무금융학과)

연구라 할 수 있다. 개인의 관측되지 않은 특성

다.

내용: 미국의 금융시장 불안에서 시작하여 글로

【3월 연구발표회】

을 고려한 고정효과모델에서 기업규모 간 임금
격차는 적게는 20%에서 크게는 70%까지 감소

【9월 연구발표회】

제도들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지식을 창조해 내

【12월 연구발표회】

벌 경제침체로 확산된 현 경제위기의 원인은 과

날짜: 2009년 12월 11일

잉유동성 공급과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실패로

주제: 평준화 정책의 폐지 논거 및 제반조치

하여 횡단면 분석의 추정결과는 상향편의 되었

날짜: 2009년 6월 26일

집약된다. 이 논문은 금융산업의 구조 변화와 규

발표: 김정래 교수(부산교대)

음을 입증하고 있으나 여전히 어느 정도의 기업

주제: 하이에크와 프리드먼의 금융제도론: 그들

제 공백이 방치된 배경을 중심으로 금융위험의

내용: 1974학년도부터 시행되어 온 현행 평준화

규모별 임금격차는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 왜 정부의 역할에 반대하고 찬성하는가?

증폭과 확산이 진행된 과정을 논의한다. 논문은

정책에 대한 내력, 현황 및 폐해를 분석하고 평

이 연구에 따르면 고학력을 소유한 개인이 중소

발표: 신인석 교수(중앙대 경영학부)

금융불안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방

준화 정책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담론과 함께 그

기업에 종사하도록 유도하여 자연스럽게 중소기

내용: 이 논문은 현대 화폐경제학의 두 거두인

법으로 금융위험의 확산을 측정하고, 과잉위험

에 대한 대안도 모색하였다. 평준화 정책의 폐지

업 종사자의 임금이 올라가도록 하는 시장친화

하이에크와 프리드먼을 대상으로 하여 두 사람

감수를 억제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개선하며,

논거로서 평준화 정책이 표방해 왔던 정책 목표,

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의 통화금융정책론을 살펴보고, 그 정책론의 근

기관 중심이 아닌 기능 중심으로 규제 방식을 전

그리고 여러 명분들이 하나같이 실현되지 못하

원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하이에크의 경우

환하는 등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였거나 정반대 결과를 초래했으며, 평준화 정책

【4월 연구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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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연구발표회】

있다. 따라서 한 사회와 국가는 지식을 창조하는

전기 하이에크와 후기 하이에크 사이에 제도론

은 도입과정 및 그 결과에 있어서 정의롭지 못한
【10월 연구발표회】

날짜: 2009년 4월 24일

의 대전환이 있었음을 보이고 그 같은 대전환이

주제: 일조권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그의 전기 이론과도 단절된 상태에서 발생한 것

날짜: 2009년 10월 30일

은 국가통제와 정부개입의 합리화의 산물이며,

발표: 김정호 원장(자유기업원)

임을 보였다. 프리드먼의 경우‘100% 준비은행

주제: Firms’Knowledge Creation, Protection,

각종 병폐 현상 증후군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그

내용: 일조권이란 태양의 직사광선을 향유할 권

론’
으로 대표되는 그의 금융정책론이 통화정책

and Institutions

리고 평준화 정책을 폐지할 경우 제반 조치를 제

리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일조권을 둘러싼 분쟁

이론이나 통화금융이론과는 거리가 있음을 보였

발표: 박홍렬 교수(경희대 International Scholar)

시하고 있다. 우선 평준화 정책의 기초가 되고

은 일본과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이

다. 정치철학을 공유한 두 학자의 제도론 차이,

내용: 이 논문에서는 지식의 창조, 보호와 제도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 1항과 2항은

다. 일조권에 대한 국내 학계의 논의는 법학계와

전기 하이에크와 후기 하이에크의 차이, 이론과

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지식은 지속 가능한

무엇보다도 경쟁과 차별성이 가장 중시되어야

건축학계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법학에서

제도론의 부분적 단절 등의 현상에 주목하면서

경쟁우위의 중요한 원천이다. 기업은 경쟁우위

하는 교육에 있어서 독소조항이므로 이를 개정

의 논의는 일조권을 둘러싼 민사 분쟁에서 법리

이들 현상이‘패러다임 가설’
에 근거할 때 가장

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만

해야 한다. 또한 내신제와 3불 정책은 폐지하고,

를 어떻게 구성해야 일조권 침해를 구제할 수 있

잘 설명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 논문의 결

들어 내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지식창조

고교등급제의 허용, 사립학교의 학생선발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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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금 책정권, 교육내용 편성에서부터 교원의 임

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의와 증거를 통하여 평

용과 급여 문제에 이르기까지 자율에 맡겨야 한

준화 정책은‘보완’
할 것이 아니라‘폐지’
해야

다. 본 연구는 평준화 정책 폐지에 따른 공립학

한다고 결론을 맺고 있다.

브라운백 세미나
│연구회│및│포럼│

교 경쟁력 강화 방안과 법령 정비를 모색해야 한

브라운백 세미나는 현안 이슈에 대한 본원 연구위원들의 정책적 의견을 결집시키
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브라운백 세미나는 현안 이슈를 발제한 발표자
가 토의과정에서 나온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후속 연구를 수행하여
정책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1. 배경 및 목적

2. 내용

브라운백 세미나는 다양한 분야의 현안 이슈

2009년 1월 29일부터 12월 17일까지 한 해 동안

에 대한 연구위원들의 정책적 의견을 모아보자는

총 25회의 브라운 백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첫 세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민간 경

미나의 발제내용은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정

제종합연구소로서 경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

부의 경제정책 및 외환시장 개입 등에 대해 비판하

성되어 있기에 브라운백 세미나를 통하여 각 분야

는 글을 쓴 인터넷논객 미네르바의 구속과 관련 본

의 연구 아이디어를 결집하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

연구원의 신석훈 선임연구원이 발표한“미네르바

하고 있다. 본 세미나는 장기간에 걸친 심도 있는

와 헌법상 표현의 자유”
였다. 발표된 발제내용은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보다는 현안 이슈에 대한 발

“FDI와 FTA: 대체관계인가 보완관계인가”
,“국제

제와 참석 연구위원들의 토론으로 이루어지도록

금융기구 개편의 정치경제학”
,“외환보유고 결정

하고 있다. 현안 이슈를 발제한 발표자는 토의과

요인과 Solow growth model을 이용한 제도의 질

정에서 나온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적 차이와 경제성장률”
,“방송광고시장에의 경쟁

후속적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현안 이슈에 대한

도입”
,“현대 한국경제사의 이해”
,“동아시아 경제

정책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통합과 한국의 대ASEAN 공적개발원조(ODA)”
,
“가계 소비의 이질성에 대한 연구”등과 같은 경제
학적 이슈 외에“국가신용평가와 북핵 변수”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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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국방위원회 강화와 개성공단”
과 같은 북한

【제5회】

주제:『경제학적 사고방식』
(폴 헤인 저) 1장 경

문제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민법상 담보물권

날짜: 4월 23일

제학적 사고방식/2장 널려 있는 대체재: 수요의

개관과 최근의 개혁 논의-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주제: 방송광고시장에의 경쟁 도입

개념

동산담보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상속권과 경영권

발표: 이주선 선임연구위원

발표: 변양규 연구위원

【제6회】

일시: 8월 20일

【제12회】

발표: 이병욱 선임연구위원

로자후생 측면에서 본 노동시장 유연성”등과 같

일시: 4월 29일

일시: 7월 28일

은 노동시장 이슈도 다루었다. 하반기에는 폴 헤인

주제: 국가신용평가와 북핵 변수

주제:『경제학적 사고방식』
(폴 헤인 저) 3장 기

의 저서인『경제학적 사고방식』
의 총 23장을 11회

발표: 정연호 연구위원

회비용과 상품의 공급/4장 공급과 수요: 조정의

일시: 8월 25일

과정

주제:『경제학적 사고방식』
(폴 헤인 저) 12장 소

발표: 설윤 부연구위원

득분배/13장 외부성과 상호 충돌하는 권리들

에 걸쳐 주요 내용을 발제자가 발표하고 함께 얘기
하는 독서토론회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세미나의

【제7회】

형식도 외부에 개방함으로써 발제자의 발표에 대

일시: 5월 12일

하여 현안 이슈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주제: 현대 한국경제사의 이해

있는 자리도 마련하였다.

발표: 김창근 초빙연구위원

【제1회】

일시: 1월 29일

【제8회】

【제13회】

일시: 8월 4일

일시: 8월 27일

발표: 조준모 교수(성균관대)

주제:『경제학적 사고방식』
(폴 헤인 저) 14장 시

장과 정부/15장 인플레이션, 불황, 실업: 입문
【제14회】

주제: 동아시아 경제통합과 한국의 대ASEAN

발표: 신석훈 선임연구원

공적개발원조(ODA)

일시: 8월 6일

발표: 송원근 연구위원

주제:『경제학적 사고방식』
(폴 헤인 저) 5장 한

일시: 2월 20일
주제: FDI와 FTA: 대체관계인가 보완관계인가?

일시: 6월 11일

발표: 이병기 선임연구위원

주제: 북한의 국방위원회 강화와 개성공단
발표: 배종렬(한국수출입은행연구소)

【제3회】

일시: 3월 3일

【제19회】

주제: 복수노조와 전임자제도의 전망과 쟁점 이슈

주제: 미네르바와 헌법상 표현의 자유

【제9회】

【제18회】

발표: 김필헌 연구위원

일시: 5월 29일

【제2회】

발표: 김학수 연구위원
【제20회】

계가치와 경제적 의사결정/6장 효율, 교환, 비교

일시: 9월 1일

우위

주제:『경제학적 사고방식』
(폴 헤인 저) 16장 생

발표: 이선화 부연구위원

산, 가격, 그리고 경기변동/17장 화폐의 공급/18
장 수요측면의 경제학

【제15회】

발표: 이태규 연구위원

일시: 8월 11일
【제10회】

주제:『경제학적 사고방식』
(폴 헤인 저) 7장 정

【제21회】

주제: 국제금융기구 개편의 정치경제학

일시: 7월 16일

보, 중개인, 그리고 투기꾼/8장 가격의 설정과

일시: 9월 8일

발표: 이태규 연구위원

주제: 민법상 담보물권 개관과 최근의 개혁 논

독점의 문제

주제:『경제학적 사고방식』
(폴 헤인 저) 19장 재

의-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동산담보제도 도입을

발표: 김창배 부연구위원

정 및 통화정책/20장 공급주의자의 시각

【제4회】

일시: 3월 27일

중심으로
발표: 신석훈 선임연구원

주제: 외환보유고 결정요인과 Solow growth

model을 이용한 제도의 질적 차이와 경제성장률
발표: 김필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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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주제:『경제학적 사고방식』
(폴 헤인 저) 11장 이윤

승계”
“정치리더십”등과 같은 법학적 주제와“복
수노조와 전임자제도의 전망과 쟁점 이슈”
와“근

발표: 김현종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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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강호영 전문위원
【제16회】

일시: 8월 18일
【제11회】

일시: 7월 23일

【제22회】

주제:『경제학적 사고방식』
(폴 헤인 저) 9장 가

일시: 9월 10일

격탐색/10장 경쟁과 정부정책

주제:『경제학적 사고방식』
(폴 헤인 저) 21장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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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책과 국제적 교환/22장 인플레이션, 불황,
그리고 정치경제/23장 경제학의 한계

공공개혁포럼

발표: 송원근 연구위원
│연구회│및│포럼│

【제23회】

일시: 11월 5일
주제: 상속권과 경영권 승계
발표: 신석훈 선임연구원
공공개혁포럼은 정부 조직개편, 공공부문 구조조정, 규제개혁, 공공혁신 및 공공

【제24회】

부문 서비스 개선 등 공공개혁의 다양한 주제를 부정기적으로 발표하고 토론하는

일시: 12월 10일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2007년부터는 차기정부의 공공개혁의 방향과

주제: 근로자 후생측면에서 본 노동시장 유연성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밑그림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하였다.

발표: 변양규 연구위원
【제25회】

일시: 12월 17일
주제: 가계 소비의 이질성에 대한 연구
발표: 설윤 부연구위원

1. 발족 배경

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목적으로 2007년 3월 공
공개혁포럼을 발족하였다.

국민의 정부 말부터 퇴조를 보이기 시작한 공공
개혁은 참여정부에 들어서서 정부의 비대화와 규
제의 확대로 이어지면서 크게 후퇴하여 공공부문

2. 운영 및 인적구성

의 경쟁력을 열악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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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적되고 있다. 여러 민영화계획이 중단되고 공

공공개혁포럼은 정부 조직개편, 공공부문 구조

공부문의 산업 구조개편이 취소되는 한편 공무원

조정, 규제개혁, 공공혁신 및 공공부문 서비스 개

의 정원이 늘고 인건비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

선 등 공공개혁의 다양한 주제를 부정기적으로 발

같은 공공부문의 비대화는 재정의 부담을 증가시

표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공개

키고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둔화시키며 정부의 시

혁포럼은 차기정부의 공공개혁의 방향과 그 구체

장에 대한 개입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이처럼 비

적인 방안에 대한 밑그림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대해진 정부부문으로 인해 공공부문의 효율성 추

하고 있다.

구 및 작은 정부의 추진이 차기 정부의 중요한 숙

공공개혁포럼은 공공개혁에 대한 실무적 경험과

제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이에 따라 본원은 차기

전문성을 갖춘 행정학, 경영학 및 경제학 부문의

정부 공공개혁의 방향을 가늠하고 공공부문의 크

주요 인사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다. 현재 공공개

기를 줄이며 그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

혁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로는 김종석(홍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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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교수), 김준기(서울대 교수), 김현석(한양대 겸

절감하는 가치중립적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임교수), 박개성(엘리오(주) 대표), 박진(KDI 정책

점을 강조하고, 더불어 우리 사회의 공공기관을 유

대학원 교수), 윤영민(한양대 교수) 등이 있으며,

지하는데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개략 추정함으로써

이주선 기업연구본부장, 조경엽 선임연구위원, 조

민영화, 구조조정 논의의 균형을 제시하였다.

Ⅱ. 2009년 연구 외 사업

성봉 연구조정실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2) 제2회 모임

3. 2009년 운영실적

2009년 6월 25일 본원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두
번째 공공개혁포럼에서는 이인재 인천대 교수가

(1) 제1회 모임

‘공기업 임금 프리미엄에 관한 연구’
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 교수는 공공부문의 임금 프리미엄

2009년 3월 20일 본원 세미나실에서 2009년

이 존재함을 밝히고, 원칙적으로 임금수준은 시장

첫 공공개혁포럼을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인

에서 결정되도록 임금결정체계에 있어 공공부문의

천대의 옥동석 교수가‘공공부문의 사회적 비용’

혁신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공공부문의

을 발표하였다. 이 발표에서는 민영화, 장기적인

개혁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감시가 중요

기관협약 등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사회적 비용을

함을 강조하였다.

4. 정보자료 서비스 사업 및 학술지 발간사업
- 정보자료 서비스사업
-『규제연구』발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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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KERI DB’부문은 주요 경제지표 및

│정보자료│서비스│사업│

정보자료 서비스사업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의 경제 전망 데이터를 제공

월별

방문자 수

하는‘경제동향’
과 우리나라 상위 30대 대규모기

1월

409

52,889

업집단의 연도별 순위, 계열기업 현황, 재무현황

2월

476

53,550

3월

560

54,523

등의 요약정보를 제공하는‘30대 대규모기업집

4월

509

55,559
56,486

단’DB가 구축되어 있다.
그리고 KERI 관련 기사, 언론기고, 보도자료 등
을 매일 게재하는‘KERI와 미디어’부문과 기타
본원은 회원사 임직원 및 일반회원에 대한 온라인 정보 서비스를 강화하고, 회원

연구회 발표 자료를 게재하는‘지식네트워크’부

사 임직원과의 사이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상호 효율적인 정보교류를 지원하기

문, 또한 주요 강사진의 동영상 강좌 서비스 등 다

위한 정보자료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정보자료 서비스사업은 본원의 연구발간

양한 콘텐츠를 보강하여 시장경제교육 사이트를

물을 게재하는‘연구자료’부문, 현안 이슈에 대한 분석 자료를 제공하는‘KERI

새롭게 개편하였다.

칼럼’부문, 경제동향 및 30대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KERI
DB’부문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표 1> 일일 방문자 수 및 회원 수

5월

479

6월

460

57,153

7월

407

57,673

8월

401

58,129

9월

692

58,796

10월

676

59,658

11월

698

60,714

12월

664

61,165

‘도서정보’부문에선 회원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신속히 제공하는‘소장도서 검색 및 원문복사 서

<표 2> 콘텐츠 현황
서비스명

비스’
, 경제·경영 관련 도서에 대한 전문가 리뷰

우선‘연구자료’부문은‘연구보고서’
,‘경제 전

또한 유용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

망과 정책과제’
,‘규제연구지’
, ‘세미나 자료’등

해 메일링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주 5회 게재되

정보자료 서비스사업은 21세기 디지털 시대를

본원에서 발간되는 모든 자료의 전문을 제공하는

는‘KERI칼럼’뉴스레터를 통해 시장경제원리와

맞아 회원사 임직원 및 일반회원에 대한 온라인 정

서비스로서, 기업경영에 관련된 정부정책 등에 대

경제정책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해법을 제시해

보서비스를 강화하고, 회원사 임직원과의 사이버

한 분석이나 최근 경제동향 및 전망을 제공하여 능

주고 있으며, 주요 온라인 서비스를 종합₩정리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상호 효율적인 정보교류의

동적인 기업경영전략 수립, 최근 경기 및 경제정책

KERI Mailzine을 월 2회 발송하고 있다.

장으로 발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사이버

에 대한 이해 등에 도움을 주고 있다.
‘KERI칼럼’부문은 그동안‘전문가칼럼’
,‘경

하여 위와 같은 정보자료 서비스사업을 수행해 왔

제공하여 시장경제원리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제이슈 논평’
,‘기업법과 제도이슈’
로 나누어 운영

으며 그 결과, 2003년 2월 회원제 사이트로 개편

도모하고 본원이 주장하는 경제정책을 홍보하는

해 왔던 경제이슈 분석을‘KERI칼럼’
으로 통합하

한 이래 현재 회원 수가 6만 명이 넘는 지속적인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고, 횟수도 주 2회에서 5회로 늘려 게재하고 있다.
‘KERI칼럼’
은 각종 경제 현안은 물론 정치₩사회
₩문화를 총망라하는 다양한 이슈에 대한 전문가들

2. 사업의 주요 내용

(www.keri.org)의 주요 콘텐츠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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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방향의 구심점을 잡아주는 역할을 담당하고자
매호마다 칼럼의 질적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유형별 보고서: 연구보고서, 경제 전
망과 정책과제, 규제연구지, 세미나
자료

수시

주제별 보고서: 경제, 산업/경영, 사
회/규제/제도
KERI칼럼

KERI DB

지식
네트워크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KERI칼럼

주 5회

지난 칼럼

-

경제동향: 주요 경제지표, 국내 경제
전망, 세계 경제 전망

분기

30대 대규모기업집단: 연도별 순위,
계열기업 현황, 재무현황, 연도별 비중

연 1회

한경연 포럼

월 1회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월 1회

기업구조와 전략연구회

월 1회

공공개혁 포럼

월 1회

뉴스 속의 KERI: KERI 관련 기사
및 외부기고

매일

보도자료

수시

KERI 서평

격주

도서정보

소장도서 검색 및 원문복사 서비스
(회원사 무료)

수시

시장경제
교육

시장경제교육 및 커리큘럼 소개, 교
육신청, 주요 강사진 등

수시

KERI와
미디어

의 심층적 진단과 분석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장
경제논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우리 사회가 나아

한국경제연구원이 제공하는 온라인 정보서비스

연구자료

본 연구원은 급변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

공간에서 각종 경제이슈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을

게재 주기

핫이슈: 규제개혁, 신정부 개혁과제,
공공개혁

원문복사 서비스의 경우 회원사에게는 무료로 제

1. 사업의 목적

내용
본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자료의 전
문 제공

를 게재하는‘KERI 서평’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하고 있다.

회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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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경제이슈 논평 게재 목록
일자

<표 5> 전문가칼럼 게재 목록

제 목

저 자

1/7

금융시장 규제, 위기 해결책인가?

송정석(중앙대학교 상경학부 교수)

1/28

2009년 한국경제 전망과 정책과제

허찬국(본원 선임연구위원)
박기환(국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2/4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규제와 감독의 방향

2/18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은행, 정부 및 대기업의 역할

이종욱(서울여대 교수/한국중소기업학회장)

3/6

최근 환율변동의 원인 및 전망

안순권(본원 연구위원)

3/18

2009년 주택시장의 향방은?

4/22

글로벌 금융위기… 이제는 경기회복으로 이어지나?

박덕배(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성균관대 경제학과 겸임교수)
한상춘(한국경제TV 해설위원 겸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4/28

국제유가 전망과 세계경제

이문배(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5/13

중소기업 대출 MOU: 일률적인 적용보다는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 필요

홍재범(부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5/27

미국 상속증여 세제 개편의 의미와 시사점

김상겸(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6/17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가격 진단과 전망

나찬휘(KB국민은행연구소 부동산팀장)

6/26

공기업 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최승노(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표 4> 기업법과 제도이슈 게재 목록
일자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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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저 자

재벌개혁과 글로벌 금융위기의‘희한한 동거’

신석훈(본원 선임연구원)

1/23

공정거래법 집행에 있어 경제분석 강화의 필요성

이기종(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11

노동법의 새로운 방향은?

김희성(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11

미란다 원칙과 변호인-고객 간 비밀유지특권

정 환(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3/25

경제위기 극복과 준법정신

김상겸(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4/8

비정규직법 개정과 일자리 나누기

이승길(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23

미국 경제위기가 우리 법제에 말하는 것

최승재(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5/6

금융위기 해법과 법경제학

신석훈(본원 선임연구원)

5/19

경쟁시장의 창출과 경쟁법의 역할

홍대식(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6/9

회사의 본질과 에버랜드 판결

신석훈(본원 선임연구원)

6/22

무죄추정의 원칙과 경쟁법

서혜숙(법무법인 KCL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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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1/5
1/15
1/19
2/2
2/17
2/24
3/2
3/9
3/17
3/23
3/30
4/1
4/6
4/13
4/20
4/27
4/7
5/12
5/25
6/11
6/15
6/24

제 목
결산일(closing date)의 또 다른 의미
위기에 빠진 경제 구하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아시아지역의 금융협력은 가능한가?
정부와 연구기관의 경제 전망과 정책효과 분석, 어떻게 봐야 하나?
임금피크제, 연공급 임금체계 고착화 우려
BBQ(Big, Bold and Quick)와 신뢰
경기변동과 과오투자
일자리 나누기 실천을 위한 제언
소비자신뢰지수와 경기 전망
보호무역주의와 FTA 추진의 필요성
주주는 회사를 소유하는가?
시장은 언제나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낙관론보다는 경제내실을 다질 때
경제자유구역의 경제적 자유를 대폭 허용하라
자산운용시장 육성전략 재검토해야
위기극복의 비결 여전히 규제개혁에 있다
금융감독체계, 협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오바마의 대북정책과 우리의 대응방안
자본주의의 미래에 대해 묻는다면…
재산권 보호를 통해 R&D 투자를 증대시켜야
미국 자동차산업이 주는 교훈
재정적자를 걱정한다

저 자
강선민(본원 선임연구원)
최승노(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김필헌(본원 연구위원)
김학수(본원 연구위원)
박성준(본원 선임연구위원)
최성환(대한생명경제연구원 상무)
전용덕(대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변양규(본원 연구위원)
설 윤(본원 부연구위원)
송원근(본원 연구위원)
신석훈(본원 선임연구원)
김영용(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안순권(본원 연구위원)
이병기(본원 선임연구위원)
김재칠(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이주선(본원 선임연구위원)
이태규(본원 연구위원)
정연호(본원 연구위원)
최충규(본원 연구위원)
정기화(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권영민(명지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김상겸(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표 6> 서평 게재 목록
일자
1/9
1/23
2/6
2/20
3/6
3/20
4/3
4/17
5/1
5/15
5/29
6/12
7/10
7/24
8/7
8/21
9/4
9/18
10/9
10/23
11/6
11/20
12/4

서 명
구조개혁의 진실- 일본 정부개혁의 숨은 뒷이야기
화폐전쟁
The Google Story
글로벌 불균형-세계 경제위기와 브레튼우즈의 교훈
사무라이의 나라
불황을 넘어서-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인센티브로 풀어보는 기업 회계
지방분권과 지방의 시장친화성
시장경제와 화폐금융제도
한국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라
카탈리스트 코드
생각의 탄생
앨빈토플러, 불황을 넘어서-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Hot, Flat, and Crowded
Power and Prosperity
GettingoffTrack
케인스가 죽어야 경제가 산다
애덤 스미스 구하기
제국의 미래
상식 밖의 경제학
대공황 전후 세계경제
한국의 노동, 어떻게 할 것인가 II: 글로벌 기준과 제도개선
일본 전산 이야기

저자
다케나카 헤이조
쑹훙빙
David A. Vise
배리 아이켄그린
이케가미 에이코
앨빈 토플러
이석준
최승노
안재욱
신장섭
리처드 L. 슈말렌지
로버트 루트번스타인 외
앨빈 토플러·하이디 토플러
토머스 L. 프리드먼
Mancur Olson
John B. Taylor
토머스 우즈 주니어
조나단B.와이트
에이미 추아
댄 에리얼리
찰스 페인스틴 외
남성일 외
김성호

서평
조동호
안순권
변양규
최충규
정연호
박승록
강선민
김창배
김학수
신석훈
김현종
김소현
이우정
이주선
송원근
이태규
김영은
박성준
이병기
김필헌
설 윤
변양규
이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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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KERI칼럼 게재 목록
일자

저 자

7/6

법경제학과 규제개혁

한현옥(부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7/7

시장경쟁이 가져다 준 남북한의 차이

김정호(자유기업원 원장)

7/8

자연안보(Natural Security): 21세기형 신 국가안보론

이춘근(이화여대 겸임교수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일자
9/1
9/2
9/3
9/4
9/7
9/8
9/9
9/10

실속 있는 중소기업진흥정책, 대₩중소기업 상생의 해법

9/11
9/14
9/15
9/16
9/17

문화산업 발전 위해 완성보증제도 정착되어야
정책 결정 요인으로서‘공’과‘사’의 개념
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IFRS 적용 연기해야
일관성 무시하는 조삼모사식 정책은 그만두어야
행복도시가 불행도시가 되지 않으려면

9/18

통화팽창과 비생산적인 소득재분배

9/21
9/22
9/23
9/24
9/25
9/28
9/29
9/30
10/1
10/5
10/6
10/7

오너십 없는 기업가정신의 허상
동일 제품이 다른 가격에 팔리는 것은 부당한가?
사이버테러와 경제적 유인구조
서민소액대출제도 성공의 조건
헌법 개정, 당장 해야 할 이유 없다
옵션이론을 통해 본 회사정책의 방향
정부의 무책임한 서민금융 지원정책: 미소금융
시세에 맞춰 결정되는 재건축아파트 부담금, 이래도 되는가?
투자를 촉진하는 길
전략기획기능 회복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시기
미시시피 거품, 시장의 광기였나 정책의 실패였나?
통행료 정책, 시장원리에 따르라

10/8

경쟁제한하는 방송규제, 없애야 한다

KERI칼럼이 새롭게 출발합니다

7/2

국제회계기준(IFRS) 채택과 세법

김갑순(동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7/3

미국에서의 광고주 불매운동의 헌법적 한계와 시사점

신석훈(본원 선임연구원)

김영용(본원 원장)

7/9

대변혁기, 불황 이후를 대비하는 한국형 비즈니스 모델

강호영(본원 전문위원)

7/10

투자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김필헌(본원 연구위원)

7/13

중도 강화₩서민 정책과 시민들의 충성심

신중섭(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7/14

감세정책, 초심으로 돌아가자

김학수(본원 연구위원)

7/15

비정규직보호법의 부메랑:‘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가설

조동근(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7/16

왜 방송시장에 경쟁이 도입되어야 하나

이주선(본원 선임연구위원)

7/17

감세정책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

조경엽(본원 선임연구위원)

7/20

인플레이션 목표제의 문제점

안재욱(경희대학교 대학원장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

7/21

클라우드 컴퓨팅시대의 도래와 도전

김영용(본원 원장)₩김현종(본원 연구위원)

7/22

경영자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공병호(공병호경영연구소 소장)

FTA 활용기반 구축에 노력해야

정인교(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정석물류통상연구원 원장)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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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7/1

7/24

저출산율의 해법: 시간선호와 경기변동

전용덕(대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7/27

과연 누가 근로자를 보호하는가?

변양규(본원 연구위원)

7/28

되짚어본 개발이익 환수

최충규(본원 연구위원)

7/29

미국 국채 11조 달러가 갖는 의미

송정석(중앙대학교 상경학부 교수)

7/30

2009년 하반기 부동산 경기 전망과 정책방향

김현아(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7/31

비정규직보호법으로 일자리 잃는 비정규직들

박성준(본원 선임연구위원)

8/3

쌍용차 사태의 원인과 해법은?

최승노(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8/4

보호무역이 경기부양 효과를 가져 오는가?

송원근(본원 연구위원)

8/5

두 차례의 경제위기와 한국 기업집단의 변화

이재우(부산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교수)

8/6

공기업 개혁은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손양훈(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8/7

해외직접투자 유치로 성장률 높여야

박동운(단국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8/10

자발적 카르텔도 문제가 되는가?

전용덕(대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8/11

환율동향과 적정 환율 논란

안순권(본원 연구위원)

8/12

주류경제학과 음울한 과학

민경국(강원대학교 경제무역학부 교수)

8/13

경쟁의 본질과 공정거래법의 역할

신석훈(본원 선임연구원)

10/9
10/12
10/13
10/14

제 목
금융규제 개혁에 시장을 활용해야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 개선방안은 없는가?
2009년 세제개편안의 평가
경영책임과 사후적 고찰 편향
마르크스주의의 생명력과 시장경제학자들의 과제(Ⅰ)
마르크스주의의 생명력과 시장경제학자들의 과제(Ⅱ)
2009년 세제개편안, 진정 미래 도약을 위한 개편인가?

획기적인 중소기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유학(儒學)’이 진정 반(反)시장적인가?
신임 노동부장관에게 다시 바란다
사교육 및 주택문제의 해결방안
: 규제가 아닌 국민의식 전환과 시장친화적 정책에서 찾아야

10/15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얻은 교훈

10/16
10/19
10/20
10/21

추경은 연례행사가 아니다
한국의 공무원과 공무원 노조
후버 대통령의 경제정책 재평가
상속세, 봉급생활자와 무슨 관계가 있나?

8/14

운전면허취득제도, 개선되어야 할 점 많아

김재홍(한동대학교 경영경제학부 교수)

8/17

녹색성장 정책의 성패, 시장친화적 정책활용 여하에 달려

이병욱(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8/18

기술 발달과 로봇의 진화

복거일(소설가/시사평론가)

8/19

사업조정제도의 부활과 슈퍼 슈퍼마켓 논란

이병기(본원 선임연구위원)

8/20

쌍용차 노사분쟁의 교훈

김태기(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8/21

한₩인도 CEPA 체결의 의의와 과제

송원근(본원 연구위원)

10/22

녹색성장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나?

8/24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이선화(본원 부연구위원)

8/25

경제충격에 따른 가계소비지출의 변화와 정책대응

설 윤(본원 부연구위원)

8/26

이제는 정치권이 나서서 정규직 보호를 완화해야

박동운(단국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8/27

지방소비세 도입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향상

주만수(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8/28

유연한 노동시장은 어떻게 고용을 늘리는가?

변양규(본원 연구위원)

8/31

경제논리, 교육논리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김정래(부산교육대학교 교수)

10/23
10/26
10/27
10/28
10/29
10/30

선진한국 창조의 길은 사회적 자본 확충에 있어
거래비용과 공공기관 민영화: 새로운 패러다임
공유자원의 비극과 온실가스 감축
고용회복, 착시현상을 걷어내고 보자
독립된 수능 선택과목으로 해야
가계도 부채감소 통한 구조조정 필요

2009년 시장경제연구백서

저 자
이태규(본원 연구위원)
정기화(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상겸(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승재(경북대학교 로스쿨 교수/변호사)
허찬국(본원 선임연구위원)
허찬국(본원 선임연구위원)
김학수(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전삼현(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기업법률포럼 상임대표)
이병욱(본원 선임연구위원)
김정래(부산교육대학교 교수)
황인태(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권혁철(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
김인영(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
안재욱(경희대학교 대학원장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
유동운(부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박양균(자유기업원 시장경제팀장)
이인권(본원 선임연구위원)
이병욱(본원 선임연구위원)
김광동(나라정책연구원 원장)
신석훈(본원 선임연구원)
홍재범(부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박동운(단국대학교 명예교수)
김한응(자유시민연대 공동대표)
김현종(본원 연구위원)
김우택(한림대학교 명예교수)
김정호(자유기업원 원장)
김병배(前 공정위 부위원장,
現 미국 Wilson Sonsini 변호사)
김필헌(본원 연구위원)
김정래(부산교육대학교 교수)
박동운(단국대학교 명예교수)
이병욱(본원 선임연구위원)
윤창현(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사)바른금융재정포럼 이사장)
김상겸(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박효종(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전용덕(대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김학수(본원 연구위원)
손양훈(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강호영(본원 전문위원)
옥동석(인천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한현옥(부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변양규(본원 연구위원)
이병욱(본원 선임연구위원)
설 윤(본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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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제 목

저 자

『규제연구』발간사업
│규제연구│발간│사업│

11/2

헌법재판소, 정치적 분쟁에서 벗어나야

정기화(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11/3

출구전략 시나리오와 금리인상 전망

안순권(본원 연구위원)

11/4

오바마 정부의 통상정책은 자유무역을 외면하는가?

송원근(본원 연구위원)

11/5

기업규제, 행정규제에서 사법(私法)규제로 전환하자

전삼현(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기업법률포럼 상임대표)

11/6

포이즌 필 도입, 어떻게 해야 하나?

신석훈(본원 선임연구원)

11/9

독점적 행동과 생존을 위한 거래효율: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의 해석

유동운(부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11/10

자원의 개발과 효율적 사용

최승노(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11/11

사립학교법, 곪아 터지기를 기다리는가

안재욱(경희대학교 대학원장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

11/12

한중일 역내 관광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과 관광대국의 길 열어야

이병욱(본원 선임연구위원)

11/13

선거 민주주의의 마법에 걸린 세종시

신중섭(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대한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수준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11/16

녹색인증제, 녹색버블 유도해서는 곤란

이병기(본원 선임연구위원)

시장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기여하고 있다.

11/17

쌀값은 시장원리에 맡겨야

박동운(단국대학교 명예교수)

11/18

대입 수능시험도 없애야 할 규제다

김정래(부산교육대학교 교수)

11/19

백년하청의 교육정책과 제도의 연결고리

배진영(인제대학교 국제경상학부 교수)

11/20

북미 양자 간 대화에 거는 기대

정연호(본원 연구위원)

11/23

기업의 자유를 해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문제

강경근(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1/24

파생상품은 위험을 다루는 수단, 규제강화하지 말아야

김이석(바른사회시민회의 운영위원)

11/25

온실가스 국가 감축목표의 불편한 진실

이선화(본원 부연구위원)

11/26

내년에는 미국, EU와의 FTA 시대 열어야

정인교(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정석물류통상연구원 원장)

11/27
11/30

소주 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타당한가?
‘시장실패’만도 못한‘국회실패’, 어떻게 해야 하나

12/1

두바이 사태의 교훈: 제어되지 않은 성장전략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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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권(본원 선임연구위원)
박효종(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이태규(본원 연구위원)

12/2

아일랜드식 노사정위원회의‘사회연대협약’을 배우자

박동운(단국대학교 명예교수)

12/3

복수노조 허용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이병욱(본원 선임연구위원)

12/4

첫 단추를 잘못 낀 포이즌 필 도입

신석훈(본원 선임연구원)

12/7

복지 증대와 자유주의 철학의 쇠퇴가 초래한 어두운 미래

12/8
12/9
12/10

자율을 역행하는 MB 교육정책

1. 발간배경 및 목적

2. 발간내용

불필요한 규제의 완화는 경쟁을 촉진하고 효율

『규제연구』
는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발간되고

신중섭(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적인 시장경제 구축의 근간을 이룬다. 그러나 규제

있다. 게재대상이 되는 논문은 규제완화와 경쟁촉

2010년 경상수지 전망과 시사점

김창배(본원 부연구위원)

관련 연구가 미흡하고 전문 연구인력의 풀(pool)도

진에 기여할 수 있는 이론적, 실증적 논문이나 정

경기변동과 사회적 이동성

전용덕(대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김정래(부산교육대학교 교수)

크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또한『규제연구』

책적 시사점이 있는 논문으로 주로 규제와 경쟁정

를 제외하면 규제관련 연구결과물을 게재할 마땅

책 관련 논문들이다.

12/11

FTA는 경기규칙… 경기는 선수에게 맡겨라

권영민(명지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12/15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적정한가?

조경엽(본원 선임연구위원)

12/16

2010년 예산심의에 바란다

김상겸(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2/17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의 본질

12/18

최저한세제는 폐지되어야

한 전문지도 없다. 이러한 현실에서『규제연구』
는

『규제연구』
는 엄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채택된

변양규(본원 연구위원)

국내 유일의 규제 전문학술지로 규제관련 연구 촉

논문만을 게재한다. 투고된 모든 논문은 2명의 심

김학수(본원 연구위원)

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2년부터는

사위원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 심사결과 2명의 심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학술지로 선정됨에 따라

사위원 모두에게 B 이상의 평가를 받지 못하면 투

규제 관련 연구에 대한 기여도가 더욱 증대할 것으

고된 논문은 게재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

로 기대된다.

어 게재되지 못한다.『규제연구』
에 투고된 논문 중
게재되지 못하는 기각률은 50%를 넘는다. 이와 같
은 엄격한 심사는 높은 수준의 논문만을 게재함으
로써『규제연구』
가 규제 전문학술지로서 명성과
위상을 유지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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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대한 연구: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규제

부채의 추정: 개념, 쟁점 및 향후 과제」
,「유럽공

의 폐지 가능성」
,「유럽 통신시장에서의 서비스기

동체(EC) 카르텔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

반 경쟁정책의 효과 분석」
,「통신위원회 행정제재

정책과 그 시사점」
,「국가안보 차원의 외국인 직

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분석」등 총 7편의 논문을

접투자 규제: 한국과 미국의 관련 규제의 비교 고

게재하고 있다.

찰」
,「LBO에 대한 정당한 규제: 대법원 2004도
7027 판결 비판적 검토」
,「차등의결권 제도의 경
제학적 분석」
,「협동조합의 지배구조와 자기관리

3. 평가

의 원칙: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개정 논의를 중심으

266

로」
,「위험 및 안전규제 비용편익분석의 현실적

『규제연구』
는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요건의 모색」등 총 7편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하

제기되는 규제 이슈와 경쟁정책 이슈를 다룬 우수

반기에 발간된 제18권 제2호는「하도급거래 공정

한 논문을 게재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규제관련 전

성 평가틀 구축을 위한 시론적 연구: AHP 기법의

문학술지이다. 이를 통해 규제와 경쟁정책관련 연

적용」
,「국가소득수준에 따른 담배수요의 결정요

구를 촉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논문들을 세상에 널

인 비교: 각국 자료에 의한 분석」
,「도로교통부문

리 알림으로써 사회 전 분야에서 규제에 대한 인식

의 사회적 비용과 유류세제 개편방향」
,「생활폐기

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며 경쟁을 촉

물수집업체의 비효율성과 규제완화로 인한 효과

진하여 시장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기

분석: 서울시 사례」
,「부당지원행위와 터널링 규

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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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회 및 회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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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ANNUAL REPORT 2009

2009년 상반기에 발간된 제18권 제1호는「정부

1. 이사회 및 회장단
◈ 이사회

◈ 회장단

구 분

성 명

소 속

비 고

성 명

회사명

비 고

회 장

조석래

㈜효성

전경련 회장

이준용

대림산업㈜

전경련 부회장

이 사

정병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 상근부회장

조양호

㈜대한항공

〃

박삼구

금호산업㈜

전경련 부회장

김준기

동부건설㈜

〃

이웅열

㈜코오롱

전경련 부회장

현재현

동양시멘트㈜

〃

장충기

삼성브랜드관리위원회

박용현

㈜두산

〃

강유식

㈜LG

신동빈

롯데쇼핑㈜

〃

윤여철

현대자동차㈜

이건희

삼성전자㈜

〃

신헌철

SK에너지㈜

김 윤

㈜삼양사

〃

이승윤

전) 부총리

최용권

삼환기업㈜

〃

라웅배

전) 부총리

박영주

이건산업㈜

〃

윤병철

한국 FPSB 협회

정준양

㈜포스코

〃

김일섭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류 진

㈜풍산

〃

정갑영

연세대학교

김승연

㈜한화

〃

박태호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정몽구

현대자동차㈜

〃

김성호

(재)행복세상

허창수

㈜GS

〃

민경국

강원대학교

구본무

㈜LG

〃

이계민

한국경제신문

최태원

SK㈜

〃

원 장

김영용

한국경제연구원

강덕수

㈜STX

〃

감 사

박우규

SK경영경제연구소

구자경

전경련 명예회장

유창순

〃

김각중

〃

손길승

〃

강신호

〃

송인상

㈜효성

전경련 고문

김상홍

㈜삼양사

〃

최종환

㈜삼환까뮤

〃
(2010년 1월 13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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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원사
회사명

270

성명

회사명
㈜국민은행

성명
강정원

회사명
유한킴벌리㈜

성명

기아자동차㈜

서영종

김중곤

㈜농심

손 욱

금호석유화학㈜

김성채

일신방직㈜

김영호

대상㈜

박성칠

㈜노키아티엠씨

티모 엘로넨

일진전기㈜

허진규

㈜대림코퍼레이션

기의석

㈜녹십자

허일섭

제일모직㈜

황 백

대성산업㈜

김영대

㈜대교홀딩스

강영중

㈜진로

윤종웅

동국제강㈜

장세주

㈜대성홀딩스

김영훈

㈜케이씨씨

정몽익

㈜동아일렉콤

이건수

대신증권㈜

노정남

㈜케이이씨

이상철

동양물산기업㈜

김희용

㈜대우건설

서종욱

태광산업㈜

이호진

동양종합금융증권㈜

유준열

대우증권㈜

임기영

㈜하나은행

김정태

㈜동원 F&B

박인구

대한생명보험㈜

신은철

하이트맥주㈜

박문덕

두산중공업㈜

정지택

대한전선㈜

임종욱

한국산업은행

민유성

롯데제과㈜

김상후

대한제분㈜

이종각

한국수출입은행

김동수

삼남석유화학㈜

최재호

㈜대한펄프

윤종태

한국아이비엠㈜

이휘성

삼부토건(주)

조남욱

동부제철㈜

한광희

㈜한국야쿠르트

양기락

삼성생명보험㈜

이수창

㈜동부하이텍

윤대근

㈜한국외환은행

래리 클레인

㈜신세계

정용진

동서식품㈜

이창환

한국투자증권㈜

유상호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두산건설

김기동

한국후지제록스㈜

정광은

아세아시멘트㈜

이병무

㈜두원공조

김찬두

한국휴렛팩커드㈜

스티븐 길

㈜아시아나항공

박찬법

롯데칠성음료㈜

정 황

한일시멘트㈜

㈜우리은행

이종휘

린나이코리아㈜

강원석

㈜한진중공업

김정훈

㈜웅진홀딩스

윤석금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원명수

한화증권㈜

이용호

이수화학㈜

김상범

㈜부영

이중근

현대건설㈜

김중겸

㈜종근당

이장한

삼성물산㈜

정연주

현대모비스㈜

정석수

한솔제지㈜

조동길

삼성증권㈜

박준현

㈜현대백화점

경청호

㈜한진해운

김영민

삼성화재해상보험㈜

지대섭

현대상선㈜

김성만

한화석유화학㈜

홍기준

삼성SDI㈜

최치훈

현대시멘트㈜

정몽선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삼양제넥스

김 량

현대제철㈜

박승하

현대오일뱅크㈜

서영태

㈜삼천리

정순원

현대증권㈜

최경수

현대중공업㈜

오병욱

성신양회㈜

김영준

현대해상화재보험㈜

이철영

CJ제일제당㈜

김진수

㈜세아제강

공원일

호남석유화학㈜

정범식

GS칼텍스㈜

허동수

쌍용양회공업㈜

홍사승

㈜호텔롯데

좌상봉

허동섭

㈜KT

석호익

㈜씨앤해운

임병석

GS건설㈜

허명수

㈜LG상사

구본준

애경산업㈜

장영신

LS전선㈜

구자열

LG전자㈜

남 용

㈜영풍

장형진

㈜SC제일은행

데이비드 에드워즈

㈜LS

구자홍

㈜오리온

김상우

SK네트웍스㈜

이창규

OCI㈜

이수영

우리투자증권㈜

황성호

SK케미칼㈜

김창근

SK텔레콤㈜

정만원

웅진케미칼㈜

박광업

교보생명보험㈜

신창재

㈜유한양행

김윤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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