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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시장경제연구백서』를 발간하며

2011

년 우리 사회는 무상급식·반값 등록금 등의 복지논쟁으로 뜨거운 한 해를 보냈고, 유럽발
경제위기와 물가불안, 그리고 17년 철권통치의 김정일 사망 등 정치·경제적으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도 연간 무역 1조 달러 달성, 한·미 FTA 국회 비준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확장시켰으며,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통해 대한민국의 저력을 세계에 과시하였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처럼
다사다난했던 2011년, 민간분야를 대표하는 싱크탱크로서 자유시장경제 구현이라는 창립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연구·정책과제를 수행하는 한편,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새롭게 제기된 각종 현안에 발 빠르게 대응하였습니다.
2011년에 한국경제연구원이 수행한 연구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연구 및 정책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당면한 어젠다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주도하였습니다.
사내하도급 근로자 직접고용에 따른 비용과 영향을 검토하여 건설적 비판을 공론화하고, 부실기업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무역조정지원의 근거와 한계를 분석·평가하였으며, KERI
경제모형의 설명력과 예측력을 개선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대기업 해외투자, 국민연금 의결권,
교육관계법, 북한 군사력 등에 대해서도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대내외 경제환경 속에서 부각되는 다양한 현안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였습니다. 현안대응
보고서는 기업활동의 이해 및 제도개선, 대·중소기업 간 바람직한 관계개선 방향, 경영환경의 변화와 대응방안,
거시경제 현황과 시사점, 노동 및 교육 현안 분석, 국가재정 진단과 대응방안, 대외환경 분석과 대응방안,
시장경제의 이해와 분석 등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주제와 관련하여 동반성장 정책, 무상복지, 감세정책,
반값 등록금, 고용창출, 유럽 재정위기, 김정일 사망, 가계부채, 양극화, 기업집단 계열사 간 거래 등의 현안을
검토하고 시사점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연구 외 사업 부문에서는 한국경제연구원이 지향하는 바를 대중과 공유하기 위해 2011년 우리 사회의 핫이슈였던
복지정책 관련 대외세미나를 개최하여 바람직한 복지정책의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더불어 파급력이 큰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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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 그룹을 대상으로 시장경제교육을 시행하였으며, 다양한 연구회 활동과 학술지 및 도서 발간을 통해
시장경제이념 전파에 주력하였습니다.
2011년은 한국경제연구원이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였습니다. 30년이 지나고 첫 해를 시작하는 2012년,
한국경제연구원은 소비자를 위한‘자유시장’,혁신을 주도하는‘자유기업’,탈락자를 포용하는‘자유경쟁’에 대한
확고한 이념을 바탕으로 초심을 잃지 않는‘열정’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꿈’을 품고 대한민국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열정과 꿈 - 2011년 시장경제연구백서』의 발간이 지난 한 해 동안의 연구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한국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가 나아갈 바를 여러 회원사 및 독자 여러분과 함께 숙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백서의 발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송원근 선임연구위원, 유진성 부연구위원,
최남석 부연구위원, 이소영 부연구위원, 임병화 선임연구원, 김영은 선임연구원 및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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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01

한국경제와 기업의 장ㆍ단기 발전과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효율적인 자유시장경제체제
구축과 건전한 기업성장을 이루어 국민경제와 세계경제의 성장ㆍ발전에 기여한다.

02

현실 경제에 뿌리를 둔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분석, 현장 중심의 조사사업을 토대로 실천적
정책대안을 개발ㆍ제시함으로써 민간경제계의 정책두뇌집단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한다.

03

국내외 경제 및 산업 동향에 관한 체계적 정보 수집 및 분석을 통해 기업의 세계적 경영전략
수립에 실용적 지침을 제공하는 데이터뱅크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조직도

원 장

부원장
연구지원실
홍보팀

기획조정실
대외협력팀

기업정책연구실

공공정책연구실

거시정책연구실

설립목적 & 조직도&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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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혁
1981년 4월 1일 정부산하 연구기관에 상응하는 민간경제 연구기능의 확충ㆍ강화를
위해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경제기술조사센터」(1967년)를 확대ㆍ개편해 사단법인
「한국경제연구원」을 설립함.

1981년 4월 •「(사단법인)한국경제연구원」 설립
(초대 회장 정주영, 초대 원장 신태환 취임)
1982년 2월 •제2대 원장 송인상 취임
•부원장 김진현 취임 (상근부원장제 실시)

2004년 2월 •제8대 회장 강신호 취임
2004년 10월 •「규제연구센터」 신설
2005년 4월 •제6대 원장 노성태 취임
2005년 7월 •기존 8센터 3개실의 연구조직을 「경제연구본부」,

1984년 11월 •부원장 구석모 취임

「기업연구본부」 등 2개 본부 및 「연구조정실」,

1987년 2월 •제2대 회장 구자경, 제3대 원장 최종현 취임

「연구지원실」 등의 2개실로 개편

•「민간경제기관연구협의회」 발족 (회장 : 유창순)

2006년 3월 •「경제교육본부」 신설

1987년 10월 •부원장 조규하 취임

2007년 3월 •제9대 회장 조석래 취임

1988년 2월 •부원장 구석모 취임

2007년 4월 •제7대 원장 김종석 취임

1989년 2월 •제3대 회장 유창순 취임

2007년 6월 •「규제개혁추진단」 발족 운영

1990년 2월 •이사회 개편 (사외이사제도 도입)

『규제개혁 종합연구』발간
2007년 12월 •

1993년 2월 •제4대 회장 최종현, 제4대 원장 조석래 취임

2008년 3월 •경제교육본부 폐지, 연구조정실 내 경제교육팀 신설

1995년 2월 •부원장 손병두 취임

2008년 12월 •사무실 이전(전경련회관 12층 → 하나대투증권 8층)

1995년 5월 •본원의 장기발전계획 「KERI Vision 21」 수립 및

2009년 5월 •제8대 원장 김영용 취임

CI 제작
1997년 4월 •부회장 조석래, 제5대 원장 좌승희 취임
(상근원장제 실시)
1998년 9월 •본원의 「자유기업센터」 → 「(재단법인)자유기업원」
으로 분리 독립
2000년 1월 •제5대 회장 김우중 취임
•「한국경제연구원 동우회(원우회)」 창립총회 개최
2000년 2월 •제6대 회장 김각중 취임

2009년 6월 •연구지원실 폐지, 연구조정실 내 3팀 체제로 개편
(연구지원팀, 홍보팀, 재무회계팀)
2009년 10월 •기존 3본부 1실의 연구조직을 「법경제연구실」,
「기업연구실」, 「금융재정연구실」, 「거시경제연구실」,
「경제교육실」, 「연구조정실」, 「정책기획실」 등의 7실
체제로 개편
2010년 12월 •법경제연구실과 기업연구실을 기업연구실로 통합,
외교안보연구실 신설

2001년 4월 •「회원서비스센터」 신설

2011년 9월 •외교안보실, 경제교육실 폐지

2003년 2월 •제7대 회장 손길승 취임

2011년 12월 •제9대 원장 최병일, 부원장 박대식 취임

2003년 3월 •「국제경제연구센터」 신설

열정과 꿈_한경연 시장경제연구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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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일
학

3771-0005, byc@keri.org

원장		

력 Yale U 경제학 박사

주요경력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원장(현 휴직), 국민경제자문회의 의원, FTA 교수연구회 회장,
국제통상협력 연구소장,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방문교수, APEC통신실무
회의 Business Facilitation Steering Group 의장 등 다수
전문분야 국제경제학, 무역정책, 개발의 정치경제학

박대식
학

3771-0355, dspark@keri.org

부원장

력 U of Missouri MBA

주요경력 전경련 국제본부장,
외교통상부 통상전문관
전문분야 국제통상

기획조정실은 연구원의 연구 및 관련 사업의 기획·조정과 사업실적의 평가를 총괄한다.

기획조정실

또한 대외협력 및 연구결과의 홍보와 정책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고 정보서비스를 포함한
각종 회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송원근

학

력 U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경제학 박사

주요경력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 (주)원정제관 대표이사,
연세대·한국외대·건국대 강사

3771-0021
wsong@keri.org

전문분야 국제무역론, 정치경제학, 응용미시경제학

이춘근

학

력 U of Texas 정치학 박사, Ohio State U 전쟁사 박사과정 수료

주요경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외교안보연구실장, 한국 해양 전략 연구소 연구실장,
	자유기업원 부원장, U of Victoria (in Canada) 교수,
3771-0033
cklee@keri.org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이화여대·숙명여대 강사
전문분야 전쟁론, 전쟁사, 전략론, 강대국 국방정책, 북한 군사

임원 및 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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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학

력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국제통상학과 석사

주요경력	샤우트커뮤니케이션즈 코리아 이사,
(주)월드사이버게임(WCG) PR&마컴팀 팀장

3771-0046
michellek@keri.org

전문분야 국제통상, 경영

김영은

학

3771-0052
kye@keri.org

주요경력	전경련 국제경영원 선임연구원, 단국대 강사

력 고려대 대학원 교육학 석사

전문분야 경제교육, HRD(Human Resource Development), 시장경제 조사/분석

기업정책연구실은 시장발전과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 및 규제, 비공식 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하며, 사회 전반에 자유시장원리의 창달을 통한 산업 및 경제발전에

기업정책연구실

기여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구체적인 연구분야로는 대기업정책, 경쟁정책과 공정거래, 기업지배구조, 진입 및 가격규제 등
경제적 규제, 산업정책, 기업가정신 등이 있으며, 이 밖에 기업의 선택과 행동,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현안에 대해 법경제학과 비교제도론적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수시로 제시한다.

황인학

학

력 Washington U 경제학 박사

주요경력	공정위 기업집단정책 자문관, 기업지배구조 개선위원, 과학기술정책 전문위원,
KBS 시청자위원

3771-0029
inhak@keri.org

전문분야 재벌연구, 기업지배구조, 경쟁정책, 시장제도 및 규제

이병기

학

력 성균관대 경제학 박사

주요경력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중소기업지원사업 평가위원, 감사원 IT감사위원회 위원,
미국 Vanderbilt대 공공정책연구소 초빙연구원

3771-0031
LBK@keri.org

전문분야 기업연구, 기술정책, 산업조직, 제도경제

박승록

학

3771-0027
psr@keri.org

주요경력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김현종

학

력 Northern Illinois U 경제학 박사

전문분야 산업조직론, 계량경제, 응용미시, 기술경제, 중국경제
력 U of Texas at Austin 경제학 박사

주요경력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적 자문위원회 시장구조분과위 위원(현),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

3771-0036
kim@keri.org

전문분야 산업조직, 게임이론, 기업재무

최원락

학

3771-0308
ochoi@keri.org

주요경력	전경련 팀장

력 Pennsylvania State U 농경제학 박사

전문분야 생산경제학, 환경 및 자원경제학

열정과 꿈_한경연 시장경제연구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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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화

학

력 U of California, Davis 경제학 박사

3771-0025
slee@keri.org

주요경력	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California Energy Commission

유진성

학

3771-0077
jsyoo@keri.org

주요경력	U of Washington 강사 및 수업조교, 한국개발연구원 주임연구원

신석훈

학

3771-0047
sshun@keri.org

주요경력	한림대·서울여대·경원대 강사, 연세대 법학연구소 전문연구원

임병화

학

3771-0066
bhlim@keri.org

주요경력	K AIST 자연과학연구소 연구원, KAIST 수리과학과 연습 및 교육 조교

전문분야 산업조직, 응용미시, 패널데이터 분석
력 U of Washington 경제학 박사

전문분야 노동경제, 응용미시/미시계량
력 연세대 법학 박사

전문분야 상법, 경제법, 법경제학
력 KAIST 수학 박사

전문분야 금융경제학, 금융수학, 응용미시

공공정책연구실은 공공의 문제(public affairs)에 대해 시장경제원리를 바탕으로 한

공공정책연구실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공공정책의 효율성과 사회적 후생을 높이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재정, 조세, 환경, 공공선택, 금융관련 정책 등이다.

조경엽

학

3771-0042
glcho@keri.org

주요경력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조정실장, 국회예산정책처 세입세제분석팀장

이태규

학

3771-0041
tklee@keri.org

주요경력 U of Texas at Austin 경제학 강사

황상현

학

3771-0030
shwang@keri.org

주요경력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U of Texas at Austin 수업조교

김영신

학

3771-0071
ykim@keri.org

력 U of Texas at Austin 경제학 박사

전문분야 재정학, 응용거시경제학

력 U of Texas at Austin 경제학 박사

전문분야 화폐금융, 금융제도, 응용계량경제

력 U of Texas at Austin 경제학 박사

전문분야 재정학, 환경경제학

력 George Mason U 경제학 박사

주요경력	U of Northern Virginia 외래교수, School of Management-George Mason
U (Graduate Teaching/Research Assistant)
전문분야 규제, 공공선택, 재정, 응용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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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정책연구실은 거시경제 분석과 전망 및 거시정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여기에는
실물경제와 관련된 성장, 투자, 소비, 고용, 소득분배 및 국제무역 등의 이슈가 포함된다.

거시정책연구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자유시장경제원리의 정착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기업
및 정부에 현안과 관련된 정확한 분석을 제공하고 중장기 전망 및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거시정책연구실의 주요 목표이다.

변양규

학

력 Texas A&M U 경제학 박사

3771-0026
econbyun@k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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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순권

학

전문분야 거시경제, 노동경제
력 U of Missouri-Columbia 경제학 박사

주요경력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한국일보 도쿄특파원, 일본 게이오대 미디어센터
초빙연구원, 서울경제신문 정경부·국제부기자, 한국외환은행 조사부

3771-0015
skahn@keri.org

전문분야 화폐금융, 기업재무, 미시경제이론, 미국공인회계사

설 윤

학

3771-0012
seoly@keri.org

주요경력 U of Missouri-Columbia 경제학 강사

김창배

학

3771-0017
kcb@keri.org

주요경력 한성대 강사

최남석

학

력 U of Missouri-Columbia 경제학 박사

전문분야 응용계량경제, 베이시안계량경제, 가계소비와 기업투자
력 서강대 경제학 박사

전문분야 거시경제전망, 모형개발
력 U of Colorado, Boulder 경제학 박사

주요경력 Dordt College, Iowa, U.S. 경제학 조교수
U of Colorado at Boulder 강사 및 T.A.

3771-0037
nchoi@keri.org

전문분야 경제성장발전, 국제통상투자, 거시경제학

이소영

학

3771-0024
soyounglee@keri.org

주요경력 U of Virginia 강사

력 U of Virginia 경제학 박사

전문분야 거시경제

2011년,
이렇게 일했습니다

Part 1
자유시장,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구현하다
연구 및 정책제안

Part 2
대한민국 생존전략 이슈를 살피다
현안정책 대응 : Keri Insight, Keri Zoom-In, and Keri Brief

Part 3
시장경제이념과 기업가정신을 말하다
연구 외 사업 : 시장경제교육, 대외세미나, 연구회, 학술지 발간, KERI 칼럼

Part 1

연구 및 정책제안

자유시장,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구현하다

우리 사회가 당면할 가능성이 높은 어젠다를 미리 발굴하여 논의를
주도함으로써 각종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
습니다. 올바른 시장경제원리를 바탕으로 나라의 교각을 세우는
역할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재계의 싱크탱크로서 그 소명을 다하기 위해 정확한 이론과 가설,
그리고 실증을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를 대중적 감정의 파고에 방치하지 않고, 지적으로 성숙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회로 인도하는 데 크게 보탬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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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에 집착한 노동시장정책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다
사내하도급 근로자 직접고용의 경제적 비용과 영향

변양규

연구위원

대법원 판결에 의해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직접고용 및 동일처우 제공이 강제될 경우 매년
5조 4,000억 원 이상의 노동비용 상승이 예상된다. 또한 고용위축, 경직성 심화 및
경쟁력 약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건설적 논의가
필요하다.

자유시장,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구현하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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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직접고용 및 동일처우 제공이 강제될 경우 예
상되는 노동비용 상승을 추정하고, 이로 인한 노동시장 경직성 증대가 고용 및

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나라를 포함해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론적^실증적으로 살펴보
았다.

2

연구내용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직접고용하여 직영생산직과 동일한 처우를 제공해야 한
다면 우선 현금급여, 성과급, 일시금 등 직접노동비용뿐만 아니라 법정퇴직금,

4대 국민보험 분담금, 법정외복리비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여 우리 경제에는 매년 5조 4,000억 원 이
상의 노동비용이 추가 발생할 것이다.
이론적 분석에 의하면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직접고용이 강제되고 직영생산직과 동일한 처우를 제공해야
한다면 노동비용이 상대적으로 상승한 사내하도급 고용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
니라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이 하락할 가능성이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정규직 고용마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직접고용 및 동일처우가 강제되더라도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
정과 복지증진’이라는 대법원 판결의 기본 취지가 달성될 수 없을 것이며, 우리 경제 전체의 고용창출력까
지 감소할 우려가 있다. 한편,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직접고용하여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를 제공해야 한다
면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증대하고, 그 결과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고용조정을 통해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기업의 경쟁력도 약화시킬 것이다.
이제 정부는 시장의 변화를 수용하여 수요가 있는 곳에 일자리가 생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
다. 입법부, 사법부 역시 이러한 필요성을 공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기업들도 국내 제조업 일자리의
유지^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노동조합도 비정규직의 직접고용만을 추구하기보다는 대기업 정규직
의 과도한 고용보호를 완화해 기업들이 정규직 일자리를 선호하여 보다 많은 정규직 취업기회가 창출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3

평가

다양한 형태의 고용 및 역무제공계약을 무제한 허용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노
동시장정책을 감안할 경우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정책은 지나치게 동일노동 동

일임금이라는 명분에 집착하여 기업들을 규제하고 결과적으로 고용창출에 역행하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우려를 이론적^실증적 근거와 함께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결과가 국회 정책토론회 및 주요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사내하도급 근로자 직접고용에
대한 건설적 비판을 공론화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02

무역조정지원제도의
한계를 들여다보다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근거와 한계
송원근

선임연구위원

본 연구는 무역조정지원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분석, 미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에 대한
평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무역조정지원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행 「무역조정지원법」과
「FTA농어업특별법」 모두 FTA 추진 확대와 더불어 무역자유화로 인한 피해보상을 증대하는
기제의 역할을 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한시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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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무역자유화의 추진에 있어 무역조정지원의 역할에 대해 그 이론
적 근거를 살펴보고 이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무역으로부터의

이익이라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무역조정지원 근거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한다.
먼저 미국에서의 무역조정지원제도의 변천과 경험적 증거를 살펴본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무역조정지원
제도가 성립되는 과정과 그 특징을 살펴보고, 무역조정지원 관련 법안의 내용을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정
책적 관점에서 평가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2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무역조정지원이라는 제도 자체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접근하여
제도의 존폐 여부를 판단한다. 무역조정지원제도는 구조조정의 지연 등 무역자

유화의 효율성 제고 효과를 제약하는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정치적으로도 무역조정지원은
보호를 통해 비효율성이 온존하고 있는 부문 혹은 집단에 의해 무역자유화에 대한 사후보상의 기제로 이
용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 미국과 우리나라의 무역조정지원제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이다.
무역조정지원의 논리적 근거로 제시되는 형평성, 효율성, 정치적 효과는 이론적^경험적으로 무역조정
지원의 필연성 및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어렵다. 미국의 무역조정지원 프로그램은 효율성 측면에서 대
체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컸다는 경험적 증거를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무역조정지원에 대한 기존
의 연구는 무역조정지원이 무역자유화를 위한 정치적 기제의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NAFTA 이후 무역조정지원의 대상 및 규모의 확대가 무역자유화를 위한 수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역
자유화의 정치적 비용은 오히려 더욱 증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무역조정지원도 제도 시행 경험을 통한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나 무역자유화에
따른 효율성 제고에의 기여, 그리고 무역자유화에 대한 정치적 반대의 감소라는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
다. 또한 FTA 추진 확대와 더불어 무역조정지원의 규모와 범위가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무역조
정지원이 무역자유화를 위한 대내협상의 역할보다는 사후보상을 위한 기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
와 같은 분석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역자유화의 진전 및 자유무역의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무역조정지원은 그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무역조정지원법」과
「FTA농어업특별법」 모두 FTA 추진 확대와 더불어 무역자유화로 인한 피해보상을 증대하는 기제의 역할
을 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한시법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평가

본 연구는 무역조정지원제도가 무역자유화를 통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는 물
론 정치적으로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크게 기여하는 바가 없을 것이라

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무역조정지원의 근거와 한계를 이론적^경험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우리
나라의 현재 제도에 대한 평가를 통해 그 영향을 예상해 본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작업을 통해 향후 무역자유
화의 진전에 따라 그 효과 및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면에서 정책적 개선점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03

부실기업의
구조조정방안을 제시하다
부실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구조조정 시장의 활성화
이병기

선임연구위원

1997년 말 외환위기와 2008년의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부실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실기업의 실태 및 시장을 통한 부실기업의 구조조정방안을
제시하였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은 채권자 주도의 구조조정이 바람직하지만, 「자본시장
통합법」상의 기업재무안정 PEF 제도 및 「산업발전법」상의 기업재무개선 PEF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업구조조정 제도들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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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말 외환위기와 2008년의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부실
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부실기업을 구조조정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들이 도입되었다. 그렇지만 기존의 기업구조조정 기구들은 대부분 외환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만
들어졌기 때문에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에 한계가 있었다. 외환위기 이후에도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다양한 제도들이 도입된 바 있으나, 사실상 상시적으로 부실기업을 구조조정
하는 데 많은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실기업의 실태 및 시장을 통한 부
실기업의 구조조정방안을 제시하였다.

2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부실기업의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이용하였다. 외환위기 기간인 1997~1998년 기간에 가장 많은 부실기업이 나타

났는데, 1997년의 경우 전체 분석대상 기업 중 35.2%가 부실기업으로 나타났고 금융위기의 시작연도인
2008년도에 또다시 23.1%의 높은 수준의 부실기업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대체적으로 대기업보다 중
소기업의 부실기업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부실기업의 수 중 중소기업은 약 88.5%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대기업은 약 1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기업표본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 부
실기업이 투자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부실 중소기업이
정상기업의 고용 및 투자를 억제하는 효과는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 부실 중소기업의
비중증가는 당해 산업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정상기업의 투자와 고용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부실 중소기업의 정상기업 ‘발목잡기’ 현상이 사실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라 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은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채권자 주도의 구조조정이 바람직하지만, 중견기업의 기
업구조조정에는 최근 도입된 「자본시장통합법」상의 기업재무안정 PEF 제도 및 「산업발전법」상의 기업재
무개선 PEF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업구조조정 제도들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실 중소기업의 구조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은행권이 갖고 있는 부실기업을 부실채권 시장에 내놓아 구조조정
을 위한 공급기반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

3

평가

본 연구에서는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겪고 난 이후 우리나라 기업의 부실실태
를 새로운 방법으로 추정하고 이러한 부실기업이 정상기업의 투자와 고용에 어

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검토하였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부실기업의 구조조정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
은 향후 경제 건전성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실증적인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04

재정건전성 제고방안으로서
세출 축소를 이야기하다
세수입의 한계비용과 재정건전성에 대한 시사점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중심으로–

황상현

부연구위원

본 연구는 소비세^소득세 세율인상 시 세수입의 한계비용을 1.71원^2.02원(자영자가 없을
경우, 1.10원^1.15원)으로 추정하여 자영자 비중이 상당히 높아 지하경제 규모가 큰 우리
나라에서 세율인상에 따른 세수입의 한계비용은 상당히 크다는 결과를 도출하고, 이로부터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방향은 세입 확대가 아니라 세출 축소임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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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사회복지지출 등 정부세출을 감
소시키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으나 이와 함께 정부의 세수입 증대에 대한 필요

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와 자영자로 대비되는 고용구조와 이에 연관된 지하경제를 고려하면서 서로 대안적
인 세수증대수단으로 간접세인 소비세(부가가치세)와 직접세인 소득세에 대한 세수입의 한계비용을 분석
하여 정부의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본 연구는 자영자의 탈세를 고려하는 이론 모형을 개발하여 세수입의 한계비용
을 이론적으로 도출하고 2008년도 우리나라 조세환경, 조세체계, 세무행정에

맞추어 수치적으로 계산하였다.
수치분석 결과, 세수입의 한계비용은 소비세율을 인상할 경우 1.7140, 소득세율을 인상할 경우 2.0187로
추정되었다. 즉,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위해 세수를 증가시킬 때 간접세로 소비세를 사용할 경우 추가 세수
1원당 1.7140원(= 추가 세수 1원 + 추가 세수 1원당 한계초과부담), 직접세로 소득세를 사용할 경우 2.0187
원의 사회적 비용이 지불된다. 한편, 전체 고용 중에서 자영자의 비중이 0%라고 가정한다면, 추가 세수 1
원당 소비세의 경우 1.1033원, 소득세의 경우 1.1485원의 사회적 비용이 지불된다.
자영자 비중(31.3%)이 상당히 높아 지하경제 규모가 큰 우리나라에서는 세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 소비
세율(부가가치세율)이나 소득세율을 인상할 경우 여타의 국가들에 비해 사회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 수 있다. 특히 소득세를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후생비용을 초래한다.
이로부터 본 연구는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세수입을 늘릴 것이 아니라 세출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며
세수입을 늘려야 한다면 과표양성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3

평가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제 및 조세 환경에 바탕을 두고 고
용구조, 탈세와 지하경제의 존재를 고려하여 세수입의 한계비용을 측정하였다

는 데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은 상
당한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의 분석은 납세자를 근로자와 자영자로 구분하는 경제주체의 이질성 가정 때문에 세수입의 한계
비용을 도출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어 부분균형모형을 사용했다는 것이 한 가지 아쉬운 점이다. 하지만
일반균형모형을 사용하더라도 부분균형모형을 사용해서 도출한 세수입의 한계비용과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근로자 노동이 투입되는 생산함수와 자영자 노동이 투입되는 생
산함수는 서로 달라서 근로자의 노동시간과 자영자의 노동시간 간에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이다.

05

국민연금 보유주식 의결권 행사의
바람직한 해법을 제시하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구조적 문제점

강성원 연구위원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이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여 기업의 가치를 제고할 역량
및 유인이 부족하므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여타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추종하는
중립투표Shadow Voting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유시장,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구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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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
을 활용하여 기업의 의사결정에 간섭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하여 기업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점검하고, 분
석 결과를 통해서 대안적인 의결권 행사 방식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내용

기존의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해외시장에서 기관투자자
들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의 성과에 대한 찬반 논란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

런데 국민연금이 이러한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여부를 진단함에 있어서 국민연금은 민
간 금융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이고, 전 국민 강제가입이 원칙인 특성이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 주식의결권
행사에는 2중 대리인 문제가 있다. 우선 국민연금은 스스로와 기업 간에는 주인의 입장에서 주인-대리인
문제를 해소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민연금은 의결권을 행사하여 기업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역량
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와 동시에 국민연금은 대리인의 입장에서 국민연금 가입자와 스스로 사이의 주
인-대리인 문제도 해소하여야 한다. 가입자들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하여 기업가치를 제
고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국민연금이 이렇게 가입자들의 이해를 대변할 유인은 그냥 발생하지 않는다. 이
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국민연금을 감시^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민간 기관투자자와는 달리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능력의 확보 및 유인
구조의 설계에 모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민연금의 재량적인 의결권 행사는 제한되어야 하
며, 여타 주주의 선택을 추인하는 중립투표Shadow voting에 그쳐야 한다.

3

평가

본 연구는 국민연금 주식의결권 행사제도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해외
기관투자자와 비교하여 조목조목 체계적으로 잘 지적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성

격상 국민연금 주식의결권 행사를 통해 보유주식의 가치를 높일 역량있는 전문인력을 채용하기도 어렵
고, 그들의 재량적 활동의 성과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할 수도 없다는 논리는 국민연금이 안고 있는 2중
대리인 문제를 적절하게 지적한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2중 대리인 문제와 함께 의결권이 비경제적 목적
으로 행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식의결권은 중립투표로 행사되어야 한다고 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06

대기업 해외투자, 산업내무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다
한국 대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산업내무역에 미치는 영향
–전기·전자·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최남석 부연구위원

본 연구는 2001~2009년 전기^전자^자동차 산업과 제조업 부문에서 미국과 중국에 대한
한국 대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산업내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계량분석
결과 2004~2009년 제조업(전기^전자^자동차 산업) 산업내무역 증가의 32%(40%)는 한국
대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증가 때문이며, 2년(1년) 내에 국내기업들의 산업내무역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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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할수록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고 해외 현지법
인이 국내기업의 생산 및 수출을 대체하여 국내 생산과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

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대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국내기업의 산업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과 계량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한 후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내용

다국적기업 이론에 따르면 해외직접투자와 무역은 보완관계와 대체관계가 모
두 가능하다. 해외직접투자와 무역은 해외 현지법인과 국내기업 간 생산분업

관계와 유기적 상호협력 관계가 강화될수록 보완관계가 나타난다. 반면에 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나타날
경우에는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이 수출기업이 되고 그 중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월등한 기업들
이 수출을 해외직접투자로 대체한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산업수준과 기업수준 자료를 실증분석
해 볼 때 해외직접투자와 무역 사이에는 상호 보완관계가 나타난다. 이와 더불어 국가 간^산업 간 특성 차
이는 해외직접투자와 산업내무역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해외직접투자는 연구개발 지출이 높은 산
업에서 국내기업의 산업내무역을 증가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2001년에서 2009년까지 미국과 중국에 대한 한국 대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매출 및 고용
현황과 제조업 중(소)분류 24개(66개) 업종의 산업내무역을 나타내는 통합자료를 구축해 시스템 일반화
적률법으로 계량분석한 결과, 산업내 기업의 이질성, 산업단위의 지적자본요소부존도, 시장규모, 교역
비용의 영향을 모두 고려한 후에도 제조업 중분류 수준에서 한국 대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2004년에서
2009년 사이 산업내무역 증가의 약 32%를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4~2009년 우리나라의 중
국과 미국에 대한 수직적 산업내무역 증가의 평균 30.8%를 한국 대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담당하였다.
대기업 해외직접투자가 국내기업의 산업내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1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약 2년 안에 제
조업 전반으로 확산된다. 특히 전기^전자^자동차 산업에서 해외직접투자는 산업내무역 증가분의 평균
23~57%를 설명하였으며 1년 안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평가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전기^전자^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
업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에 대한 한국 대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국내기업들의

산업내무역을 촉진한다는 증거를 실증분석을 통해 제시하였다. 이 같은 실증결과에 비춰볼 때, 국내기업들
이 해외 현지법인과 유기적인 생산협력관계를 1년 이상 유지한다면 제조업 업종별로 동일한 산업 내에서 국
내기업들의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해외직접투자로 유발되
는 국내 중소기업들과 해외 현지법인 간의 지식자본을 기반으로 한 유기적인 상호협력관계는 제조업 시장
규모 확대와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기여한다. 따라서 대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국내 실물경기를
위축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제조업 부문 국내기업의 생산 및 고용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07

KERI 모형의
설명력과 예측력을 개선하다
KERI 2010 한국경제 거시계량모형
조경엽 선임연구위원, 김창배 부연구위원, 장경호 인하대 부교수

KERI 2010 모형은 기준년도 변경 등 주기적으로 개정 필요성을 반영하였고 전통적 계량
모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오차수정모형 등의 계량기법을 일부 적용하였다. GDP
갭을 물가뿐 아니라 투자부문과도 직접 연결하고 원/달러 환율, 재고, 수출단가 등을 내생화
하여 각 부문 간 연계성을 높였다. 또한 소비재와 비내구재 소비, 대중국 수출과 기타 지역
수출 등 내생변수의 세분화를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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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KERI 거시계량모형 개정은 크게 다음 두 가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첫
째, 경제전망과 정책효과 분석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는 거시계량모형을 주기

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하였다. 둘째, 1980년대 이후 전통적 계량모형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계량기법을 반영하였다. 대표적으로 오차수정모형 등을 개별방정식의 추정에 적용함으로써 가성회귀의
문제 등을 일부 개선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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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모형이 KERI 2005년 모형과 다른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모형이 안고 있었던 가성회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차수정모형의 기법을

개별방정식 추정에 일부 반영하였다. 둘째, GDP갭이 물가부문뿐 아니라 투자함수 등 실물부문과도 연계
되도록 구성하였고, 기존 모형에서 외생변수로 처리했던 원/달러 환율, 재고, 수출단가 등을 내생변수에
포함시켜 각 부문 간 연계성을 높였다. 셋째,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한 내생변수를 세분화하였다. 무형고정
투자의 비중 증가를 감안하여 기존 모형에서 설비투자에 포함하였던 무형고정자산투자를 분리하였으며,
소비함수도 내구재와 비내구재를 구분하여 추정하였다. 또한 수출함수도 대중국 수출 의존도 심화를 반
영하고 중국과 기타 지역 등으로 세분화하여 모형을 구축하였다. 넷째, 원계열을 그대로 사용하되 계절더
미를 포함하는 모형을 구축하여 계절조정 또는 원계열로의 전환과정에서 불필요한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
을 배제하였다. 다섯째, 한국은행이 2009년 3월부터 실질 국내총생산GDP 추계방법을 변경하고 소비자물
가 등 각종 물가변수들의 기준년도를 2005년으로 변경함에 따라, 모형에 포함된 모든 변수를 현행 기준
년도를 사용하는 시계열로 대체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모형에 대한 매뉴얼을 사용자 중심으로 작성하여
거시모형의 유용성을 높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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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보완된 KERI 2010 모형은 예측력이 선행 모형보다 향상되고 정책 시뮬레
이션 결과도 이론과 실증적 사실에 보다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

제주체의 행태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거시계량모형의 한계성을 감안할 때 새로운 자료와 정보 등이 업
데이트되는 대로 주기적으로 모형을 재추정하여 설명력과 예측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작업이 필
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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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과 경쟁원리에 입각한
교육관계법 개정안을 제시하다
교육관계법 개정방향과 개정안

안재욱 경희대 교수, 전용덕 대구대 교수, 전삼현 숭실대 교수, 고기정 명지대 교수, 유진성 부연구위원

우리나라의 현 교육문제를 야기한 근본적인 요인은 교육에 대한 정부의 통제와 개입이다.
등록금 결정, 학생선발, 교원의 배치 등에서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재산권은 보장하며
규제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교육관계법을 개정하여 자율과 경쟁원리에 입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자유시장,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구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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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의 우리나라 교육의 총체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완화하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요구와 필요에 의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율과 경쟁원리에 입각하여 교육 담당의 주체와 권한
을 국가로부터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여하도록 교육관계법들을 새롭게 제시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둔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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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교육은 학교교육의 황폐화, 재수생(2011학년도 약 15만 명)과 유학생
(2009년 약 10만 명(대학생 기준))의 온존, 유학이민, 조기유학과 가족해체, 과

외를 포함한 교육비의 지나친 지출, 고학력 실업자의 양산(청년실업자 110만 명 추계)과 낮은 품질의 고용,
대학생 재학기간의 장기화, 교사의 정치화, 위장전입과 같은 불법행위의 지속, 사립학교의 공립화 등 총체
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현 교육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서 규제를 개혁하고,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보하여 교육의 수월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 규제중심의 교육관련 법
제의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평생교육법, 지방교육자
치에 관한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등의 교육관계법에 대하여 경제적, 교육적, 법학적 원리의 측면에서
개정이유를 검토하고 구체적인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현재와 같은 각종 교육의 폐해를 만들어내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등록금 규제로 고등교육법 제
11조의 제2항~제10항(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 5배를 초과하게 하여
서는 아니된다 혹은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해당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조항)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 유아교육법 제24조 제1항은 “유아교육에 대한 지
원은 유아교육을 받는 가구의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차등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유아교육법 시
행규칙 제4조 제1항에는 “그 지원은 바우처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야 한다. 학교의 설립규제도 대
폭 완화하여, 고등교육법 제4조 제2항의 현행 “국가 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
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를 “~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 신고하여야 한다”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전형방법과 학생선발에 있어서도 고등교육법 제34조 전체를 “대학은 전형방법과 학생선발 일정 및 그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교원의 배치에 있어서도 초중등교육법 시행
령 제33조~제35조를 개정하여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립학교 재산의 관리 및 보호 규
정도 현행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
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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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계법의 개정원리를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 제약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다. 본 연구는 현실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첫 단계의 교육관계법 개정

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연구라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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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군사력 증강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성을 말하다
북한의 군사력과 군사전략 : 위협 현황과 대응방안

이춘근 선임연구위원

북한 군사력은 1948년 이후 단 한 번도 약화된 적이 없었다. 북한의 현 군사력은 수십 년
동안의 경제파탄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한민국 군사력보다 더욱 막강한 상태다.
북한은 대한민국 및 미국의 첨단 군사력이 작동하기 어려운 군사전략을 통해 대한민국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자유시장,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구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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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은 물론 전문가들도 남북대결은 이미 끝났으며 경제파탄 상황의 북한
이 대한민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할 수 없다고 방심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10년

북한의 천안함, 연평도 도발과 이에 대한 대한민국의 적절치 못한 대응을 보고 북한의 군사력과 군사전략
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아직도 북한이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군사적으로 위협할 수 있음을 증거하고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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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0년 3월 26일 북한이 대한민국의 초계함 천안함을 격침시킨 데
이어 같은 해 11월 23일 연평도를 향해 무차별 포격을 가하는 북한의 군사도발

행태를 바라보며, ‘향후 북한이 대한민국과 세계를 향해 어떤 모습의 도발을 해올 것인가?’ 그리고 ‘북한
은 어떤 종류의 도발을 할 수 있는 군사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인가?’, ‘북한의 대남 군사전략의 내용과 본
질은 무엇인가?’의 문제들에 대답하고자 했다. 기존의 북한 군사력과 북한 군사전략에 대한 연구들이 북
한의 군사력과 군사전략을 보다 정태적靜態的, static인 차원에서 연구 분석한 데 반해 본 연구는 동태적動態的,
dynamic인

분석을 시도했다.

또한 북한 군사력의 현황을 기술하였으며 북한 군사력의 변화 과정과 북한의 대남 군사전략을 남북한 관
계는 물론 국제정치가 변동하는 맥락에 적용시켜 분석하였다. 이 같은 분석을 위해 북한 군사력의 변화
상황을 정확히 묘사하였다. 1948년 이후 북한 군사력이 증강되고 있는 모습을 시기별로 분석하여 북한 군
사력은 언제라도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능가하고 있었음을 밝혔다. 냉전 종식 이후 북한은 경제파탄으로
인해 현대적 군사력을 갖추는 일이 어렵게 되자 핵폭탄, 화학무기들을 대폭 증강시키기 시작했다.
또한 북한은 대한민국과 한^미동맹의 우수한 군사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특수한 전략^전술을 개발함으로
써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리고 이런 북한의 위협에 대한민국
은 어떻게 북한의 전략^전술 및 무기 체계에 대해 유념하고 북한의 각종 군사위협에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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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한의 군사위협을 북한의 군사력과 군사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분석
한 것으로 북한의 급변사태, 북한의 경제파탄 등으로 인한 북한 위협을 연구에

포함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군사력의 증강 상황이 꾸준히 지속되었다는 점,
현재 북한의 군사력은 북한 역사상 최강이라는 점 등을 발견했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Part 2

현안정책 대응

대한민국 생존전략
이슈를 살피다
Keri Insight, Keri Zoom-In, and Keri Brief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각종
경제현안은 물론 정치·사회·문화를 총망라하는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 이슈를 포함하였습니다. 시사적인 사안은 물론이거니와 쉽게
해결되지 않고 현안으로 남아있는 문제도 다루었으며, 강력한 시사점
이나 교훈을 제시하는 역사적 사건도 주제로 삼았습니다.
이처럼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의 구심점을 잡아주는 진정한 두뇌집단의
역할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01

기업활동의
이해 및 제도개선

시장경제에서 이루어지는 기업활동의 본질을 이해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더 큰
미래를 열어갈 새로운 기반 구축방안을 만들고자 하였다.

대한민국 생존전략 이슈를 살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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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 여부는
개별 회사의 경영판단에 맡기자
개정 상법상 준법지원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신석훈

선임연구원

개정 상법에서는 준법지원인 제도를 도입하면서 일정 규모의 상장
회사에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된 것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상법에 준법지원인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령 마련
을 두고 법조계와 재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조계 논리의 한

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2

연구내용

준법지원인 제도의 본질은 회사 구성원들의 준법의식을 촉진시키기 위한 조직
문화를 창출하는 경영관리기능이고, 이것은 개별 회사의 경영판단에 속하는 사

항인데 개정 상법에서 이를 의무화함으로써 제도의 취지가 오히려 퇴색되었다. 준법지원인 제도의 운용
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법률지식 외의 다양한 전문지식을 활용해야 하는 경영활동이고, 이를 관리하는 준
법지원인은 경영능력을 필요로 하는 경영자와 유사함에도 준법지원인의 자격을 변호사 중심의 법률전문
가로 국한시키고 있는 것은 문제이다. 따라서 개정 상법에서처럼 일정 규모의 회사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시행령을 통해 준법지원인의 자격을 되
도록 넓게 규정하고 자산규모 2조 원 이상의 상장회사들에게만 이러한 자격의 준법지원인을 두도록 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3

평가

상법 시행령을 통해 준법지원인의 자격을 확대하고 의무적 도입회사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는 재계 주장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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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증세법에 의한 물량 몰아주기 과세는
법리상 가능하지 않음을 논증하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상증세 과세 논란에 대한 검토
최승재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상속^증여세법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것은 사적
거래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고 조세편의주의로 귀결될 수
있으므로 세법 개정 논의는 철회되어야 한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최근 계열사 단순 물량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문제되고 있으나 이것
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최근 소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가 추진된다고 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이미 부당지원행위의 한 내용으로 효율성 증대효과와 같은 합리

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특정한 계열회사에만 일감을 주는 ‘물량 몰아주기’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 이는
시장의 효율성과 소비자후생 증대, 그리고 그 타당성은 별도로 논한다 하더라도 경제력 집중의 억제와 같
은 현행 공정거래법의 입법 목적을 감안해 보면 생각할 수 있는 접근이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저가나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가 아니라 시가에 의해 합리적인 가격으
로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해 단순히 물량이 많다는 이유로 증여세 과세를 하는 것은 법리상 가능하지 않
다. 또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로 볼 시가 차액이 무엇인지도 의문이다. 포괄주의 입법이라고 해서 조세편의
주의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해석에서 포괄주의가 가지는 한계는 분명히 인식되
어야 한다.

3

평가

단순 물량 몰아주기의 경우에는 과세의 대상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여기에 증
여세를 과세하겠다는 논의는 법리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사실을 논증하여 세

법 개정 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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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의
무분별한 확대를 경계하다
기업집단 내부거래와 회사기회유용 금지
신석훈

선임연구원

최근 상법에 도입된 회사기회유용 금지 규정을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확대 적용할 경우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상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회사기회유용 금지 규정을 계열사 간 일감 몰아
주기를 포함해 기업집단에서의 내부거래 전반을 규제하기 위한 만능규범처럼

인식하며 무분별하게 확대 해석하려는 것의 법리적 문제점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2

연구내용

최근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와 사업기회 배분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며 이
를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상법에 도입된 회사기회유용 금지 규정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판례가 회사기회유용 법리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의 실효성만을 강
조하며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이 상법에 회사기회유용금지 규정을 도입한 상황에서 이를 확대 적용하려는
움직임은 재고되어야 한다.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는 계약 상대방 선택과 관련된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
용되는 영역이므로 계약의 공정성 판단이 관건이지 회사기회유용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없다. 계열사
간 사업기회의 배분은 배분과정에서 사업기회를 사적 이익을 위해 유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회사기회유
용 금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이지만 기업집단 전체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정상적인 경영판단
일 가능성이 크므로 법적인 개입은 자제되어야 한다.

3

평가

반기업 정서에 기초한 상법상 회사기회유용 금지 규정의 확대 해석의 법리적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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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방안 창안에 제동을 걸다
소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방안의 비판적 검토
최승재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나 영업이익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타당한 과세방안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세법이 아닌 기존의 공정거래법을 활용하여 일감 몰아주기의
문제점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기업집단 간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문제에 대해 2011년 8월 조세연구원
세미나에서 5가지 과세방안이 제기됨에 따라 특히 주목 받고 있는 1안과 2안을

조세법적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1안으로 제시된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한 과세의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평가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으며, 상장회사의 경우에도 매출증가가 주식가격을

상승시키는 유일한 원인이라고 볼 수 없고 더불어 기여분의 산정 또한 곤란하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존
재하지도 않는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가 될 수 있고, 거래세가 원칙적으로 없는 우리나라의 자본이득 과
세 시스템에 사실상의 보유세를 창설하는 것으로 전체 시스템과의 정합성에서 난점이 있다.
2안에서도 물량이 증가해서 영업이익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주가 바로 향유할 수 있는 이익이 아
니다. 그러므로 영업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실제 이익을 얻은 것은 수혜기업이고, 주주가 그 이익을
현실화하는 방법은 주식의 매각capital gain이나 배당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도대체 수증익이 무엇인지 불명
확하다.

3

평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방안들은 신중하게 재고되어야 하며, 조세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방안들을 창안하기보다는 공정거래법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문

제가 있는 사안들에 대응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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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열사 간 거래는
효율성에 근거하여 이루어짐을 지적하다
기업집단 계열사 간 거래의 효율성과 시사점
김현종

연구위원

본 연구는 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거래의 효율성을 간과
하고 일률적인 정책을 적용하여 규제하려 한다면 기업집단의
효율성이 제한되기 때문에 오히려 거래관계에 있는 계열사
들의 수익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지적했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2011년 9월 7일, 상증세 부과정책의 일환으로 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거래비율
이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 과세토록 하는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으나, 이러한 상

증세 개정안은 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해 일률적으로 증여성 거래로 보고 있어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각의 문제점을 비롯하여 관련 논의를 정리^지적하고 시사점을 도출했다.

2

연구내용

기업집단이 출자관계를 형성하여 계열화시키는 것은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전략
적 목표에서 비롯한 것으로, 단순한 지분투자인 포트폴리오 투자와는 전혀 다

른 개념이다. 즉, 계열사 간 거래는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자원의 효율적 재분배를 달성시켜 주며, 위험분
산을 가능하게 하고, 수익의 투명성을 높여주는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를 증여목적
의 거래로 보는 단편적 시각은 부적절하다. 문제로 지적되는 MRO업체나 시스템통합SI업체에 대해 지배
주주가 없는 기업집단에서도 MRO 및 시스템통합 부문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세제개편안이 내부거래비율에 대해 편협한 시각을 적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계열사 간 거
래는 효율성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배주주의 직접 지분이 전혀 없는 계열사의 경우에도 매출
규모 대부분이 계열사 거래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3

평가

본 연구는 기업지배구조 논의는 회사법 등 관련제도를 통해 해소해야 할 사항
이며 경쟁제한성의 문제 또한 경쟁법을 통해 해소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하

면서 관련 문제를 분류하여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시각에서 상증세법 개정을 통해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해 일률적으로 과세하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 본 연구의 시각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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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 추진의 재고 필요성을 역설하다
판매대상별 유가 공개의 문제점과 과제
이병기

선임연구위원

본 연구는 정부가 추진 중인 석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경제적^법률적^헌법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판매단계별
유가 공개가 석유가격 상향 동조화를 초래하고 영업비밀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할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 추진을
재고할 것을 제언하였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2011년 1월 이명박 대통령이 ‘기름 값이 묘하다’고 언급한 이후 정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대법) 시행령 42조의2 제3항을 개정하여 기존의

석유정제업자의 판매가격 공개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본 연구는 석대법 시행령 개정
안을 통해서 석유가격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유가 공개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법률
적인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그 정책과제를 제언하였다.

2

연구내용

정유사의 공급가격에 있어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제원유가, 환
율, 세금 등은 모든 정유사들에게 공개된 정보이거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

보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유사별로 가격이 추가적으로 공개될 경우 원가구조 및 마진율 등에 관한 정보를
추정해 낼 가능성이 크고 가격상향 동조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정유사의 거래단계별 판매
가격에는 해당 정유사의 영업전략, 개별거래처의 특성, 개별거래처와의 거래조건 및 기타 제반관계 등 해
당 거래처에 대한 모든 영업요소가 반영되어 있는 매우 민감한 경영정보이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단계별
평균판매가격 공개는 중대한 영업비밀 침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또한 평균판매가격 정보의 공개는 정
유사의 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

3

평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판매단계별 유가 공개를 골자로 하는 석대법 시행령 개
정 추진은 재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하였고, 유류세 인하를 적극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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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하지 않고 현금 쌓아둔다는
대기업 비판에 정면 대응하다
대기업의 현금보유 및 투자 변화 추이와 시사점
이병기

최근 기업의 현금보유량은 증가했지만 투자는 게을리하였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선임연구위원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보율과 투자와의 관련성에 대해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최근 대기업의 높은 투자증가율을 실증데이터로 검증하여
대기업이 현금을 쌓아두고만 있다는 비판은 실증결과에
비춰볼 때 타당하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기업의 유보율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 같은 현상
이 발생한 원인은 기업이 설비투자를 적게 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등 부정적인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실증적인 자료를 분석하여 이 같은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
였다.

2

연구내용

유보율은 기업의 자본구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이며 기업투자 증가 시에
도 유보율은 변화하지 않을 수 있는 등 유보율과 기업투자는 무관한 것으로 나

타났다. 유보율은 기업의 자본구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지표이므로 투자와는 별도로 결정되는 지
표이다. 대기업의 현금보유 규모도 2001년 이후 2003년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 정체 내지 감소하는 경
향을 나타냈으며, 전체 기업에 비해 대기업의 현금보유 비율이 평균적으로 다소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대기업의 현금보유 비율은 미국 등 선진국이나 아시아 경쟁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
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기업의 투자증가율을 살펴본 결과 전체 기업 평균에 비해 대기업의 투자
증가율이 매우 높으며, 또 금융위기 이후 대기업의 투자증가율은 급격히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
은 대기업의 투자증가로 30대 기업집단의 투자액이 전체 기업의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에 약
50.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평가

기업 유보율 증가는 수익성 개선에 따른 긍정적인 현상이며, 기업의 투자 위축
과 무관하다는 것이 이론적인 분석결과이다.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 대기업은

투자증가율을 빠르게 증가시켰다. 따라서 대기업이 투자는 하지 않고 현금을 쌓아두고만 있다는 비판은
실증결과에 비춰볼 때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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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대·중소기업 간
바람직한 관계개선 방향

대한민국 경제가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올바른 관계 설정
및 개선이 중요하다. 이에 시장경제원칙에 맞지 않는 제도의 도입 움직임에 신속히
대처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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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화 가능성 낮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지를 묻다
이익공유제 비판
이선화

이익공유제는 협력업체들에 대한 기여도 평가나 목표이익 설정 등에

부연구위원

서의 어려움으로 인해 현실화 가능성이 낮다. 본 연구는 이미 시행
중인 성과공유제의 제도적 인프라를 강화하는 편이 수위탁기업 간
상생협력 정착에 실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동반성장위원회가 제안한 이익공유제의 유형과 작동방식을 살펴보고 그 모형
이 왜 제조업으로 일반화되기 어려운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동반성장 정책의

배경이 되는 대^중소기업 양극화라는 현실 진단이 엄밀한 실증적 증거에 기초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2

연구내용

이익공유제는 협력업체에 대한 기여도 평가나 목표이익 설정 등에서의 어려움
으로 인해 현실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유통^플랫폼^단일 프로젝

트 사업과 달리 제조업에서의 최종 실적은 수백 개 협력업체의 혁신뿐만 아니라 시장환경^국제금융^위
탁기업의 경영능력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최종성과에 대한 계약당사자
들의 기여도 평가가 용이하지 않다. 특히 목표이익에 대한 사전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목표초과이익공유
제의 경우 현실에서의 적용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 보인다. 기업 내부의 성과배분PS 규칙을 조직 간 성과배
분에 활용하겠다는 동반위의 발상은 조직 내에서의 계약과 조직 간 이익공유 계약의 중대한 차이점을 간
과한 결과이다. 동반위의 정책방향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개념적으로 문제가 있는 제도를 국책사업 입찰
시 우대와 같은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인위적으로 촉진하려 하기 때문이다. 성과배분제도의 정착에 있어
서 정부의 역할은 특정한 계약이나 협력모형을 강제하기보다는 우수한 제도의 확산을 가로막는 불법적
행위나 불공정 관행, 제도적 장벽 등의 제거 등 시스템의 정비작업으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는 계약서 작성 및 계약이행 시 협력기업에 대한 법적 자문을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의 협상력과 대응력을
강화시키는 작업이 대^중소기업 협력관계 강화에 보다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3

평가

본 연구는 이익공유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자 하였
다. 결국 비즈니스 협력모형에서 주체는 민간기업이며 동반성장 정책의 성공

여부 역시 민간의 자발성에 달려 있다는 기본전제를 분명히 하였다.

열정과 꿈_한경연 시장경제연구백서

046

 동반성장 정책의
근본적인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다
동반성장지수 및 초과이익공유제의 개념적 오류와 문제점
김영신

본 연구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수익성 개선의

부연구위원

명분으로 추진되는 ‘동반성장지수 정책’과 ‘초과이익공유제’가 기업의
선택과 경쟁을 제약하고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할 유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제고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정부는 경제 양극화의 근원지인 대^중소기업 간 기업수익의 양극화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동반성장지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인 ‘동반성장지수’와 ‘초과이익공유제’가 근본적인 한계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시장경제
원리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내용

본 연구는 동반성장지수 정책이 중소기업에 지나치게 우호적으로 편향된 정책
목표 하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장기능을 왜곡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즉, 동반

성장지수는 시장의 경쟁원리보다는 중소기업이 지원과 보호에 안주할 유인을 제공하여 건강한 기업과 퇴
출되어야 할 부실기업을 구분하기 어렵게 만들고, 이 같은 인위적 지수평가는 결국 대기업에게 준조세를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기업들에게 규제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서도 초과이익
의 개념적 오류를 지적하고, 기업의 이윤동기 훼손, 주주의 재산권 침해, 대기업과 국내 납품 중소기업과
의 거래 위축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3

평가

본 연구는 정부의 역할이 기존의 공정거래 정책을 잘 준용해서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고, 대기업과 납품 중소기업 간 그리고 납품 중소기업들

간에도 자본공유나 인수^합병을 통해 거래비용이 감소하고 효율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
시키는 것으로 국한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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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당한 이유 없는
적합업종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본질과 문제점
- 두부 제조업의 사례 황인학 선임연구위원

이명박 정부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문제인식과 접근
방식에 모두 문제가 있다. 동 제도는 해당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후생 증진, 중소기업 육성의 그 어떤 것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득보다 실이 많다는 점을 두부 제조업 분석을
통해 실증한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경쟁은 자원배분의 효율을 증진하고 기업가적 발견을 고취시켜 산업발전을 견
인하는 핵심기재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경쟁제한적인 진입규제가 많은데, 중

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또한 여기에 속한다. 시장원리에 반하고,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폐지한 고유업
종 제도와 본질적으로 같은 제도를 5년 만에 재도입해야 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검증한다.

2

연구내용

먼저, 고유업종 제도를 폐지한 이후에 대^중소기업 양극화가 커졌기 때문에 재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통계적 사실과 다르다. 최근 대^중소기업 이익률 격

차가 크게 떨어졌는데 양극화가 심화되었다고 다시 규제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정치공학 행위이다.
고유업종 제도를 폐지한 탓에 중소기업들이 도산하고 대기업의 시장독과점이 높아졌다는 주장에 대하여
대표적 피해사례로 거론되었던 두부업종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그 결과 두부업종에서 2006년에 CJ와
대상 등 대기업이 시장에 들어와서 소규모 사업체와 일자리가 줄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두
부시장이 전체 식료품시장에 비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성장한 것도 경쟁촉진에 힘입은 바 크다. 한편, 두
부시장에서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 합계CR3는 2004년의 77%에서 2010년에 84%로 증가했다. 그러나 시
장구조와 경쟁이 자원배분 효율에 미친 영향을 보려면 CR3보다는 ‘허핀달 집중지수HHI : Hirschman-Herfindahl
Index’가

이론적으로 적합하며, 동 지수는 규제완화 이후 크게 감소하였다. 이에 좀 더 정교한 ‘선도기업모

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규제완화는 사회적 비용을 약 43%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난다.

3

평가

본 연구는 적합업종 제도가 잘못된 문제인식에서 비롯된, 잘못된 접근방식임을
실증적으로 설명한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이 중요하다고 해도 정부정책은

대^중소기업의 수직적 거래관계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지 시장을 나눠주
려고 해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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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을 통한 중소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하다
중소기업의 부실 현황과 구조조정 과제
이병기

본 연구는 중소기업 부실의 규모와 그 정도 및 부실 중소

선임연구위원

기업이 정상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후 부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부실 중소기업은
정상기업의 투자와 고용의 증가를 제약하는 ‘발목잡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중소기업 부문의 기업부실이 증대되고 있다. 부실기업에 대한 적절한 구
조조정 없이 중소기업 부문에 자금이 공급되면 비효율적 경영 및 투자가 지속

되고, 신생 중소기업의 진입을 막아 경제활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 부실의 규모와 그
정도 및 부실 중소기업이 정상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후 부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방안
을 제시하였다.

2

연구내용

최근 중소기업 부문의 기업부실이 증대되고 있다. 부실기업에 대한 적절한 구
조조정 없이 중소기업 부문에 자금이 공급되면 비효율적 경영 및 투자가 지속

되고, 신생 중소기업의 진입을 막아 경제활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더구나 부실기업 비중이 커지고 구조조
정이 지연되는 경우에 경제 내의 자원 재배분을 통한 생산성 제고 기능이 마비되면서 궁극적으로 경제성
장을 제약할 수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매출액 영업이익률, 부채비율, 은행차입금 비율 등 경영성과나
재무구조 면에서 그 취약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등 부실 수준과 부실 정도가 매우 크다. 더구나 부실 중
소기업은 정상기업의 투자와 고용의 증가를 제약하는 ‘발목잡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소
기업 부문의 부실 수준을 낮추고 부실의 정도를 개선하기 위해 이 부문의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부실기업의 정리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실채권이 활발히 거래될 수 있는 시장의 형성과 기
업재무안정 PEF 등 자본시장을 활용한 구조조정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3

평가

중소기업 부문의 부실규모를 분석하고 부실 중소기업의 발목잡기 현상을 파악
하는 한편, 시장을 통한 중소기업 부문의 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대한민국 생존전략 이슈를 살피다

049

 적합업종^품목 제도의 도입은
재고되어야 함을 지적하다
시대착오적인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제도 도입
김필헌 연구위원

본 연구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목적으로 시행 예정인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제도’가 주기적 재평가 제도의
지대추구 동기, 사업영역 보호에 따른 중소기업 영세화와
국제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것이므로 그 도입 여부가 원점
에서 재고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제도’가 가진

근본적인 한계와 문제점에 대하여 2006년 폐지된 ‘고유업종 제도’가 드러낸 문제점과 함께 시장경제원리
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내용

본 연구는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제도’가 실질적으로 규제의 성격과 낙인효
과로 인해 기업경영에 부담을 주고, 유연성 제고를 위해 도입할 재평가 제도는

오히려 수혜기업의 지대추구 동기를 촉진할 것이며, 정책적 불확실성 증대로 사전적 규제의 장점이 희석
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 또한,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에서도 확인된 바로서, 사업영역의 보호로 경
쟁이 제한되면 중소기업이 제품의 질적 경쟁보다 가격경쟁에 치중하게 하여 기술개발을 통한 품질개선의
동기를 약화시키고 이는 투자부진으로 이어져 국가경쟁력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
다. 이와 더불어 대기업의 참여제한으로 산업의 선진화를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해외수요가 빠르게 증가
하는 업종의 경우 해외기업에 의한 시장잠식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한다.

3

평가

본 연구는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긍정적인 효과에
비해 부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과거 실시된 고유업종 제도가 가진 불

합리성으로 국내 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친 것을 감안할 때 적합업종^품목 제도의 도입 여부를 원점에서
재고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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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시장적^반대기업적 규제를 넘어
새로운 동반성장 정책을 제안하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의 문제점과 새로운 정책방향
이병기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반성장지수, 목표초과이익

선임연구위원

공유제,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제도 등은 시장경제의 입장
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재검
토하고 경제의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는 중소기업 기술 향상
방안 등 새로운 동반성장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언하였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2010년 정부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 추진대책’을 발표한 이후 동반성장
위원회에서 동반성장지수, 목표초과이익공유제,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제도

등 보다 구체화된 제도들이 발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과 관련된 최근 이슈들
의 문제점을 시장경제의 입장에서 재검토하고 새로운 동반성장 정책의 주요 정책방향을 제언하였다.

2

연구내용

동반성장위원회가 내놓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제도들은 대기업에 규제로 작용
하는 것들이다. 동반성장지수는 개념이 불분명하고, 중소기업의 혁신동인 저하

및 비효율적 기업에 대한 자금배분 등을 초래할 수 있다. 또 초과이익공유제는 기업의 잔여청구권을 침해
함으로써 자본주의의 근간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의 소유주는 기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잔여수익에 대한 청구권자, 즉 생산에 필요한 투입요소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난 후
남은 순이익을 가질 수 있는 청구권자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제도는 재산권을 심각히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진입장벽의 역할을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경제의 선순환을 가져오게 하는 방향으로 대^중소기업 정책을 재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D
투자 활성화 및 기술이전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기술력의 향상 및 영세화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M&A 활성
화를 통한 경쟁력 회복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도급법은 대^중소기업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구
체화한 제도적인 장치로서 이 법의 집행력을 보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3

평가

본 연구는 경제의 선순환을 가져오게 하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방향을 제
시하고,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 및 하도급정책의 방

향을 제시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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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소매업법이
행정편의적 과잉입법임을 논증하다
대규모소매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소비자 이익 저버린 과잉입법
조성봉

선임연구위원

신석훈

선임연구원

대규모소매업법(안)은 정상적인 판매촉진활동을 위축시켜
소비자 이익을 훼손시킬 수 있는 행정편의주의적 과잉
입법이므로 철회되어야 한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대규모소매업자의 계약상 우월적 지위남용 행위로부터 납품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 중인 「대규모소매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은 정상적인

유통활동까지도 불공정행위로 간주하여 궁극적으로 소비자 이익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과잉입법임을
논증하였다.

2

연구내용

대규모소매업법에서는 외형적으로 불공정해 보이는 행위유형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후 대규모소매업자의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

적으로 부당성을 입증하지도 않고 일단 불공정한 것으로 보고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대규모소매업자 측에
서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특정 행위유형에 대해서는 이러한 정당성 입증마저도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대규모소매업법은 대규모소매업자의 우월적 지위행사를 과징금이나 형벌 등으로 강력히 제재할 수 있도
록 하면서도 법적 판단의 오류로 인한 위험legal risk을 대부분 대규모소매업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어 국가권
력 행사의 한계를 천명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제12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재고되어야 한다.

3

평가

대규모소매업법 제정이 아닌 유통부문에서의 경쟁정책 강화를 통한 소비자후
생 증진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열정과 꿈_한경연 시장경제연구백서

05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다
하도급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위헌성 검토
신석훈

선임연구원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목적과 도입방법에
위헌적 요소가 존재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원사업자 행위규제의 실효성만 강조하고 있어 오히려
원사업자의 정당한 금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하도급 관계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하여 손해가 발생
한 경우 발생손해의 3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자료 탈취^유용에 대

한 고의^과실의 입증책임을 원사업자에게 지우는 내용의 개정 하도급법의 법리적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 관행 억제와 재발 방지라는 사회 정책적 목적을 개별
계약당사자 간의 사법적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달성하고자 도입된 하도급법상

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위헌소지가 있다. 국가가 국민을 ‘징벌’하기 위해서는 적법절차 원리를 천명한
헌법 제12조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우회하여 사인 간의 민사소송절차를 통
해 원사업자를 징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과실은 손해를 입은 수급사업
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사법상의 입증책임 원칙마저 원사업자에게 전환하고 있는 하도급법은 헌법상 징벌
을 당하는 원사업자에게 보장된 절차적 권리를 더욱 소홀히 하고 있어 위헌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

3

평가

하도급 계약관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 적용할 것이 아니라 피해를
본 수급사업자가 실손해를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사법적 구제시스템을 개

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헌법합치적인 정책방향이라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대한민국 생존전략 이슈를 살피다

03

경영환경의
변화와 대응방안

기업경영환경의 변화를 예측^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기업들이 앞선 경영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053

열정과 꿈_한경연 시장경제연구백서

054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실효성 제고과제를 제시하다
배출권거래제의 맹점과 온실가스 정책의 당면과제
이선화 부연구위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초기할당의 규모와 방법론에서 공정성 문제,
경제적 왜곡과 거래비용 발생, 시장의 비활성화 등 다양한
잠재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성급한 제도 도입보다는
제도의 효율적 작동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작업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녹색성장위원회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온실가
스 배출권거래제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배출권거래제가 시장에 기초한

효율적인 제도라는 일반적 평가와 달리 이 제도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설명하고, 온실가스 감축정
책이 견지해야 할 원칙들을 천명하였다.

2

연구내용

배출권거래제는 시장거래의 효율성 측면이 강조되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
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의 중심축으로 부상하였다. 하지만 거래제도의 경제성

을 지지하는 실증연구들은 경직적 수량규제에 수반하는 규제 비효율과 거래과정의 구조적 특이사항을 반
영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원의 집중도, 초기할당 작업을 위한 기초 데이터와 인프라의 부
족 등은 시장 참가자의 전략적 행동을 유발함으로써 경제적 왜곡을 발생시키고 제도 시행의 거래비용을
증가시키게 된다.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
이 배출권거래제를 성급하게 도입하기보다는 제도의 효율적 작동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작업부터 순차
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미^중^일 등 주요 국가들과 기후협약 참여수준 및 온실가스 감축수단
에 있어서 보조를 맞추고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온실가스에 대한 합리적 소비가 가능하도록 에너지
시장의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 셋째, 국가 온실가스 데이터망과 산정^보고^검증MRV 등 배출관련 회계
인프라 구축과 온실가스 규제가 보조를 맞추어 나가야 한다. 끝으로 절대량 감축이 아닌 원단위 소비의
효율화가 온실가스 정책의 핵심적 정책 어젠다가 되어야 한다.

3

평가

배출권거래제 논의는 ‘시장’과 ‘거래’ 기능만이 강조되고 제도의 규제적 측면과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분석은 충분하지 않았다. 동 제도의 잠재적 문제점을 공

론화함으로써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대한 반대여론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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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IT기업의 대규모 인수^합병에서
우리 기업의 대비책을 찾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스카이프Skype 인수 의미와 시사점
김현종

연구위원

본 연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스카이프 인수에 대해 신규 연계서비스를
개발하여 모바일-온라인 분야에서의 실적회복을 도모하려는 전략으로
평가했다. 대규모 IT기업 간 인수^합병에 대비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는 무선데이터통신망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제안했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2011년 5월 10일, 마이크로소프트는 인터넷 음성통신회사인 스카이프Skype를 85
억 달러에 매입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기업결합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역대 기

업인수 중 최고가격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인 사례로 고려됐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스카이
프 인수에 대한 배경과 전략적 의미, 그리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마이크로소프트
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이번 인수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종합하여 정리했다.

2

연구내용

본 연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대부분의 수익을 윈도우와 오피스에 의존하며 온
라인 분야에서는 적자를 기록해 왔기 때문에 이번 인수^합병을 통해 신규 연계

서비스를 개발하여 모바일-온라인 분야에서의 실적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러한 기업결
합은 향후 4세대 무선통신망의 보급으로 영상통화, 동시 모션게임, 영상물 공동감상 등 스카이프와의 연
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경우 수익성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수익성 개선은
안정적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킬러아이템(키넥트 포함)이 되는 제품군을 개발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평가했다.

3

평가

본 연구는 이러한 기업결합이 한국기업에 시사하는 점과 함께 정책방향에 대해
지적했다. 향후 IT기업들의 대규모 인수^합병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

국기업들이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IT기업들의 시너지 효과를
위한 기업결합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향후 무선데이터 통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하면서, 이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차세대 무선데이터통신망에 대한 투자를 지
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본 연구의 이러한 제안이 한국기업들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개선시
켜 줄 것으로 평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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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주회사 관련 조항에 대한
개혁 필요성을 이야기하다
지주회사제도에 대한 논의와 정책방향
김현종

연구위원

한국의 지주회사제도는 외국과는 달리 소유지분율 규제, 부채비율
규제, 금융계열사소유금지 등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주회사로의 전환유인을 제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주회사 관련 규제조항의 개선을 통해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유도
하는 것이 적절한 정책방향이라고 제안했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금산분리 완화정책에 따라 2009년 7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2009년 12월부
터 시행)으로 비은행지주회사의 경우 비금융자회사의 소유가 가능해졌다. 그러

나 금융지주회사제도에서의 금산분리 완화와 동일한 맥락으로 일반지주회사제도에서의 금산분리 완화를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추진 중이나 현재 법안은 정치적 논의로 인해 계류 중에 있다. 본 연구는 법 개정
지연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주회사제도에 대한 적절한 개선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내용

정부는 1999년 기업집단의 구조조정 및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고 기업집단에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권유

해 왔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이 외국과 달리 지주회사의 요건을 아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지주회사
로의 전환비용이 높고 전환한 뒤에도 기업경영에 장애요소가 많아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적극적으로 이루
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계열사에 대한 소유지분율 규제는 기업인수나 공동출자 등 정상적 경영행위
를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며, 기업집단의 확장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한편, 지주회사제도에 도입된 금
산분리의 원칙으로 인해 이미 금산결합을 이루며 성장한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을 사실상 불가능하
게 만드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또한 금융계열사의 소유금지조항은 국내 지주회사에 대한 차별로 작용
할 우려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주회사 관련 조항에 대한 개혁을 통해 지주회사로의 전환비용을 감
소시켜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적절한 정책방향이라고 지적하였다.

3

평가

본 연구는 지주회사의 지배구조를 제약하는 계열사 소유지분율 규제 및 금융계
열사 소유금지 규제는 폐지하고 시장규율과 조세제도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출

자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은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 유인을 증대시
키는 적절한 정책대안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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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람 채권에 대한
비교법제적 분석을 통해 적시에 정론을 제공하다
이슬람 채권 도입방안
최두열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2011년 2월 및 3월 중 종교계 일부에서 정부의 이슬람 채권
발행을 위한 조세특례법 개정안이 특혜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면서 국회통과를 저지하는 데
대하여 그 주장을 비판하였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정부가 외화자금 조달 원천을 다변화하기 위하여 이슬람 채권 발행을 위한 조
세특례법 개정안을 2009년 말에 제출하였다. 하지만 일부 정치인과 종교계에

서 이슬람 채권에 대한 특혜 부여라는 이유로 국회통과를 저지하여 법안을 표류시키고 있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정부의 이슬람 채권 법안이 과연 특혜를 부여하는 것인가 여부를 비교법제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2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이슬람 금융과 채권에 대하여 채권투자 수익의 발생 메커
니즘과 그 실체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UN모델조세조약 및 OECD모델조세조약

등 국제사회에서의 이슬람 채권 수익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여 개정안에서의 취득세, 등록세, 부가
가치세 처리 부분, 외화표시 채권 소득세, 법인세 면세 부분,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슬람 채권 발행을 위한
외국의 입법 사례를 비교법제적 입장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슬람 채권 발행을 위한 조세특례법 개정안에 이슬람 채권에 대하여 특혜를 부여하는 부분은 존
재하지 않으며 조세 중립성Tax Neutrality의 회복을 위한 면세조치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들은 특
혜 부여라기보다는 조세 중립성의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였다.

3

평가

본 연구는 당시 일반인들의 이슬람 채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국내 학계에서
이슬람 채권에 대한 연구가 대단히 부족한 상황에서 이슬람 금융과 채권에 대한

심도 있는 비교법제적 분석을 통하여 적시에 정론을 제공하였다. 그리하여 이슬람 채권 도입을 둘러싸고
벌어진 여론 분열과 사회 혼란 가운데 올바른 여론 형성에 많은 기여를 하였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04

거시경제 현황과 시사점

거시경제는 세계경제의 격변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대내외 여건의
변화는 기업의 경영과 투자결정의 기초를 흔들고 있다. 이에 안정적 경기회복 및
투자결정을 위한 경제정책과제의 제시로 기업경영 장애요인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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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부채의 위험성에 대해 환기시키다
가계부채 현황 및 추이와 시사점

이소영 부연구위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상대적으로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고소득
층을 중심으로 확대되었으나 저소득층 및 고연령층 등 일부 계층의
경우 채무부담이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러한
가계의 부채조정과 부채상환능력 제고가 필요하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수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불안요
인으로 자주 언급되고 있는 바, 본 연구는 최근 가계부채의 현황 및 추이를 분

석하고 부채보유가구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여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2

연구내용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가처분소득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
들에 비해서도 낮지 않은 편이지만, 미시자료 분석 결과 가계부채가 상대적으

로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실물자산 축적을 기반으로 부채보유가구
의 최종적인 부채상환능력은 전반적으로 제고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채보유가구 중 저소득
층, 고연령층, 자영업자 가구의 재무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은 소득에
비해 부채규모가 높을 뿐 아니라 금융자산 대비 부채규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금리인상이나 소득
감소로 인해 채무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실질적인 부채상환능력이 크게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3

평가

본 연구는 거시자료 분석을 통해 가계부채에 대한 총량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미시자료 분석을 통해 가계부채의 분포 및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가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현황 및 추이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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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극화 진행의 심각성을 진단하다
양극화와 불평등도의 최근 추이와 시사점
- 소득, 소비, 교육비 지출을 중심으로 설 윤

연구위원

소득과 소비 지출의 양극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소득과 소비의
양극화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나 불평등도는 상대적으로 심화
되었음을 발견하였으며, 근로자 가구보다는 자영업자 가구에
심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들어 사회 전반적으로 양극화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극화와 불평등도 두 개념의 차이점을 소개하고 두 지수를 추정^비

교함으로써 양극화 진행에 대한 심각성 여부를 진단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2010년(2003년 대비) 소득 양극화는 단지 0.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
득 불평등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2.73%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소비 양극화는

2010년(2003년 대비) 0.54%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소비 불평등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8.54%의 증가
율을 기록하였다. 교육비 지출의 양극화는 2010년 65.64%, 교육비 지출의 불평등도는 크게 낮은 15.64%
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사교육비 지출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정부의 공적부조 효과는 양극화 완화에
는 큰 효과가 없었으나, 상대적으로 소득 불평등의 완화에는 지속적으로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3

본 연구에서 기존에 주로 제시된 소득 양극화 추이뿐만 아니라 소비지출, 교육비

평가

지출을 통한 소비 양극화와 불평등도의 지수를 추정하고 2003년부터 2010년까

지의 지난 참여정부와 현 정부의 양극화와 불평등도의 추이를 비교한 것은 기존 연구와 차별되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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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시장 가격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다
전세시장 안정대책과 주택가격 규제 논란
안순권

본 연구는 주택공급을 감소시켜 전세난 심화에 영향을 미친 분양가

연구위원

상한제는 폐지해야 하며, 전세 세입자의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는
전월세상한제는 도입해서는 안 되고, DTI 규제는 개인신용평가에 의한
대출관행 정착을 전제로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2010년 이후 전월세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그 원인을 분석한 후 정부의 전월세
안정대책과 각종 주택규제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본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내용

정부는 2011년 들어 세 차례 전월세 안정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실효성에 대한
기대는 낮으며, 향후 관련법 개정 실현 여부가 변수이다. 주택취득세 감면, 분

양가상한제 폐지 등의 시행은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고 국회 논의과정에서 전월세상한제 도입 문제가 다
시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주택공급을 감소시켜 전세난 심화에 영향을 미친 분양가상한제는 폐지해야 한
다.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 상승을 일부 억제할 수 있었으나 주택공급을 위축시켜 전세난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전세가격의 단기 급등을 초래하여 전세 세입자의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는 전월세
상한제는 도입해서는 안 된다. DTI 규제는 행정규제로 장기적으로 시행될 경우 은행의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DTI 규제는 금융기관의 개인신용평가를 통한 대출관행이 정착되도록 유도
하면서 폐지하는 것이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바람직하다.

3

본 연구는 2011년 초 전세대란이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가운데 전세

평가

값 상승의 원인을 분석한 후 분양가상한세 폐지, 전월세상한제 도입 반대 및 장

기적 DTI 규제 폐지 등 시장원리가 작동하게 함으로써 전월세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연구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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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기 기간 중 대기업 투자활동의
양호한 증가세를 확인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총고정투자 추이와 성장기여도
- OECD 국가 비교 및 대^중소기업별 기여도를 중심으로 설 윤
김창배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기업투자 관련 다양한 자료를 살펴본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2010년 중 대기업 투자는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했으며 대기업
투자의 성장기여도는 2010년 중 2.3%p로 이는 성장률(6.2%)의 약
37.1%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이었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기업(특히 대기업)들의 투자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일부 주장이 있는
바, 대기업 투자와 관련된 지표들에 대한 최근 추이를 파악함으로써 이 같은 주

장의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내용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기업의 투자가 미흡하다는 일부의 주장은 기업투자
통계 및 성장기여도 분석 결과 사실로 보기 어렵다. 우선 기업경영분석상 대기

업의 유형자산증가율은 2009~2010년 중 7.5%로 2001~2007년의 3.3%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으며, 30
대 그룹 투자의 경우 2009년 감소(-9.0%)를 2010년 큰 폭 증가(39.9%)로 상쇄하면서 2009~2010년 평
균 12.4%의 증가율을 시현했다. 이러한 기업의 투자 확대에 힘입어 우리나라 총고정투자의 성장기여도는
2009년 -0.27%p에서 2010년에는 1.9%p로 높아졌으며 이 수치는 OECD 국가 중 2009년 2위, 2010년 3
위에 해당한다. 또한 총고정투자의 성장기여도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분리하여 추정한 결과 대기업
투자의 성장기여도가 2.3%p로 나타났으며, 이는 성장률(6.2%)의 약 37%에 해당하는 것으로 2010년 성
장의 약 37%가 대기업 투자의 성과라는 것을 의미한다.

3

평가

기업투자 관련 통계 및 대기업 투자의 성장기여도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함으
로써 대기업 투자부진에 대한 비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였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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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경제동향과 전망 정보를 제공하고
거시경제운영방향을 제시하다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변양규
김창배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2012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3.5%에 그칠 전망이다. 미국, 유럽
등 재정위기와 중국 등 신흥국들의 긴축강화로 수출증가세가 둔화
되고 재정건전성 제고 등 정책제약성 등으로 소비, 투자 등 내수도
부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011년 4월호(통권 제21-2호)에서
제시한 성장률 3.9%는 주요 전망기관 최초의 3%대 전망이며 실적치와
가장 근접한 것으로 평가된다.

1

국내외 경제현안에 대한 심층 분석과 향후 경제흐름에 대한 예측을 통해 기업

연구배경 및 목적

경영전략 수립을 용이하게 하고 정책 당국에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심도 있는 분석과 예측은 자체 경제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대부분 회원사들에게 직접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의가 있다. 정책방향 제시는 민간의 시각을
대변하는 종합연구소로서의 한경연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2

연구내용
□ 2011년 1월호(통권 제21-1호)
전망 2011년 성장률은 2010년(6.1%)에 비해 둔화된 4.1%로 예상된다. △미국의 공공 및 민간의 부채조
정, 유럽 재정긴축, 중국의 긴축기조 등에 따른 세계경제 회복세 둔화 △대내적으로 거시정책 기조의 정
상화에 따른 경기부양 여력 약화 △2010년에 누렸던 기저효과의 소멸 등이 성장률 하락 요인이다. 수출이
세계경기 둔화, 중국의 긴축 전환, 원/달러 환율 하락, 수출경쟁 격화 등으로 한 자릿수 증가율로 둔화되면
서 경상수지 흑자가 2010년(273억 달러)의 절반 수준인 145억 달러로 축소될 것이다. 소비자물가는 플러
스로 전환된 GDP갭, 중국발 인플레이션 및 국내 공공요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가 예상된다. 원/달
러 환율은 점진적인 하락추세를 보이며 연간 1,100원 이하로 하락할 전망이다.
정책과제 한반도 긴장 악화를 우려하는 주변국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권력 계승 및 북핵문제 등으로 야
기된 북한의 도발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 리스크의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
정책과제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대북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사전적으
로 차단하는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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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4월호(통권 제21-2호)
전망 2011년 성장률은 3.9%,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2%로 전망된다. 기존(2011년 1월 발표) 전망치에 비
해 성장률은 0.2%p 낮아지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0%p 높아진 것이다. 성장률이 낮아진 것은 미국경제
회복이라는 상향요인(약 +0.6%p)에도 불구하고 국제 원자재 및 원유가격 급등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더
큰 폭(약 -0.8%p)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물가의 경우, 중동사태, 일본 대지진 등의 영향으로 고유가 상
황이 지속될 경우, 연초 이후 더욱 악화된 물가여건이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반영했다. 경
상수지 흑자규모는 원/달러 환율 하락세, 유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당초 전망치(145억 달러)보다 약 20억
달러 축소될 전망이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공급 우위의 시장상황 지속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
으로 점진적인 하락세를 보일 전망이다.
정책과제 가계부채의 지속적 증가, 전세가격 급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 공급 위축을 초
래하는 분양가상한제는 폐지되어야 하며 전세 수요를 더 부추김으로써 전세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는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 또한 비은행 예금기관과 여신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금리인상에 대비해서 소득 대비 금융부채 규모가 큰 저소득층과 고령층의 부채조정
정책과 파산정책을 정비해야 한다.

□ 2011년 7월호(통권 제21-3호)
전망 하반기 성장률은 상반기(3.8%)에 비해 소폭 높은 4.1%에 그칠 전망이다. △재정 긴축기조 및 통화
정책 정상화 △선진국 재정문제, 신흥국들의 긴축강화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하락 △부동산 경기 하강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으로 경기흐름이 크게 개선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연간 성장률은 2010년(6.2%)보다
크게 낮은 3.9%에 그칠 것이다. 경상수지는 수출보다 빠른 수입증가세,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하
반기 흑자폭(64억 달러)이 상반기(84억 달러)에 비해 축소될 것이다. 소비자물가는 하반기 중 3.9% 상승
하며 상반기(4.3%)에 비해 상승추세가 완화되겠으나 농산물가격 재상승, 공공요금 현실화, 전월세 상승
등 상방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공급 우위의 시장상황,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하락기조를 보이겠으나 유로지역 재정위기 확산, 미국의 2차 양적완화 종료 등의 영향으로 하락폭은 제한
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과제 단순한 격차 확대까지 양극화로 간주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정책의 방향 설정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불
식시키고 사회통합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라도 불평등도 및 양극화의 명확한 개념 구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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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10월호(통권 제21-4호)
전망 2012년 성장률이 3.5%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선진국들의 재정위기와 중국 등 신흥국들의
긴축강화로 향후 수출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재정 긴축기조, 금리상승, 부동산 경기 약세 국면 등
으로 소비, 투자 등 내수도 큰 폭으로 늘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세계경제 회복세 둔
화에 따른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하락 그리고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2011년 4.4%에서 2012년에는 3.4%
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경상수지 흑자는 2011년 231억 달러에서 2012년에는 144억 달러로 축소될 것으
로 전망된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 신용등급 강등, 초저금리 유지, 미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글로벌 달러
약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하반기로 갈수록 글로벌 재정위기 진정, 국내 경기회복 기대 등에 따라 점차 하
락세를 보이며 연평균 1,080원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과제 유럽 재정위기는 포괄적 합의로 큰 고비는 넘겼으나 해결에 상당시간이 걸릴 것이며 이로 인한
유럽의 저성장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불가피하다. 유럽 재정위기를 통해 우리는 국가채무
의 안정적 관리, 위기관리 능력과 정책신뢰성 확보,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 등을 교훈으로 얻어야 한다.

□ KERI Economic Bulletin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여 한국경제 현황과 전망에 관련된 정보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주한 외
국대사관, 외국의 주요 연구소 및 대학교, 외국의 주요 기관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한국경제의
흐름과 향후 전망에 대한 대외적인 이해를 증진시킴과 동시에 한경연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된다.

3

평가

2011년 4월호(통권 제21-2호)에서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 중 가장 최초로 경제성
장률 3%대, 소비자물가상승률 4%대를 전망하였다. 대북 리스크 확대 가능성

에 대한 경계(통권 제21-1호),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통권 제21-2호), 양극화 개념
의 오용에 대한 문제점 지적(통권 제21-3호), 유럽 재정위기의 추이, 영향 및 대책(통권 제21-4호)은 현안과
제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대응이었다.

05

노동 및 교육 현안 분석

선진 노사문화의 정착과 노사관계 법^제도의 개선, 그리고 우수한 미래인재의
육성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길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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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하도급 근로자 직접고용에 대한
건설적 비판을 공론화하다
사내하도급 근로자 직접고용의 영향분석
변양규 연구위원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정책이 지나치게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라는 명분에 집착하여 기업들을 규제하고 고용창출에 역행하고
있다는 우려를 사내하도급 노동시장의 이론적^실증적 분석을 통해
표명하였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
위 구제신청’에 대해 2010년 7월 대법원이 현대자동차가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직접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판결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2

연구내용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직접고용 및 동일처우가 의무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는 매
년 5조 4,000억 원 이상의 노동비용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사

내하도급의 노동비용이 상승한다면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이 위축되고 근로소득이 감소할 뿐만 아니
라, 정규직 고용마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직접고용 및 동일처우 의무화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증대시키고 그 결과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고용조정을 통해 경
기변동에 대응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 노동시장정책
을 시장의 변화를 수용하고 수요가 있는 곳에 일자리가 생길 수 있도록 다양한 근로형태의 고용 및 역무
제공 계약을 허용해야 하며 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 역시 이러한 필요성을 공감해야 할 것이다.

3

평가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정책이 지나치게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명분
에 집착하여 기업들을 규제하고 결과적으로 고용창출에 역행하고 있다는 우려

를 이론적^실증적 근거와 함께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연구의 결과가 국회 정책
토론회 및 주요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사내하도급 근로자 직접고용에 대한 건설적 비판을 공론화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열정과 꿈_한경연 시장경제연구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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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다
반값 등록금의 문제점과 시사점

유진성

부연구위원

반값 등록금은 소득재분배, 수익자부담 원칙과도 맞지 않고 대학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며, 청년실업, 재수생 수, 사교육비 등을 증가
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온다. 향후에는 등록금 인하 문제와 함께 대학
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반값 등록금은 무상복지 정책의 후속으로 전개되었으나 최근에는 비싼 등록금
이라는 사회적 여론에 편승하여 신중한 검토 없이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

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반값 등록금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검토하고 향후 등록금 인하와 대학교육의 질 향
상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반값 등록금은 정부지원을 통해 부유한 가정까지 혜택을 주게 되어 소득재분
배의 차원에서 정당화되기 어려우며, 대학에 가지 않는 고졸자도 대졸자의 비

용을 대신 지불하게 되어 수익자부담 원칙과도 괴리가 있다. 향후 학력 인플레를 심화시켜 대졸 실업자를
양산하며, 부실대학 정리를 지연시키고, 재수생 수 및 사교육비를 증가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한정된
국가재원을 고려할 때 재원배분의 우선순위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등
록금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는 것이 최선이며, 다만 대학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등록금 문제는 무조건적인 인하가 아니라 대학교육의 질과 교육효과를 고려하여 신중히 접근해 나
가야 한다. 대학교육의 질 향상과 등록금 인하를 위해서는 부실대학 정리, 교육시장 개방, 대학의 고비용
구조 개선, 기여입학제 도입 및 규제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3

평가

본 연구는 신중한 검토 없이 사회적인 여론에 편승하여 이슈가 된 반값 등록금
정책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지적하여 반값 등록금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였으며,

향후 대학교육의 질 향상 및 등록금 인하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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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기 기간 중 대기업의
고용창출 노력을 살펴보다
금융위기 기간 대기업의 고용 분석
변양규

사업체 규모별 취업자 변화 분석을 통해 금융위기 발생 이후 현재

연구위원

까지 대기업의 고용창출 노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대기업 고용창출 노력에 대한 오해를 불식
시키고자 하였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금융위기 직후 대기업의 고용창출 노력이 과거에 비해 낮은 수준이
었는지를 사업체 규모별 취업자 변화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했으며, 또한 최

근 취업자 증가 중 대기업에 의한 부분을 파악하여 대기업이 고용창출에 지속적으로 기여했음을 입증하
였다.

2

연구내용

금융위기 이후 현재까지 대기업의 고용 추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금융위
기 발생 직후인 2009년 500인 이상 및 1,000인 이상 대기업의 고용은 각각

7.1%, 5.7% 증가하여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고용증가율 2.9%의 2배가 넘는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이러한 증가율은 과거 2000~2008년 평균 증가율의 3~5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금융위기 직후
대기업의 고용창출 노력이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금융위기로부터 회복이 시작된 2010년에도 대
기업의 고용 확대는 우리 경제의 평균 고용회복 수준보다 빠르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에
는 이런 추세가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고용 증가폭이 큰 상위 15
개 대규모기업집단의 종업원 수는 2011년 4월 기준 전년동월 대비 13.5% 증가하여 같은 기간 임금근로자
증가율 2.1%의 6.4배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총 임금근로자 증가분 36만 3,000명의 29.7%에 해당하는 10
만 7,671명을 상위 15개 대규모기업집단에서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금융위기 이후 현재까지 대
기업의 고용창출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으로 판단된다.

3

평가

사업체 규모별 취업자 변화 분석을 통해 대기업 고용창출 노력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 기여한 것이 본 연구의 의의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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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적 대학 구조조정
필요성을 제기하다
학력 과잉의 원인과 대학 구조조정 방안
오정일

경북대 교수

201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대학생 수는 약 62만~80만 명 과잉인
것으로 나타나, 대학교 설립자의 잔여재산 환급 등을 통한 부실
대학 퇴출, 영리법인 학교 도입, 과실 송금의 허용을 통한 외국
대학 유치 등으로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하기 위해서는 약 7조 원이 소요되는 바, 우리나라가 대
학교와 대학생이 지나치게 많은 학력 과잉 상태에 빠져 있다면 이 정책을 시행

하기 전에 대학교에 대한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가 학력 과잉의 상태에 있
는지를 살펴본 후, 그 원인과 대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내용

지난 30년 동안 대학교는 213개에서 314개로 52%, 대학생은 57만 명에서 280
만 명으로 392% 증가하였다. 이러한 양적 팽창은 4년제 대학교가 주도하였다.

지역적으로는 인구 대비 대학생의 비율은 충남/대전이 약 10%로 최고인 반면, 경기/인천은 4% 미만으
로 최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대학생 비율은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약 1.7% 높았다. 2010년
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대학생 수는 약 62만~80만 명 과잉이며,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경우
2040년에는 97만~121만 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학력 과잉의 원인으로는 1990년대 중
반에 시행된 대학설립 준칙주의와 대학정원 자율화를 들 수 있다. 준칙주의가 대학교의 신설을 유발했다
면 대학정원 자율화는 기존 대학의 정원 확대를 초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학력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학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으로는 대학교의
설립자에게 잔여 재산의 일부를 돌려줌으로써 부실대학의 퇴출을 유도하거나 영리법인 학교와 과실 송금
의 허용을 통해 외국대학을 유치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평가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생 수의 과잉수준을 추정하고 학력 과잉의 원인과 대
학 구조조정을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대한민국 생존전략 이슈를 살피다

071

 바람직한 청년실업정책
방안을 밝히다
청년의무고용할당제에 대한 논의 및 시사점
변양규

일부 정치권에서 도입논의가 진행 중인 ‘청년의무고용할당제’는 고학력

연구위원

청년층이 과도한 우리나라의 경우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적 손실마저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청년의무
고용할당제’와 같은 고용쿼터제 도입논의는 중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한국과 벨기에 청년노동시장을 비교하여 일부 정치권에서 도입을 논
의하고 있는 ‛청년의무고용할당제’가 우리나라에선 제 기능을 다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자 했다.

2

연구내용

최근 청년실업률은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청년고용률은 여전히 낮은 수
준에 머물고 있어 청년실업문제가 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

에서 청년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해 청년고용쿼터를 강제로 부여하는 ‘청년의무고용할당제’의 도입이 논의
되고 있다. 이 제도가 벤치마킹한 벨기에의 ‘로제타플랜Rosetta Plan’을 살펴본 결과, ‘청년의무고용할당제’는
고학력 청년노동력이 풍부한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률 감소라는 실질적이며 장기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어
려울 뿐만 아니라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을 발생시키고 중소기업 인력난만 가중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청
년의무고용할당제’보다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소득세 감면을 제공하고 청년층을 고용하는 중
소기업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의 청년실업 해소정책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평가

본 연구는 일부 정치권에서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청년의무고용할당제’가 우
리나라 청년노동시장의 상황을 무시한 근시안적인 정책이며 실효성 역시 기대

하기 어렵다는 점을 실증자료 제시를 통해 주장한 첫 연구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벨기에 로제타
플랜의 성과만 보고 ‘청년의무고용할당제’의 도입을 성급히 주장하는 일부 정치권에 대해 설득력 있는 이
론적 반박 자료를 제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열정과 꿈_한경연 시장경제연구백서

06

국가재정 진단과
대응방안

무상급식, 대학 반값 등록금 등을 위시한 포퓰리즘성 복지담론이 끊이지 않고
이어진 한 해였다. 균형있는 공공부문의 규모와 역할을 모색하였고, 큰 시장 작은
정부를 위한 재정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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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적 복지제도 도입보다는
기존 제도의 지속성 강화방안을 모색하다
무상복지의 장기비용 추계
강성원 연구위원

본 연구는 3대 무상복지(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제도가
2013년부터 5년 동안 점진적으로 도입될 경우 소요되는 추가적인
비용을 인구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추계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2010년 6월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무상급식이 주요 이슈로 제기된 이후 무상
복지 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등 3대 무상복지 제도 유지비용을 2050년까지 추계하여 이를 충당할 수 있
는 재원조달 방안 및 복지제도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3대 무상복지 제도가 도입되면 고령화로 인한 복지제도 유지비
용 증대 현상 및 장기적 재원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3대 무상복

지 제도가 도입되면 2050년 한국의 복지제도 유지비용은 GDP의 22.0%에서 23.5%로 증가하여 2007년
OECD 서부유럽 선진국 평균인 23.7%와 유사한 수준에 도달하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적자도 GDP의
4.0%에서 5.2%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3대 무상복지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는 2008년 이후 도입된 감세안을 철회하거나 ‘사회보장세’를 도입하는 등 세 부담을 키우는 조치가 불가
피할 것으로 보인다.

3

평가

본 연구는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폭되고 있는 시점에서, 또한 ‘선별적’
혹은 ‘보편적’ 복지정책에 대한 논란이 한창인 상황에서 무상복지의 장기비용

을 추계함으로써 추가적인 복지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기존 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정책
적 접근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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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환경변화에 역행하는
세제개편의 문제점을 지적하다
2011년도 세제개편 평가
조경엽

선임연구위원

김현종
황상현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본 연구는 2011년 세제개편안에서의 감세철회는 하향평준화를 초래해
서민생활 안정을 저해할 수 있고,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한 상증세는
논리적^실증적 근거가 결여되어 있으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고용
창출효과가 미약하고 일자리의 질적 저하와 산업구조 왜곡을 초래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기침체의 장기화, 국가 간 조세^비조세 경쟁의 치열함,
수출과 내수회복의 어려움, 고물가의 지속, 재정건전성의 악화, 국가채무의 누

적 등 어려운 대내외 환경변화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2011년 세제개편안은 글로벌 환경변화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는 2011년 세제개편안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2

연구내용

2011년 세제개편안으로 등장한 감세철회는 오히려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
이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철회로 소액주주, 소비자, 근로자의 부담이 함께 증

가하며,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철회로 고소득층의 근로의욕이 저하되고 내수가 위축됨으로써 상대적으
로 이동성이 낮은 근로자의 부담이 증가하여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한편,
고용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기업의 자율권과 효율성을 약화시킬 것이다. 임투세 폐지는 투자를 위축시
켜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고, 고용투자세액공제는 일자리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며 산업구조 고도화의 장
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기업 간 거래를 편법증여로 간주하고 거래비율과 소유지분에 따라 일
률적으로 상증세를 과세하는 방식은 기업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기업집단의 효율적 거래를 제한하여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중소기업 관련 세제지원도 경쟁력 향상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유인
하기보다는 정책의 보호 아래 중소기업으로 남으려는 유인을 제공할 것이다.

3

평가

본 연구는 2008년도 정부의 세제개편을 예로 들면서 현재의 대내외 여건과 우
리나라의 중장기적인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 초기의

조세정책 기조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아직 우리나라는 성장을 통한 고용효
과가 가장 크기 때문에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것이 일자리 창출은 물론 글로벌 경기침체를 극복하
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는 시각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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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부양과 함께 물가를 안정시킨
레이건 시대의 역사적 경험을 투시하다
감세정책과 물가안정
조경엽

본 연구는 최근 물가상승의 근본원인을 통화공급 및 정부지출 확대에

선임연구위원

황상현

부연구위원

따른 총수요 증가와 국제 원자재 및 농수산물 가격 급등에 따른 총공
급 감소로 분석하고, 감세정책이 철회될 경우 총공급을 제약하여 물가
상승 압력을 더욱 확대시키므로 감세정책이 유지돼야 함을 주장한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본 연구는 최근 물가상승의 근본원인을 규명하고 현재 논란 중인 감세정책 철
회의 물가상승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최근 물가상승의 근본원인은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통화
공급 및 정부지출 확대에 따른 총수요 증가와 원유 등 국제 원자재 및 농수산물

가격 급등에 따른 총공급 감소이다. 감세철회는 근로와 투자 의욕을 떨어뜨려 노동과 자본 공급을 제약하
고 결국 재화나 서비스 생산을 제약하므로 감세정책이 철회될 경우 총공급이 제약되어 물가상승 압력은
확대될 수 있다. 더욱이 국가 간 법인세율 인하 경쟁에서 감세철회로 인한 국제경쟁력 저하는 국내 자본
을 해외로 유출시켜 국내 생산제약을 심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감세정책을 유지해 총공급을 증가시키는
것이 물가안정과 서민생활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초과이익공유제와 중소기업 적합
업종 등의 규제도 생산제약을 초래하므로 철회되어야 한다.

3

평가

본 연구는 미국의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현재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 레이건 정부(1981~1989년)는 1970년대에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을 동반하

는 스테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 공급측면을 강조하여 정부지출 축소, 노동 및 자본소득에 대한 한계
세율 감소, 정부규제 감소, 긴축통화정책 등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경기부양과 함께 물가가 안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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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환경 분석과 대응방안

세계 경제환경의 급변 속에서 대한민국호의 나아갈 길을 안정적으로 제시하고자
국내외 정세 급변에 따른 변동요인과 위기별 대처방안 시나리오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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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대지진에 따른
시나리오별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다
일본 대지진의 경제적 영향 및 시사점
조경엽 선임연구위원 외

일본의 동북지방 대지진 및 원전사고로 인하여 2011년 일본 경제
성장률이 0.9~4.0%p 하락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반사
이익으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05~0.25%p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
했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일본의 동북지방 대지진 및 원전사고로 인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 경
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다지역^다부문 동태적 일반균형모형인 KERI-CGE 모형을 활용하여 일본 대지
진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원

전사고의 수습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를 감안하여 1) 원전사고가 수습되면서 비교적 빠르게 복구되는 경
우, 2) 원전사고 수습에도 불구하고 방사능 오염에 의한 인프라 및 생산시설 복구가 지연되는 경우, 3) 체
르노빌 사태와 같은 7등급 사고로 확대되면서 복구 및 생산 활동이 거의 중단되는 경우 등 세 가지 시나리
오별로 분석했다. 시나리오별 분석 결과, 일본의 2011년 경제성장률은 각각 0.9%p, 2.5%p, 4.0%p 정도
하락하겠지만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05%p, 0.14%p, 0.25%p 상승하면서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전 세계 경제성장률은 일본 경제성장률의 큰 폭 하락으로 0.05%p, 0.14%p, 0.24%p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또 한국의 수출은 일본의 생산 및 수출 감소에 따른 대체효과의 영향으로 시나리오
별로 각각 0.07%, 0.21%, 0.37%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엔화는 단기적으로 일본으로 유입되는 보험금과 일본투자자들의 해외투자 자금 회수 등으로 강세를
보이겠으나 장기적으로는 성장둔화, 금융시장 안정과 피해복구를 위한 유동성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점차
약세로 반전할 것으로 예상했다.

3

평가

일본 대지진의 경제적 영향을 이같이 추정하면서 반사이익 등 긍정적 영향은
확대시키는 한편 부품소재 및 중간재 조달 차질 등의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적 대응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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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한 정부지출의
부작용을 이야기하다
유럽 재정위기의 향방과 시사점
안순권

연구위원

본 연구는 유럽 재정위기가 과도한 정부지출로 인한 재정적자 누적과
국가채무의 급증에 기인하였다며,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정부
지출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2011년 우리나라의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
인 유럽 재정위기의 현황을 살펴보고, 위기해결을 위한 주요 대책의 의미와 한계

를 살펴보며, 향후 전개방향을 점검한 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시사점을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내용

유럽 재정위기는 EU 정상회담에서 진일보한 처방에 대해 큰 틀의 합의가 이루
어졌으나 세부 실천과제 논의과정에서 마찰적 갈등국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

으며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재정위기의 해결에 상당시간이 걸릴 것임에 따라 국내시장에서 위
기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겠지만 시장의 불안정성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재정
위기가 점진적으로 완화되더라도 유럽의 저성장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해 세계경제 성장 둔화 시 한국 실
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유럽 재정위기는 과도한 정부지출로 인한 재정적자 누적에 따른 국
가채무의 급증이 시장의 신뢰상실로 이어지면서 발생하였다. 향후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정부지출
증가 및 통일비용 마련 등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건전성 확보에 정책역량을 모아야 한다.

3

평가

본 연구는 유럽 재정위기가 우리 경제의 경기 및 외화유동성 측면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한 가운데 위기의 원인과 해법의 실효성을 분석한 후 유럽 위기

의 향후 전개방향을 예상하고 바람직한 대응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연구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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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재정건전성 악화의
근본원인에 대해 살펴보다
일본의 재정건전성 악화 동향과 향후 전망
김필헌

연구위원

본 연구는 일본의 재정건전성 악화의 원인은 고령화와 장기 경기
침체 하에서도 빠르게 확대된 복지지출과 이익집단의 기승과
비효율적 정치구조가 맞물린 방만한 재정지출에 있다고 분석
하였고, 정치적 저항으로 인해 재정건전성 강화 정책이 추진력을
잃어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들어 세계 주요 신용평가사들이 일본의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정부대응
의 부재를 이유로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일본의 재정건전성 악화의 원인을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향후 전망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비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2

연구내용

본 연구는 일본의 재정건전성 악화는 1990년대 이후부터 경제성장세에 비해
빠르게 확대된 복지지출과 방만한 재정지출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한다. 분석결

과에 따르면, 1970년대 경제성장과 함께 확대된 복지지출이 국민소득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기 시작하였
고 1990년대 이후 과도하게 늘어난 것과 동시에 고령화와 인구감소, 경제성장 둔화로 재정부담이 가중되
었다. 또한 지역 재원이전을 위한 이익집단의 기승과 비효율적인 정치구조로 인하여 방만한 재정지출을
막지 못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추진한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도 2009년 민주당 집권과 함께 추진력을
잃은 상태라고 분석하였다.

3

평가

본 연구에서는 향후 일본국채에 대한 수요 감소, 저성장으로 인한 세수입 정체
와 재정지출 규모의 확대가 예상되므로 일본의 재정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자국의 경제뿐만 아니라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일본 재정건전성 악화가 초래할 수 있는 엔화약세로 인한 수출업종의 가격경쟁력
약화와 금융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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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권력승계 과정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측^분석하다
김정일 사망 이후 시나리오별 경제적 영향
조경엽

김정일 사망 이후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될 경우 2012년 국내총생산

선임연구위원

변양규
김창배

연구위원

증가율은 1.0%p 하락할 전망이다. 또한 북한의 급격한 붕괴로

부연구위원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2020년까지 총 217조 원의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 따라서 지원방식 및 시기 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시급하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의 권력승계 과정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상 시나리오별로 분석하여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될 가능성을 간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였다.

2

연구내용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면 사회불안심리가 확산되어 소비 및 투자가
위축되고 해외수요가 제3국으로 전환되어 수출위축, 자본조달비용 급증 등이

초래될 것이다. 이런 경우 2012년 국내총생산은 예상치보다 1.0%p 낮은 2.5%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그러나 북한이 급격히 붕괴하여 남한에 흡수^통일된다면 북한 경제재건을 위한 비용뿐만 아니라 북한 주
민들을 위한 기초생활보장금 지급, 재원마련을 위한 증세로 초래되는 국내총생산 감소분 등 2020년까지
총 217조 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 이는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약 535만 원의 추가적 부담이 발
생함을 의미한다. 한편,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전환한 이후 통일이 된다면 2020년까지 발생할 경제적 비
용은 약 96조 원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개혁^개방 이후 북한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남북한 소득격차가 축소되는 것에 기인한다.

3

평가

김정일 사망 이후 경제적 영향을 국내 경제연구소 중에서 가장 먼저 정량적으
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북한 붕괴 시 지원방법, 시기 등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시급히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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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시장경제의
이해와 분석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 시장
경제의 가치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강화함으로써 지속성장을 위한 장기적 기반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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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적인 자유시장경제원리를 제시하다
계획을 넘어 시장으로
-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에 대한 자유주의자의 견해 송원근

선임연구위원

강성원 연구위원

본 연구는 장하준 교수의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가 경제이론의
무시와 역사적 경험의 자의적 해석에 근거하여 시장이 아닌 정부
주도의 암묵적인 계획경제를 지지하고 있으나, 이러한 계획경제는
그의 의도와는 달리 성장을 저해하고 분배의 효율성을 악화시킬
위험이 크다고 주장하였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노동시장, 소득재분배, 시장과 정부, 규제, 인플레이션, 무역 및 투자,
탈산업화, 아프리카, 교육에 관한 장하준 교수 주장의 논리적 오류와 제시된 역

사적^경험적 근거의 자의성을 지적하고 객관적인 자유시장경제 원리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내용

본 연구는 노동시장의 소득분배 기준은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분업 체계와 투
자의 결과인 개인의 부가가치 생산성이라고 지적하였다. 정부가 시장보다 효율

적인 자원배분 기구라는 주장에 대해 기업 간 경쟁을 통해 잘못된 투자를 배제할 수 있는 시장의 효율성
을 무시하고, 경쟁의 압력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잘못된 투자를 과감히 종결시키지 못하는 정부계획의 문
제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GM의 경우 노조 등 이해당사자들의 영향력으로 인해 형성된 비효
율적인 고비용 구조와 신축성 결여로 경쟁력을 상실한 대표적인 예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동아시아 국가
들의 빠른 성장은 시장경제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유인이 제도적으로 부여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
고 있다. 아울러 미국^영국 등 선진국이 보호무역에 의해 성장했다는 주장 또한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음
을 19세기 미국의 경제성장 요인과 18세기 영국에서의 산업혁명 촉발 요인의 설명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3

평가

본 연구는 장하준 교수가 주장하는 정부주도에 의한 계획경제가 아닌 자유시장
경제가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높은 소득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이론적^경험

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대한민국 생존전략 이슈를 살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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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시장경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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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등교사 시장경제교육
미래 경제사회의 주역인 청소년 경제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중·고교 사회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 기업과 기업인, 국제경제 등 현실적인 경제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올바른 경제관 형성에 기여코자 하였다.

▣ 교육기간 : 동계－1월 11일(화)~13일(목) 09:00~17:00, 3일차 전일교육
하계－7월 26일(화)~28일(목) 09:00~17:00, 3일차 전일교육
▣ 교육장소 : 한국거래소 별관 3층 강의장
▣ 참 석 자 : 동계－강민서 교사(금옥중학교) 외 39명
하계－고광영 교사(늘푸른고등학교) 외 39명

 School CEO(교장·교감) 시장경제교육
오피니언 리더의 한 그룹을 이루는 교장·교감 선생님을
대상으로 현실경제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시장
경제 및 기업, 기업인에 대한 이해를 돕고 효율적인 학교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교육기간 : 1월 18일(화)~20일(목) 09:00~17:00, 3일차 전일교육
▣ 교육장소 : 한국거래소 별관 3층 강의장
▣ 참 석 자 : 권태익 교장(독산고등학교) 외 2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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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간부 시장경제교육
경찰의 법질서 확립이 사유재산권 보호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시장경제원리를 조직
혁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 교육기간 : 1기－3월 24일(목)∼25일(금) 09:00~17:00, 2일차 전일교육
2기－6월 30일(목)~7월 1일(금) 09:00~17:00, 2일차 전일교육
▣ 교육장소 : 한국거래소 별관 3층 강의장
▣ 참 석 자 : 1기－경감 백혜경 외 59명
2기－경정 김태훈 외 59명

 총경 시장경제교육
경찰 고위관리자인 총경 대상 교육 요청에 의해 새롭게
개설된 과정으로 기존 경찰간부교육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한
경찰의 역할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원천이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 교육기간 : 4월 19일(화) 09:00~17:00, 1일차 전일교육
▣ 교육장소 : 한국거래소 별관 3층
▣ 참 석 자 : 총경 강성채 외 51명

02

대외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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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한반도 안보상황과 대책
2010년 3월 26일 북한 잠수함의 천안함 공격 사건, 2010년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으로 인해 형성된 한반도의 안보 위협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 분석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 행태를 분석하고, 북한의 안보 위협에 한미 양국은 독자적 그리고 협력적
으로 어떻게 군사적, 외교적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관한 학술적 논의를 위해 준비되었다.

1

개최배경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는 2010년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행위로 인해 최악의 상황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북
한의 도발은 동시에 국가안보에 대해 무관심했던 국민과 정부를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국가안보에 관
한 인식이 고조된 상황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위협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북한의 도발 원인
은 무엇이며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었는가,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국의 군사적 대책은 무엇인가, 그리고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한 대한민국의 외교적 대응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2011년을 맞이하여 한국의 적절한 국가안보 정책과 대북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필요성이
학술회의 개최의 배경이 되었다.

시장경제이념과 기업가정신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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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개요
▣ 일 시 : 2011년 1월 27일(목) 14:30~18:00
▣ 장 소 : 코리아나호텔 7층 글로리아 홀

◈ Seminar
사 회 : 김석우(국가발전연구원장, 전 통일원 차관)

특 강 : The Sources of North Korean Behavior and Appropriate Policy Responses
(북한의 도발 행태와 한미 양국의 대응책)
- Michael Mazza(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연구원)

주제발표 I. 최근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 행태-원인, 분석과 전망
발 표 : 이춘근(한경연 선임연구위원)
토 론 : 배정호(통일연구원 국제관계센터 소장)

주제발표 II.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책 - 국방선진화 개혁방안
발 표 : 김태우(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국방선진화 추진위원)
토 론 : 박정수(전 백령도 해병여단 사령관, 예비역 해병 준장)

주제발표 III.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한 외교적 대책 - 대북정책의 조정
발 표 : 허남성(국가위기관리연구소장, 전 국방대 교수)
토 론 : 박상봉(독일통일정보연구소장, 전 통일교육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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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30주년 기념세미나]

 한국경제 향후 50년을 위한 경제계의 역할 재정립
최근 대기업의 역할에 대해 단순히 경제성장을 넘어 한국경제의 諸문제 해결에까지 경제계가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확대되고 있다.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으므로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한 경제계 전체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
서 본 세미나는 제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향후 50년의 한국경제를 위한 경제계의 역할 재정
립에 대한 여론수렴을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1

개최배경
최근 대기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단순히 성장동력의 역할을 넘어 소득 양극화 확대, 중소기업 위축, 비
정규직 및 청년실업의 증가, 고령화 심화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해소하고 경제^사회
적 갈등을 완화하는 역할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데 있어 한계를 가지므로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한 경제계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과거의 모
방과 양적 성장을 통한 성장발전 모델에서 벗어나 창조적 혁신과 질적 성장, 사회통합 추구의 공생발전에
기여하는 경제단체(전경련)의 역할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세미나를 통해 이 같은 제반 사회적 요구
에 부응하고 향후 50년의 한국경제 미래비전을 수립^실천하기 위한 경제계의 역할 재정립에 대한 전문
가의 의견 및 여론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시장경제이념과 기업가정신을 말하다

2

093

세미나 개요

▣ 일 시 : 2011년 9월 29일(목) 09:00~12:00
▣ 장 소 : 플라자호텔 다이아몬드 홀

◈ 제1주제. 성장주체로서의 기업의 경제^사회적 역할
발 표 1 : 정구현(KAIST 교수)
발 표 2 : 곽승준(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발 표 3 : 전병헌(민주당 국회의원)

◈ 제2주제. 바람직한 경제단체의 역할
발 표 1 : 김영배(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발 표 2 : 박 진(한나라당 국회의원)

◈ 종합토론. 한국경제 향후 50년을 위한 경제계의 역할 재정립
사 회 : 정관용(한림대 국제대학원 교수)
토 론 : 좌승희(경기개발연구원 이사장), 장지종(중소기업연구원 원장),
곽정수(한겨레신문 기자), 정규재(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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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한 복지체계와 재정정책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전망과 향후 과제, 선진 국가들의 복지지출과 재정건전성에 대한 역사적
경험, 우리나라의 최근 복지논쟁의 문제점과 대안 등을 조명해 보고, 우리나라에서 지속가능한
복지체계와 이를 위한 재정정책 방향을 모색하였다.

1

개최배경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에서 비롯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최근 글로벌 재정위기로 우리나
라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 우리 사회가 저출산^고령화 시대로 접어
듦에 따라 국민들의 복지 확대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가 예상된다. 그러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재원은 한
정되어 있는 까닭에 향후 복지재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학계와 국회
의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복지 대안을 찾고자 본 세
미나를 개최하였다.

시장경제이념과 기업가정신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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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개요
▣ 일 시 : 2011년 11월 2일(수) 14:00~17:00
▣ 장 소 : 웨스틴조선호텔 COSMOS ROOM(2F)

◈ 주제발표
제1주제. 우리나라 복지지출의 전망과 과제
발 표 : 안종범(성균관대 교수)

제2주제. 선진 국가들의 복지지출과 재정건전성
발 표 : 송원근(한경연 선임연구위원)

제3주제. 우리나라 복지논쟁의 문제점과 대안
발 표 : 고영선(KDI 연구본부장)

◈ 종합토론.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복지체계와 재정정책 방향
사 회 : 허찬국(충남대 교수)
토 론 : 유일호(한나라당 원내부대표)

가나다 順

이용섭(민주당 보편적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민주당 대변인)
황성현(인천대 교수)
발표자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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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사내유보와 현금성 자산,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나라 대기업의 유보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적게 한 데 기인한 것이
라고 해석하는 등 부정적인 시각이 대두됨에 따라 기업의 사내유보 동향 및 증가원인, 사내유보와
기업투자 간의 관계 등 바람직한 기업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1

개최배경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인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 각국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경영환경이 악화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대기업의
유보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적게 한 데 기인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등 부정적인 시
각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불구하고 기업이익이 증가하면서 사회 일각
에서는 대기업들이 정부의 친기업정책의 수혜만 받고 고용과 투자에는 인색하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
되고 있다. 이에 한경연에서는 바람직한 기업정책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기업의 사내유보 및 현금보유
의 동향 및 증가원인, 사내유보 및 현금보유와 기업투자 간의 관계 등에 대해 국내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
고 깊이 있는 토론을 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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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개요
▣ 일 시 : 2011년 12월 13일(화) 14:00~16:00
▣ 장 소 : KT 빌딩 14층 전경련 대회의실

◈ Session 1. 주제발표
기업의 사내유보와 현금성 자산, 어떻게 볼 것인가
발 표 : 황인태^강선민(중앙대 교수)

◈ Session 2.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사 회 : 김지홍(연세대 교수)
토 론 : 김영욱(중앙일보 논설위원)
이병기(한경연 선임연구위원)
전성인(홍익대 교수)
조연주(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연구위원)
한봉희(아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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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복지 시리즈 정책의 파급영향과 과제
무상급식에서 시작되어 무상교육, 무상의료, 반값 등록금 등 복지정책의 정치 쟁점화가 2012년
선거를 앞두고 가열되고 있다. 본 포럼은 최근 무상복지 시리즈 논쟁의 배경과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무상복지 시리즈 정책의 파급영향과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최근 선진 복지
국가의 개혁 동향이 주는 시사점 등을 알아보고자 개최되었다.

1

개최배경
2012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복지정책의 정치 쟁점화가 가열되고 있다. 특히 무상급식에서 시
작된 정치권의 복지논쟁은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보육과 반값 등록금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정책의 양산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희생을 전제로 한 것이어
서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는 등 국가의 지속가능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주요 선진국
들의 복지정책의 동향과 무상복지 시리즈 정책의 파급영향과 문제점 등을 조명해 보고, 국가 장래를 위해
바람직한 복지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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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개요
▣ 일 시 : 2011년 2월 9일(수) 14:00~17:30
▣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A(지하2층)

◈ Session 1. 주제발표
진 행 : 김영용(전 한경연 원장)
I. 최근 무상복지 시리즈 논쟁의 배경과 주요 내용
발 표 : 정규재(한국경제신문 소장)
II. 무상복지 시리즈 정책의 파급영향과 과제
발 표 : 현진권(아주대 교수)
III. 최근 선진 복지국가의 개혁 동향과 시사점
발 표 : 안상훈(서울대 교수)

◈ Session 2. 종합토론
사 회 : 김우택(한림대 교수)
토 론 : 국가발전을 위한 경제관료의 역할과 한계 및 과제
민경국(강원대 교수, 전 한국하이에크학회 회장)
신중섭(강원대 교수, 한국과학철학회 회장),
최 광(한국외대 교수, 전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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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구조와 전략연구회
기업구조와 전략연구회는 경제의 기본단위인 기업조직과 관련된 학술 토론 및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젊은 소장학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되었다. 2011년에는 5차례의 연구발표회를 통
해 기업구조와 전략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1

발족배경
기업구조와 전략연구회는 경제의 기본단위인 기업조직과 관련된 학술 토론 및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젊은 소장학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되었다. 연구회는 매월 연구발표회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필요
에 따라 공동 학술연구,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2

운영 및 인적구성
1996년 연구회 모임 결성과 함께 첫 공동 프로젝트로 동경대 아오키 교수의 「비교경제제도론」을 「기업시
스템의 비교경제학」이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판하였다. 2001년에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환경 변화와 기업
성과」라는 공동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2002년에도 기업의 성장전략과 관련된 베인&컴퍼니의 「Profit
from the core」를 「핵심에 집중하라」는 제목으로 공동 번역서를 출판하였다.
연구회는 소장 경제학자와 경영학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근(서울대 교수, 연구회장), 이우관(한성대
교수), 곽만순(카톨릭대 교수), 곽주영(연세대 교수), 진태홍(홍익대 교수), 김용렬(홍익대 교수), 박영렬(연
세대 교수), 최경규(동국대 교수), 강명헌(단국대 교수), 최정표(건국대 교수), 장지상(경북대 교수), 조성욱
(서울대 교수), 정균화(고려대 교수), 김진방(인하대 교수), 김건식(서울대 교수), 장하성(고려대 교수), 김기
원(방송통신대 교수), 황인학(한경연), 김현종(한경연 연구위원), 최인철(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등 8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2011년 동안 김윤지(한국수출입은행) 박사가 간사를 맡아 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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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1년 운영실적
[제1회]
▣ 날짜 : 2011년 1월 13일(목)
▣ 주제 : Technology acquisition, catch-up, and innovation by latecomers in the high-tech sector
▣ 발표 : 송재용(서울대 교수)
▣ 내용 : 본 연구는 신흥시장에서 나온 후발 기업들이 하이테크 섹터에서 선진국의 선발 기업들을 어떻
게 추격catch-up하였는지 이러한 과정에서 사용해 온 기술 확보 및 혁신 전략에 대한 기존 연구에
대해서 소개한다.

[제2회]
▣ 날짜 : 2011년 3월 21일(월)
▣ 주제 : A Natural Experiment on the Effects of Competition and Exit Threats on Agency Problems
▣ 발표 : 조성욱(서울대 교수)
▣ 내용 : 본 연구는 경쟁과 퇴출위협이 대리인의 업무유인과 성과를 제고시킨다는 일반적 인식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제3회]
▣ 날짜 : 2011년 4월 25일(월)
▣ 주제 : Holding Group Structure and Internal Capital Markets
▣ 발표 : 최미강 박사(공정거래위원회)
▣ 내용 : 본 연구는 지주회사구조에서 내부자본시장의 효율성에 대해 분석했다.

[제4회]
▣ 날짜 : 2011년 6월 23일(목)
▣ 주제 : First-mover or Latecomer?
▣ 발표 : 문휘창(서울대 교수)
▣ 내용 : 본 연구는 선발 기업first-mover와 후발 기업latecomer의 장점을 경영전략적 차원에서 비교분석했다.

[제5회]
▣ 날짜 : 2011년 11월 8일(화)
▣ 주제 : The Mystery of the Missing Premium: On the Determinants of the Control Premium in Korea
▣ 발표 : 이시연 박사(금융연구원)
▣ 내용 : 본 세미나에 발표된 논문은 2001년부터 2006년 동안 한국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경영권 프리
미엄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연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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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하이에크 소사이어티
한국 하이에크 소사이어티는 자유주의 연구를 통해 정치, 경제, 교육, 언론, 복지 등 한국 사회의
모든 부문에 자유주의의 풍토를 조성하고 자유주의 법제도적 기초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 있
다. 2011년 한 해 동안 6회의 월례회가 개최되었다.

1

발족배경
한국 하이에크 소사이어티는 하이에크, 밀튼 프리드만, 미제스 등 고전파 자유주의 전통사상을 연구하고
변화된 사회 경제적인 환경과 한국적 상황을 고려하면서 자유주의 사상을 발전시키는 데 설립목적을 두
고 있다. 또한 자유주의 사상을 경제학 분야에 그치지 않고 철학, 법학, 정치학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종
합하여 이론적이고 정책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한국 하이에크 소사이어티는 이러한 연구
를 통해 정치, 경제, 교육, 언론, 복지 등 한국 사회의 모든 부문에 자유주의의 풍토를 조성하고 자유주의
법제도적 기초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2

운영 및 인적구성
회 장 : 조동근(명지대 교수)

3

이 사 : 권혁철 (자유기업원 시장경제실장)

이 사 : 이병기 (한경연 기업연구실장)

이 사 : 김인영(한림대 교수)

이 사 : 전용덕(대구대 교수)

이 사 : 배진영(인제대 교수)

이 사 : 최승노(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이 사 : 안재욱(경희대 교수)

간 사 : 김진택(명지대)

2011년 운영실적
【3월 연구발표회】
▣ 날짜 : 2011년 3월 25일(금) 17:00
▣ 주제 : The Internet and Corruption : Evidence Using Cross-Country Panel Data
▣ 발표 : 최창규(명지대 교수)
▣ 내용 : 본 논문은 1998년부터 2004년까지의 국가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pooled OLS and panel
GMM 방법으로 인터넷이 부패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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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연구발표회】
▣ 날짜 : 2011년 4월 29일(금) 17:00
▣ 주제 : Smart Grid 개념 및 발전방안
▣ 발표 : 고동수 박사(산업연구원)
▣ 내용 : 본 연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국가의 경제성장을 주도하면서 성장해 온 전력산업이 여러 가지 문
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체제로 변환되
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5월 연구발표회】
▣ 날짜 : 2011년 5월 27일(금) 17:00
▣ 주제 : The Effect of Transparency Policies on Shadow Economy : Measurement and Evidence from Korea
▣ 발표 : 우석진(명지대 교수)
▣ 내용 : 본 논문은 ‘화폐 수량 독자성money quantity identity’라는 것을 이용하여 지하경제의 상대적 크기를 측
정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론을 제공하고 있다.

【9월 연구발표회】
▣ 날짜 : 2011년 9월 23일(금) 17:00
▣ 주제 : 신자유주의 이념의 역사적 기원
▣ 발표 : 민경국(강원대 교수)
▣ 내용 : 본 연구는 신자유주의 이념의 역사적 기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0월 연구발표회】
▣ 날짜 : 2011년 10월 28일(금) 17:00
▣ 주제 : Quasi-Myopic Habit-Formation
▣ 발표 : 윤상호 박사(한국보험연구원)
▣ 내용 : 본 논문은 경제주체가 습관의 변화를 부분적으로만 예상하는 ‘준근시안적 습관형성모형the model
of quasi-myopic habit-formation’을

통해 중독addiction현상과 그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11월 연구발표회】
▣ 날짜 : 2011년 11월 25일(금) 17:00
▣ 주제 : 미제스의 『화폐와 신용의 이론』이 현대 거시경제학에 주는 의미
▣ 발표 : 김이석(자유기업원 초빙연구위원)
▣ 내용 : 본 연구의 목적은 루트비히 폰 미제스의 저술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화폐의 수요와 공급
에 주관적 한계효용이론을 성공적으로 적용한 『화폐와 신용의 이론』의 의미를 소개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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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연구』 발간사업
『규제연구』는 규제와 경쟁정책 관련 연구를 촉진시켜 규제완화, 경쟁촉진 등에 대한 사회의 전
반적인 인식수준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장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하
도록 기여하고 있다.

1

발간배경 및 목적
불필요한 규제의 완화는 경쟁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시장경제 구축의 근간을 이룬다. 그러나 규제 관련 연
구가 미흡하고 전문 연구인력의 풀pool도 크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또한 『규제연구』를 제외하면 규
제 관련 연구결과물을 게재할 마땅한 전문지가 없다. 이러한 현실에서 『규제연구』는 국내 유일의 규제 전
문학술지로 규제 관련 연구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2년부터는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학술지로 선정됨에 따라 규제 관련 연구에 대한 기여도가 더욱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2

발간내용
『규제연구』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연 2회 발간되고 있다. 게재대상이 되는 논문은 규제완화와 경쟁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이론적^실증적 논문이나 정책적 시사점이 있는 논문으로 주로 규제와 경쟁정책 관련 논
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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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연구』는 엄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채택된 논문만을 게재한다. 투고된 모든 논문은 2명의 심사위원 심
사를 거치게 되는데, 심사결과 2명의 심사위원 모두에게 B 이상의 평가를 받지 못하면 투고된 논문은 게
재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규제연구』에 게재되지 못한다. 『규제연구』에 투고된 논문 중 게재되
지 못하는 기각률은 50%를 넘는다. 이와 같은 엄격한 심사는 높은 수준의 논문만을 게재함으로써 『규제
연구』가 규제 전문학술지로서 명성과 위상을 유지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2011년 상반기에 발간된 제20권 제1호는 「기업의 공시수준과 자본비용 간의 관계에 관한 실증연구」, 「의
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 분석의 필요성 연구」, 「식품정보표시제도 강화에 따른 규제비용의 일반균형효
과 분석」, 「지역건설 규제와 국제통상협약에 따른 시장변화」, 「삼성 에버랜드와 SDS 판결을 통해 본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업무상 배임죄의 해석 및 법 정책」 등으로 총 5편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하반기에 발간
된 제20권 제2호는 「이명박 정부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평가」, 「환경규제가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에 미
치는 영향」, 「상장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정책의 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금융 부문의 유사행정규제에
관한 연구」, 「규제대상의 사회적 인식 형성변화와 규제정책 설계 : 인터넷 규제 정책변화 사례분석」, 「규제
영향 분석에 있어 편익 평가 및 측정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 편익의 과대계상 문제를 중심으로」 등으로 총
6편의 논문을 게재하고 있다.

3

평가
『규제연구』는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제기되는 규제 이슈와 경쟁정책 이슈를 다룬 우수한 논
문을 게재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규제 관련 전문학술지이다. 이를 통해 규제와 경쟁정책 관련 연구를 촉
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논문들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도록 함으로써 사회 전 분야에서 규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며 경쟁을 촉진하여 시장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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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窓&論』 발간사업
『창&론』은 연구보고서，정책연구，KERI Insight 및 KERI Zoom-In 등의 연구자료,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된 KERI 칼럼, 경제전망 등을 일반독자에게 보다 친숙한 모습으로 편집하여 한경연이
제공하는 분기별 지식－정책의 논단이다.

1

발간배경 및 목적
한경연의 소중한 연구업적들과 다양한 발간 및 논의 자료가 간략하게 정리되어 일반 독자들이 그 전체적
인 흐름과 문제의식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 아래 발간되었다. 이를 통해 한경연이 지향하는
‘자유시장Free Market, 자유경쟁Free Competition, 자유기업Free Enterprise’의 기치 아래 내다보고（‘窓’） 논의（‘論’）함으
로써 자유시장경제의 발전과 확산을 기하고자 한다. 한경연은 끊임없이 ‘내다보고’ ‘논의하는’ 자세를 통
해 세계화와 변화하는 소비자들의 선호, 시장과 기업에 대한 요구의 다양화 등을 반영함은 물론 명실상부
한 두뇌집단이 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2

발간내용
한경연이 수행한 연구결과는 물론 시대의 대표적인 지성이 집필한 「특별기고」, 다양한 경제 현안을 다룬
「커버스토리」, 시장경제의 관점에서 본 「이슈분석」, 홈페이지에 실린 「KERI 칼럼」, 분기별 「경제전망」, 「추
천도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1년 5월 발행된 제5호의 구성을 보면, 「특별기고」는 김진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위원회 위원장
이 ‘이념, 정책, 연구 그리고 공익’이라는 글을 통해 한경연의 역사를 조명하고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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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에서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 현황과 문제점을 ‘대기업 압박으로는 상생협력 어렵다
(이병기)’는 총론을 바탕으로 ‘동반성장지수/초과이익공유제(김영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신석훈),’ ‘중
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제도(김필헌)’ 등을 다뤘다. 「이슈분석」은 ‘일본 대지진의 경제적 영향 및 시사점(조
경엽 외)’, ‘고용률 제고를 위한 노동시장 개선 매뉴얼(변양규 외)’,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와 법(신석훈 외)’,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이병기 외)’, ‘중소기업 예산지원의 성과 평가(김필헌)’,
‘의료서비스 산업 개방효과 분석(강성원)’, ‘가계부채 현황 및 추이와 시사점(이소영)’ 등을 다뤘고, 「KERI
칼럼」에서는 ‘한국경제의 미래, 통 큰 투자에 달렸다(조동근)’ 등 총 10편을 게재했으며, 「경제전망」은 2011
년 한국경제 수정 전망 결과를 실었다. 마지막으로 「추천도서」에 ‘왜 다시 자유주의인가(김이석)’ 등 총 3
권을 소개했다.

3

평가
그동안 개별적인 연구자료와 발간물을 통해 알 수 있었던 한경연 온라인^오프라인의 분기별 주요 연구
성과물과 발간물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고 요약함으로써 한경연의 관점과 정책적 제안을 종합적
으로 담고 있어 자유시장경제를 위한 한경연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알리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한다.

04

KERI 칼럼 및
도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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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RI 칼럼

한경연은 2009년 7월 1일부터 과거 ‘전문가 칼럼’, ‘경제이슈 논평’, ‘기업법과 제도이슈’ 등 세 가지로 나
뉘어 운영되어 오던 주요 오피니언 리더 대상의 웹메일링 서비스를 ‘KERI 칼럼’으로 통합, 운영하기로 했
다. 이에 따라 KERI 칼럼은 한경연이 추구하는 ‘자유시장Free Market’, ‘자유기업Free Enterprise’, ‘자유경쟁Free
Competition’의

가치에 부합하는 정론을 펼치는 장으로 한경연 내부 필진과 외부 필진(외국인 포함)이 번갈아

집필해오고 있다. 2011년 중 KERI 칼럼의 주요 내용 및 필진은 다음과 같다.

2011년 KERI 칼럼 게재 현황
날짜

내용

필진

1

1/3(월)

‘밝고 튼튼한 한국’의 주춧돌을 놓겠습니다

김영용(전남대 경제학 교수)

2

1/4(화)

잘 설정된 안보 및 대북정책의 원칙 : 실천이 중요하다

이춘근(한경연 외교안보연구실장)

3

1/5(수)

대표시민의 합리적 무지와 동맥경화 증세

공병호(공병호경영연구소 소장)

4

1/6(목)

장하준 교수가 잘못 말한 것들

박동운(단국대 경제학 명예교수)

5

1/7(금)

공정거래법 개정, 한시가 급하다

6

1/10(월)

한국경제의 미래, ‘통 큰 투자’에 달렸다

7

1/11(화)

기업의 경계와 회사기회 유용 금지

8

1/12(수)

가난, 숨겨준다고 없어지나: 보편적 복지에 대한 단상

신중섭(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

전삼현(숭실대 법대 교수/
기업소송연구회 회장)
조동근(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 하이에크 소사이어티 회장)
신석훈(한경연 선임연구원)

9

1/13(목)

인도, ‘제2의 중국’ 될까?

오화석(글로벌경영전략연구원
인도경제연구소장)

10

1/14(금)

북한과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길

복거일(소설가/문화미래포럼 대표)

11

1/17(월)

대공황의 경제이론과 금융위기 책임론

김우택(한림대 경제학 명예교수)

12

1/18(화)

대증요법만으론 물가 못 잡는다

이인권(한경연 Research Associate)

13

1/19(수)

국회와 지방의회에 토론종결 규칙을 도입하자

황수연(경성대 행정학과 교수)

14

1/20(목)

일본경제의 현실과 교훈

정 훈(인천대 동북아통상학부 교수)

15

1/21(금)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는 중립적으로 이뤄져야

강성원(한경연 연구위원)

16

1/24(월)

오바마의 정책노선 변경이 주목받는 이유

이인권(한경연 Research Associate)

17

1/25(화)

누가 ‘우리’고, 누가 ‘남’인가

김용열(홍익대 국제경영학과 교수)

시장경제이념과 기업가정신을 말하다

111

날짜
18

1/26(수)

내용

필진

전세난과 자생적 임대주택 시장의 역할

손재영(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19

1/27(목)

미국과 중국, G2 시대 개막의 의미

강준영(한국외대 교수/
한중사회과학학회 회장)

20

1/28(금)

FTA, 조기 국회비준이 필요한 이유

정인교(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사)FTA활용포럼 대표)

21

1/31(월)

미국 공공부문 노조활동과 우리의 현실

장대홍(한림대 재무금융학과 교수)

22

2/1(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의 딜레마, 해법은 없는가?

홍대식(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23

2/7(월)

아덴만의 여명 작전, 그 쾌거의 본질

이춘근(한경연 외교안보연구실장)

24

2/8(화)

보편적 복지의 겉과 속

황상현(한경연 부연구위원)

25

2/9(수)

사내하도급 문제의 근원은 정규직에 있다

변양규(한경연 연구위원)

26

2/10(목)

간디 스와데시와 인도의 경제성장

오화석(글로벌경영전략연구원
인도경제연구소장)

27

2/11(금)

재정통계 개편의 의의와 과제

옥동석(인천대 무역학부 교수)

28

2/14(월)

기업 윽박지르기로 치솟는 물가 잡으려 하나

김진국(배재대 아펜젤러국제학부 교수)

29

2/15(화)

이윤착각과 보수적인 회계방식

김이석(한경연 초빙연구위원)

30

2/16(수)

물가규제와 벨리 포지의 교훈

정갑영(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31

2/17(목)

스웨덴식 복지국가 따라야 할 길인가?

송원근(한경연 선임연구위원)

32

2/18(금)

저출산 대책, 효과는 없고 기업 부담만 가중시켜

유진성(한경연 부연구위원)

33

2/21(월)

저축은행 부실을 계기로 차등예금보험료 도입 시기 앞당겨야

이태규(한경연 연구위원)

34

2/22(화)

최근 하도급법 개정 논의의 문제점

신석훈(한경연 선임연구원)

35

2/23(수)

금리도 가격이다

안재욱(경희대 경제학 대학원장)

36

2/24(목)

청년실업과 ‘한국판 주커버그’의 꿈

안순권(한경연 연구위원)

37

2/25(금)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를 가격경쟁으로 결정하자

손정식(한양대 경제학 명예교수)

38

2/28(월)

중동의 민주화, 그 이후 그리고 북한

김인영(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39

3/2(수)

중국에도 ‘재스민’ 바람이 불 수 있을까?

강준영(한국외대 교수/
한중사회과학학회 회장)

40

3/3(목)

리비아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의 향방

최성희(계명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41

3/4(금)

이윤공유제 비판

김이석(한경연 초빙연구위원)

42

3/7(월)

중동에 부는 바람, 동북아에도 불 것이다

이춘근(한경연 외교안보연구실장)

43

3/8(화)

동반성장지수는 강제성을 띤 규제

김필헌(한경연 연구위원)

44

3/9(수)

무상 사회서비스 확대는 정권잡기용 정치복지 상품이다

현진권(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45

3/10(목)

포크배럴식 국책사업의 함정

김영신(한경연 부연구위원)

46

3/11(금)

“물가문제는 불가항력” 백번 맞는 말이다

조성봉(한경연 선임연구위원)

47

3/14(월)

“바보야! 문제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야”

최승재(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8

3/15(화)

이익공유제는 포퓰리즘의 산물이다

전삼현(숭실대 법학과 교수/
기업소송연구회 회장)

49

3/16(수)

정부의 평가지수를 활용한 기업정책 추진은 신중해야

이병욱(한경연 경제교육실장)

50

3/17(목)

국회의원님, 제발 ‘전월세 상한제’만은 도입하지 마세요!

박동운(단국대 경제학 명예교수)

51

3/18(금)

은행감독기관의 독립성 보장과 시장경제

배진영(인제대 국제경상학부 교수)

52

3/21(월)

금융제도, 효율성이 우선인가 안정성이 우선인가? : 200년 넘은 경
제학의 난제

허찬국(충남대 무역학과 교수)

53

3/22(화)

중국의 목표성장률 축소와 한국의 대응

박승록(한경연 선임연구위원)

54

3/23(수)

잘못된 경제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윤상호(Chapman University)
이재승(삼성SDS)

55

3/24(목)

튀니지와 이집트의 교육버블이 주는 교훈

전용덕(대구대 무역학과 교수)

56

3/25(금)

기업가정신의 어제와 오늘

황인학(한경연 선임연구위원)

57

3/28(월)

천안함 폭침 1년의 교훈

이춘근(한경연 외교안보연구실장)

열정과 꿈_한경연 시장경제연구백서

112

날짜

내용

필진

58

3/29(화)

이슬람채권법 제정을 기대하며

김상호(호남대 무역학과 교수)

59

3/30(수)

일본 대지진의 영향과 그 후

이홍배(동의대 무역학과 교수)

60

3/31(목)

트위터와 유명인 : 소셜네트워크의 경제학

김현종(한경연 연구위원)

61

4/4(월)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공병호(공병호경영연구소 소장)

62

4/5(화)

한-EU FTA 비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송백훈(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63

4/6(수)

세계시장 진출 확대 위해 해외직접투자 늘릴 때

최남석(한경연 부연구위원)

64

4/7(목)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 입법 행태와 기업활동의 안정성

최원목(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65

4/8(금)

<울지마 톤즈>와 시장경제

신중섭(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

66

4/11(월)

이슬람채권법은 경제논리로 풀자

임병화(한경연 선임연구원)

67

4/12(화)

반값 보금자리주택,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지”

조동근(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68

4/13(수)

타임오프·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대로 시행되어야

이상희(한국산업기술대 교양학과 교수)

69

4/14(목)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은 사회주의적 기업관에 근거

장대홍(한림대 재무금융학과 교수)

70

4/15(금)

고유가 논의, 여론 재판에서 탈피해서 과학적 분석에 기초해야

이선화(한경연 부연구위원)

71

4/18(월)

국민은 국회의원의 재선이 아니라 국익에 관심 있다

박동운(단국대 경제학 명예교수)

72

4/19(화)

등록금·정원 규제 철폐와 대학경쟁력 향상

전용덕(대구대 무역학과 교수)

73

4/20(수)

이익집단화된 국회 입법과 19대 총선

김인영(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74

4/21(목)

개정 상법의 자기거래 규정, 재개정이 시급하다

전삼현(숭실대 법학과 교수/
기업소송연구회 회장)

75

4/22(금)

국책사업의 정치경제학

안재욱(경희대 경제학 대학원장)

76

4/25(월)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규제

손재영(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77

4/26(화)

시장 위축을 불러올 파생상품거래세

임병화(한경연 선임연구원)

78

4/27(수)

공기업 부채, 민영화가 해법이다

현진권(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79

4/28(목)

중소기업 보호의 역설

이병기(한경연 기업연구실장)

80

4/29(금)

국민연금 의결권 강화보다 지배구조 개선이 먼저

신현한(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81

5/2(월)

중국 및 일본과의 성공적인 FTA 추진 전략

송백훈(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82

5/4(목)

DTI 규제 강화, 가계부채 개선에 최선의 선택이었나

이소영(한경연 부연구위원)

83

5/6(금)

2010년대는 스마트경영 시대

송재용(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84

5/9(월)

중국경제의 긴축기조와 한국경제

강준영(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한중사회과학학회장)

85

5/11(수)

한류로 살펴 본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김상호(호남대 무역학과 교수)

86

5/12(목)

위안화 국제화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오대원(산은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87

5/13(금)

정보의 비대칭성과 전문가의 직업윤리

손정식(한양대 경제학 명예교수)

88

5/16(월)

정부의 유아교육 문제점과 개선방향

유진성(한경연 부연구위원)

89

5/17(화)

대학 등록금 문제도 자율화로 풀어야

정갑영(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90

5/18(수)

회사기회유용 법리 입법에 대한 단상

최승재(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91

5/19(목)

소비자는 뒷전인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선정제도

김진국(배재대 아펜젤러국제학부 교수)

92

5/20(금)

허각과 박지성

배진영(인제대 국제경상학부 교수)

93

5/23(월)

개정상법상 준법지원인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김광윤(아주대 경영대학 교수)

94

5/24(화)

감세 철회의 사회적 비용

황상현(한경연 부연구위원)

95

5/25(수)

소중한 수신료로 제작된 ‘비정규직 리포트’

변양규(한경연 연구위원)

96

5/26(목)

신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바란다

박영범(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97

5/27(금)

회사가치평가와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치

신석훈(한경연 선임연구원)

98

5/30(월)

절반의 등록금은 누가 내나?

공병호(공병호경영연구소 소장)

99

5/31(화)

무모한 정부 개입의 확대

장대홍(한림대 재무금융학과 교수)

100

6/1(수)

추신수 선수에게 병역면제 수혜세를…

신중섭(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

시장경제이념과 기업가정신을 말하다

113

날짜

내용

필진

101

6/2(목)

오류와 정론

손재영(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102

6/3(금)

외국기업 투자 유치 호기를 살리자

안순권(한경연 연구위원)

103

6/7(화)

과연 ELW 시장은 필요한가?

임병화(한경연 선임연구원)

104

6/8(수)

법인세에 대한 잘못된 생각부터 바꿔야

현진권(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105

6/9(목)

중소기업 적합업종 가이드라인의 위헌성과 실효성

106

6/10(금)

한·EU FTA 체결과 잔존하는 자유무역에 대한 장벽들

107

6/13(월)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부패 척결

김인영(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108

6/14(화)

우리가 지금 사회주의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박동운(단국대 경제학 명예교수)

109

6/15(수)

등록금 부담 완화방안의 일환으로 기여입학제 공론화 필요

이병욱(한경연 선임연구위원)

110

6/16(목)

모바일 플랫폼 전성시대… 규제의 역할은 무엇인가

홍대식(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111

6/17(금)

OPEC 증산계획 무산의 정치경제학적 배경과 하반기 유가

최성희(계명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112

6/20(월)

반값 등록금과 ‘촛불’ 광장의 망령

김정래(부산교대 교육학 교수)

113

6/21(화)

사내하도급 직접고용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변양규(한경연 연구위원)

114

6/22(수)

가계부채 문제 접근방법

안재욱(경희대 경제학 대학원장)

115

6/23(목)

모서리에서의 법인화 독법

오정일(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116

6/24(금)

국민연금 주식의결권이 이익집단에 이용된다면…

김영신(한경연 부연구위원)

117

6/27(월)

중국 사회 불만 표출의 배경과 의미

강준영(한국외대 교수/한중사회과학학회장)

118

6/28(화)

반값 등록금과 불편한 진실들

장대홍(한림대 재무금융학과 교수)

119

6/29(수)

신라면블랙 시정명령, 가격규제 블랙코미디의 진수

조성봉(한경연 선임연구위원)

120

7/4(월)

지주회사 제도의 역사와 교훈

김현종(한경연 연구위원)

121

7/6(수)

한국형 헤지펀드의 성공조건

임병화(한경연 선임연구원)

122

7/8(금)

정부 팽창압력의 증가, 무엇이 문제인가
- 애덤스미스연구소 버틀러 소장의 경고 -

황인학(한경연 선임연구위원)

123

7/11(월)

공공사업의 또 다른 포퓰리즘

옥동석(인천대 무역학부 교수)

124

7/15(금)

물가안정 위해선 총수요관리 나서야

김진국(배제대 아펜젤러국제학부 교수)

125

7/18(월)

최저임금 결정방식 바꿔라

박영범(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126

7/20(수)

적정 기름값은 1883원?

정갑영(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127

7/25(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고령화에 대비해야 할 때

설 윤(한경연 연구위원)

128

7/29(금)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과제

이병기(한경연 선임연구위원)

전삼현(숭실대 법학과 교수/
기업소송연구회 회장)
김이석(바른사회시민회의 운영위원/
경제학 박사)

129

8/3(수)

가치창출의 개념적 혼란과 경제질서의 상호의존성

배진영(인제대 국제경상학부 교수)

130

8/5(금)

대한민국 선진화, 공맹(公盲)퇴치에 달렸다

한세억(동아대 행정학과 교수)

131

8/10(수)

고교선택제 폐지, 올바른 선택인가?

유진성(한경연 부연구위원)

132

8/12(금)

소비자 이익 저버린 대규모소매업법

신석훈(한경연 선임연구원)

133

8/17(수)

2011년 8월, 한반도 주변의 불안한 국제정세

이춘근(한경연 외교안보연구실장)

134

8/19(금)

미 국가신용등급 강등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김창배(한경연 부연구위원)

135

8/24(수)

양극화 논리의 함정

현진권(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136

8/26(목)

‘2013년 균형재정’ 달성, 지출축소부터...

황상현(한경연 부연구위원)

137

8/29(월)

청년의무고용할당제, 핵심을 무시한 편법

변양규(한경연 거시경제연구실장)

138

8/31(수)

20만원, 수치심(羞恥心)의 가격 :
무상급식(無償給食)에 대한 하나의 견해

오정일(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139

9/2(금)

케인즈적 처방전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윤창현(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

140

9/7(수)

진화하는 디지털경제와 규제 및 보호로 퇴행하는 아날로그정책

조경엽(한경연 금융재정연구실장)

141

9/9(금)

정부의 일자리 만들기와 오바마노믹스의 실패

장대홍(한림대 재무금융학과 교수)

열정과 꿈_한경연 시장경제연구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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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내용

필진

142

9/16(금)

출총제 재도입과 국민연금 의결권 강화 논의는 재고되어야

신석훈(한경연 선임연구원)

143

9/21(수)

대기업이 되고 싶지 않은 160가지 이유

황인학(한경연 선임연구위원)

144

9/23(금)

전력대란의 시장원리

이승훈(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145

9/26(월)

한국에 로널드 레이건은 없는가?

박동운(단국대 경제학 명예교수)

146

9/28(수)

제2의 리먼 사태 가능성 점검과 정책대응

안순권(한경연 연구위원)

147

9/30(금)

좋은 경제학이 필요하다

안재욱(경희대 경제학 대학원장)

148

10/5(수)

부패 해소와 공정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사법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장대홍(한림대 재무금융학과 교수)

149

10/7(금)

저축은행 부실과 ‘서민의 금융편의’라는 미사여구 뒤의 진실

이태규(한경연 연구위원)

150

10/10(월)

추격과 역전이 가능한 이유

김용열(홍익대 국제경영학과 교수)

151

10/12(수)

한·미 FTA, 경제회복을 위한 디딤돌로

이만우(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152

10/14(금)

대체거래소의 도입, 선택이 아닌 필수

임병화(한경연 선임연구원)

153

10/17(월)

글로벌 경제위기를 한국 기업 도약의 전기로 만들려면?

송재용(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10/19(수)

황당한 범국본 한미 FTA 보고서

정인교(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사)FTA활용포럼 대표)

154
155

10/21(금)

지도자에 대한 기대와 정치신인들의 부각

공병호(공병호경영연구소 소장)

156

10/24(월)

한국에서 스티브 잡스가 나오기를 기대한다면

김현종(한경연 연구위원)

157

10/26(수)

경제를 마비시키는 허황된 규제의 꿈

한순구(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158

10/28(금)

독립된 금융감독원 ‘재정건전원’ 설립하자

오정근(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국제금융학회장)

159

10/31(월)

왜 블록버스터 영화만 흥행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가?

손정식(한양대 경제학 명예교수)

160

11/2(수)

회사법 재개정이 시급하다

전삼현(숭실대 법학과 교수/
기업소송연구회 회장)

161

11/4(금)

성공의 후폭풍 : Hubris

박진규(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162

11/7(월)

선제적 금리정책이 필요한 이유

최성환(대한생명 경제연구원 산업경영실장/
고려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163

11/9(수)

ISD, 약인가? 독인가?

송백훈(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164

11/11(금)

한국에서 시장의 ‘경쟁’은 초라하다

이원형(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165

11/14(월)

차등등록금의 반(反)시장적 위험성

김정래(부산교대 교육학 교수)

166

11/16(수)

한·미 FTA가 서비스 산업의 선진화를 앞당긴다

최남석(한경연 부연구위원)

167

11/18(금)

은행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잘못된 인식

이태규(한경연 연구위원)

168

11/23(수)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김필헌(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169

11/25(금)

100세 시대 : ‘주거복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김현아(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170

11/28(월)

글로벌위기 극복에도 도움 되는 한·미 FTA

송원근(한경연 연구조정실장)

171

11/30(수)

‘월스트리트 점령’과 주주자본주의 구하기

신석훈(한경연 선임연구원)

172

12/2(금)

창의혁신시대의 적정 R&D예산 규모는?

황인학(한경연 선임연구위원)

173

12/5(월)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양준모(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174

12/7(수)

성장 없는 고용의 함정

곽태원(서강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175

12/9(금)

무역 1조 클럽 가입의 기적, 그 이면의 해석과 과제

박승록(한경연 선임연구위원)

176

12/12(월)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싶다

변양규(한경연 거시경제연구실장)

177

12/14(수)

지상파-케이블 방송사 분쟁의 법경제학

오정일(경북대 행정학과 교수)

178

12/16(금)

우리 언제 다시 이런 영웅을 만날까?

박승록(한경연 선임연구위원)

179

12/21(수)

국가미래 보다 득표 영합의 무상 지원, 진보 또는 무지의 상징인가?

이종욱(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

180

12/23(금)

경제정책 성공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최 광(한국외대 경제학부 교수/
전 보건복지부 장관)

181

12/26(월)

미국의 버핏세 논의와 그 시사점

김상겸(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182

12/28(수)

2011년 한국경제 회고와 향후 과제

안순권(한경연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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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폐와 신용의 이론
번역서 『화폐와 신용의 이론』은 루트비히 폰 미제스Ludwig von Mises의 저서 ‘Theory of Money and Credit’을
우리말로 완역한 것이다. 이 책은 1912년 독일어로 처음 발간되어 지금까지 출판되고 있다.
미제스는 이 책에서 1870년대에 멩거, 제본스, 왈라스가 시작한 주관주의 이론과 한계효용이론을 처음으
로 화폐문제에 성공적으로 적용하였다. 당시 최고의 경제학자들도 화폐를 이론체계 속으로 통합하지는
못했으나 미제스는 화폐문제를 제대로 다루었다.
미제스는 이 책에서 빅셀의 자연이자율과 시장이자율의 구분, 뵘바베르크의 자본이론 등을 통합하여 오
스트리아학파의 경기순환이론을 처음으로 제시하고 있다.
2008년 미국발 국제금융위기 이후 경기변동의 원인, 경기침체 발생 시 적절한 처방, 금융안정성을 높이
기 위한 방안, 중앙은행의 역할 등에 대해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시장경제는 ‘건전한 화폐’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배제된 채 임기응변식의 정책처방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 화폐제도가 자유시장경제와 부합하는 제도인지, 또 현행 제도를 어떻게 변
화시켜야 불필요한 경기변동과 이에 수반되는 실업과 구조조정의 고통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지 등에 대
해 연구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장하준이 말하지 않은 23가지
: 더 나은 자본주의를 위한 현실적 방안
이 책은 장하준의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에 대한 자유주의 시장경제학자의 반론이다. 장하준 교수
는 경제이론의 무시와 역사적 경험의 자의적 해석에 근거하여 시장이 아닌 정부주도의 암묵적인 계획경
제를 지지하고 있으나, 이러한 계획경제는 그의 의도와는 달리 성장을 저해하고 분배의 효율성을 악화시
킬 위험이 크다.
이 책의 목적은 장하준 교수의 주장에 시장의 효율성을 무시하는 약점이 있음을 비판하고, 혁신 기반형
단계에 접어든 한국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정책 조합을 처방하고 있음을 규명하는 데 있다.
장하준 교수는 경쟁을 통해서 우수한 경제주체를 선발하고 그에게 재원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할 수 있다는 시장의 장점을 무시한다. 또 그의 주장의 약점은 ‘정부 만능주의’라고 할 수 있
다. 그는 ‘자유시장은 없다’고 단언하면서 정부 개입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장 교수는 정부의 한
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특히 한국과 같이 개발도상국의 한계를 벗어나기 시작한 국가는 더 이상 정부가 앞서서 투자하고 기업이
따르는 방식에 안주할 수 없다. 선진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신기술 및 신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서 시장
을 선점해야 한다. 이렇게 투자의 불확실성이 높은 발전단계에서는 다양한 경제주체들을 실험적인 투자에
참여시키고, 경쟁을 통해 그 결과를 검증하는 시장의 역할이 경제성장의 핵심이다. 실패 위험이 높으며 실
패 이후에도 재원의 이동이 경직적인 ‘정부의 선도적 투자’는 더 이상 한국경제의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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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자료 서비스
한경연은 회원사 임직원 및 일반회원에 대한 온라인 정보서비스를 강화하고, 회원사 임직원과
의 사이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상호 효율적인 정보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자료 서비스를 수
행하고 있다. 정보자료 서비스 사업은 한경연의 연구발간물을 게재하는 ‘연구자료’ 부문, 다양한
이슈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층적 진단과 분석정보를 제공하는 ‘이슈분석’ 부문, 경제동향 및 30대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KERI DB’ 부문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1

사업의 목적
정보자료 서비스 사업은 21세기 디지털 시대를 맞아 회원사 임직원 및 일반회원에 대한 온라인 정보서비
스를 강화하고, 회원사 임직원과의 사이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상호 효율적인 정보교류의 장으로 발전
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 각종 경제이슈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을 제공하여 시장경제
원리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도모하고 한경연이 주장하는 경제정책을 홍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사업의 주요 내용
한경연이 제공하는 온라인 정보서비스(www.keri.org)의 주요 콘텐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자료’ 부문은 ‘연구보고서’,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규제연구지’, ‘窓&論’, ‘세미나 자료’ 등 한경
연에서 발간되는 모든 자료의 전문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기업경영에 관련된 정부정책 등에 대한 분석이
나 최근 경제동향 및 전망을 제공하여 능동적인 기업경영전략 수립, 최근 경기 및 경제정책에 대한 이해
등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슈분석’ 부문에서는 ‘KERI Brief’, ‘KERI 칼럼’, ‘KERI 국제정세’ 등 주요 경제현안을 비롯한 정치^사회^
문화^국제정세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층적 진단과 분석정보를 제공하여 시장경제원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의 구심점을 잡아주는 역할을 담당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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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KERI DB’ 부문은 주요 경제지표 및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의 경제전망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제
동향’과 우리나라 상위 30대 대규모기업집단의 연도별 순위, 계열기업 현황, 재무현황 등의 요약정보를
제공하는 ‘30대 대규모기업집단’ DB가 구축되어 있다.
그리고 KERI 관련 기사, 언론기고, 보도자료 등을 매일 게재하는 ‘KERI와 미디어’ 부문과 한경연 주최의
연구회 발표자료를 게재하는 ‘지식네트워크’ 부문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운영하고 있다.
‘도서정보’ 부문에선 회원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신속히 제공하는 ‘소장도서 검색 및 원문복사 서비스’, 경
제^경영 관련 도서에 대한 전문가 리뷰를 게재하는 ‘KERI 서평’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문복사 서비스
의 경우 회원사에게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유용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메일링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매주 발송되는 ‘KERI
Brief’와 ‘KERI 칼럼’ 웹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시장경제원리와 경제정책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해법을
제시해 주고 있으며, 주요 온라인 서비스를 종합^정리한 KERI Mailzine을 월 2회 발송하고 있다.
한경연은 급변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위와 같은 정보자료 서비스 사업을 수행해 왔으며 그 결
과, 2003년 2월 회원제 사이트로 개편한 이래 현재 회원 수가 6만 명이 넘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일일 방문자 수 및 회원 수
월 별

일일 평균 방문자수

회원 수

1월

693

66,941

2월

626

67,078

3월

800

67,343

4월

785

67,524

5월

713

67,690

6월

781

67,876

7월

570

68,016

8월

578

68,160

9월

637

68,390

10월

627

68,594

11월

753

68,827

12월

634

68,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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