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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설립목적

『2012년 시장경제연구백서』 를
발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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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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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년 우리 사회는 총선 및 대선을 치르면서 경제민주화, 복지확대, 정치개혁 등 한국사회 전

●●●

방위에서 변화를 요구하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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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핑 시대 개막, 글로벌 경기부진 등 리스크 요인이 상존한 해였습니다. 이처럼 변화와 혁신의 요구가 대두
되는 2012년에 한국경제연구원은 대한민국의 민간분야를 대표하는 싱크탱크로서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정
착시키고자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및 현안대응에 주력하였습니다.
우선, 양극화 등에 대해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른 정확한 분석 결과를 제공하였고, 복지공약의 실제적 비용
을 추계하여 바람직한 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한경연 총선공약 평가를 통해 총선을 정책선거

조직도

로 유도하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2013년 2월 출범하는 차기정부의 성공을 위해 올바른 정책목표 선택과 정
책의 방향 및 내용을 제안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빅뱅 방안 연구를 통해 2020년까지

원장

약 34만 8천 개의 추가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환경 속에서 글로벌 거시경제 리스크에 대한 신속한 분석 및 한국경제의 대처방안을

사회통합센터

시의적절하게 제시하였습니다. 경제민주화로 불거진 대기업집단에 대한 각종 규제 논의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였고, 재정정책 및 제도의 적절한 설계방안,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방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부원장

이와 더불어 주요 언론 및 인터넷 상의 잘못된 정보와 지식의 유통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KERI Facts를 통
해 잘못된 보도와 오해를 바로잡아 나갔습니다.

연구지원실

문을 열고 각계와 소통하기 위해서 세미나와 국제 컨퍼런스 및 KERI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사
회의 갈등조정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사회통합센터를 신설하

기획조정실

였으며 다양한 부문의 연구회 활동과 학술지 및 도서 발간을 통해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한 경
제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2012년 시장경제연구백서가 여러 회원사 및 관심 있는 독자 여러분과 함께 지난 한 해

홍보팀

동안의 연구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한국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가 나아갈 바를 숙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
랍니다. 백서의 발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이태규 연구위원, 최남석 부연구위원, 김영신 부연구위원,
허원제 부연구위원, 유정선 연구원, 김선우 연구원, 김혜영 홍보팀장 및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기업정책연구실

공공정책연구실

거시정책연구실

2013년 1월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최

병일
004. 005.

연혁

1981년 4월 1일 정부산하 연구기관에 상응하는 민간경제 연구기능의 확충ㆍ강화를 위해 전국경제

임원 및 실 소개

인연합회 부설 「경제기술조사센터」(1967년)를 확대ㆍ개편해 사단법인 「한국경제연구원」을 설립

최병일

1980
「(사단법인)한국경제연구원」 설립 1981. 04
(초대 회장 정주영, 초대 원장 신태환 취임)

2000

2000. 02 제6대 회장 김각중 취임

부원장 구석모 취임 1984. 11

2003. 02 제7대 회장 손길승 취임

부원장 조규하 취임 1987. 10
부원장 구석모 취임 1988. 02
제3대 회장 유창순 취임 1989. 02

1990
이사회 개편 (사외이사제도 도입) 1990. 02
제4대 회장 최종현, 제4대 원장 조석래 취임 1993. 02
부원장 손병두 취임 1995. 02
본원의 장기발전계획 「KERI Vision 21」 1995. 05
수립 및 CI 제작
부회장 조석래, 제5대 원장 좌승희 취임 1997. 04
(상근원장제 실시)
본원의 「자유기업센터」 → 「(재단법인)자유기업원」 1998. 09
으로 분리 독립

학     력 Yal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2000. 01 제5대 회장 김우중 취임
「한국경제연구원 동우회(원우회)」 창립총회 개최

제2대 원장 송인상 취임 1982. 02
부원장 김진현 취임 (상근부원장제 실시)

제2대 회장 구자경, 제3대 원장 최종현 취임 1987. 02
「민간경제기관연구협의회」 발족 (회장 : 유창순)

원장 3771-0005, byc@keri.org

주요경력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원장, 국민경제자문회의 의원, FTA 교수연구회 회장,
국제통상협력 연구소장,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방문교수, 		

2001. 04 「회원서비스센터」 신설

APEC통신실무회의 Business Facilitation Steering Group 의장 등 다수
전문분야 국제경제학, 무역정책, 개발의 정치경제학

2003. 03 「국제경제연구센터」 신설
2004. 02 제8대 회장 강신호 취임
2004. 10 「규제연구센터」 신설
2005. 04 제6대 원장 노성태 취임

박대식

부원장 3771-0355, dspark@keri.org

2005. 07 기존 8센터 3개실의 연구조직을 「경제연구본부」
「기업연구본부」 등 2개 본부 및 「연구조정실」
「연구지원실」 등의 2개실로 개편

학     력 University of Missouri MBA

2006. 03 「경제교육본부」 신설

주요경력 전경련 국제본부장, 							

2007. 03 제9대 회장 조석래 취임

외교통상부 통상전문관

2007. 04 제7대 원장 김종석 취임

전문분야 국제통상

2007. 06 「규제개혁추진단」 발족 운영
2007. 12 『규제개혁 종합연구』 발간
2008. 03 경제교육본부 폐지, 연구조정실 내 경제교육팀 신설
2008. 12 사무실 이전(전경련회관 12층 → 하나대투증권 8층)
2009. 05 제8대 원장 김영용 취임

폐지, 연구조정실 내 3팀 체제로 개편
2009. 06 연구지원실
(연구지원팀, 홍보팀, 재무회계팀)

2009. 10 기존 3본부 1실의 연구조직을 「법경제연구실」,
「기업연구실」, 「금융재정연구실」, 「거시경제연구실」,
「경제교육실」, 「연구조정실」, 「정책기획실」 등의
7실 체제로 개편

2010
2010. 12 법경제연구실과 기업연구실을 기업연구실로 통합
외교안보연구실 신설
2011. 12 제9대 원장 최병일, 부원장 박대식 취임
2012. 02 ‘대기업정책의 쟁점과 바람직한 방향’ 심포지엄 개최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은 연구원의 연구 및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정과 사업실적의 평가를 총괄한다. 또한 대외협력 및 연구 결과의
홍보와 정책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고 정보서비스를 포함한 각종 회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성명

직위

이태규 실장 / 연구위원

전문분야
금융경제, 응용계량경제, 거시경제

김영은 선임연구원(연구지원실장) 경제교육, HRD(Human Resource Development), 시장경제 조사/분석
김혜영 팀장

국제통상, 경영

김은혜 연구원

개발협력

2012. 07 ‘한경연 사회통합센터’ 출범

006. 007.

기업정책연구실

거시정책연구실

기업정책연구실은 한국의 산업조직과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 및 규제에 관하여 in-depth study를 수

거시정책연구실은 거시경제 분석과 전망 및 거시정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여기에는 실물경제와 관련된 성장, 투

행하며,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기반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연구활동을 지향한다. 구체적

자, 소비, 고용, 소득분배 및 국제무역 등의 이슈가 포함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자유시장경제 원리의

으로는 경쟁정책, 산업정책, 진입 및 가격규제 등 경제적 규제, 기업가정신, 기업지배구조, 기업생태계에 관한 연구를

정착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현안과 관련된 정확한 분석과 중장기 전망 및 정책 제언을 정부 및 기업에 제공하는 것이

포함한다. 이 밖에 기업의 선택과 행동,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시장제도에 대해 법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합리

거시정책연구실의 주요 목표이다.

적인 대안을 수시로 제시한다.
성명
성명

직위

전문분야

황인학

실장 / 선임연구위원

산업조직론, 신제도경제학, 법경제학, 경쟁정책 및 기업지배구조, 재벌과 경제력집중

이병기

선임연구위원

기업이론·정책연구, 기업투자·기술정책, 기업구조조정·퇴출제도

김현종

연구위원

기업지배구조, 대규모기업집단 연구, 경쟁정책, 산업조직

최원락

연구위원

생산경제학, 환경 및 자원경제학

신석훈

선임연구원

상법, 경제법, 법경제학

김미애

선임연구원

응용미시

정승영

선임연구원

조세법

송용주

연구원

국제통상, 국제경영

김수연

연구원

상법(회사법), 자본시장법

직위

전문분야

변양규

실장 / 연구위원

거시경제, 노동경제

김창배

부연구위원

거시경제 전망 및 모형개발

최남석

부연구위원

경제성장발전, 국제통상투자, 거시경제학

이소영

부연구위원

거시경제

이경희

선임연구원

국제통상, 국제정치경제

유정선

연구원

국제경제, 거시경제

김선우

연구원

노동법

사회통합센터
사회통합센터는 우리 사회의 복잡다기한 갈등을 진단하고 그 속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민의 행복한 삶 영위라는

공공정책연구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사회통합(Social Cohesion)의 방향을 연구하고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구체적 연구분야로는 기부

공공정책연구실은 공공의 문제(public affairs)에 대해 시장경제원리를 바탕으로 한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공공정
책의 효율성과 사회적 후생을 높이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며, 주요 연구범위는 재정, 조세, 복지, 환경, 공공선택, 금
융 관련 정책 등이다.

행위·기부관련 정책 연구와 기업의 사회공헌 연구, 사회통합 관점에서의 정부정책 평가, 사회이슈 분석 등이 있으며
사회통합 관련 자료를 축적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성명

성명

직위

전문분야

송원근

실장 / 선임연구위원

국제무역론, 정치경제학, 응용미시경제학

조경엽

선임연구위원

재정학, 응용거시경제학

유진성

연구위원

노동경제, 응용미시/미시계량

이선화

부연구위원

산업조직, 응용미시, 패널데이터 분석

황상현

부연구위원

재정학, 환경경제학

김영신

부연구위원

규제, 공공선택, 재정, 응용미시

허원제

부연구위원

비교경제, 경제체제 전환, 응용미시/미시계량

김윤진

연구원

금융경제학, 가치론, 금융공학

직위

전문분야

현진권 소장
		

응용경제학, 공공경제학, 조세정책, 복지정책, 소득분배, 공공부문의 평가
지하경제, 세무부패

전희경

사회통합, 거버넌스, NGO, 사회적 자산, 기부

팀장

008. 009.

2012

이렇게 일했습니다

Part 1

Part 2

Part 3

Part 4

자유시장,
자유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생존전략 이슈를

가치를 구현하다

살피다

문을 열고
사회 각계와
소통하다

더 큰 대한민국을
열기 위한
과제를 고민하다

010. 011.

연구 및 정책제안

자유시장,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구현하다

Part. 1

우리 사회가 당면할 가능성이 높은 어젠다를
미리 발굴하여 논의를 주도함으로써 각종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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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2. 013.

2012 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
자유시장,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구현하다

1. 양극화, 인식과 사실 간의 차이

정확한 진단을 통해 오해를 불식시키고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다
양극화 논쟁, 그 오해와 진실

Annual Report 2012

연구 및 정책제안

변양규 l 연구위원

경제성장의 결과로 발생한 소득 격차의 확대까지도 양극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확대·재생
산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서라도
양극화와 불평등도 확대 간의 개념적 차이를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
양극화란 특정 분포가 두 개의 양 극단으로 집락화(clustering)되는 현상을 의미하며, 중산층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소득·소비·임금·교육·경영성과 등의 양극화는 사

의 몰락이나 이질적 집단의 출현 등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현상을 측정하기 위해 도입된 개

회 전반적인 현상이 아니라 국한된 특정 분야에서만 진행된 현상이다. 본 보고서는 양

념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제성장의 결과로 특정 분포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발생하는 상대

극화에 대한 보다 정확한 진단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를 막고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제

적·절대적 격차(불평등도) 확대까지도 양극화로 간주되어 불공정의 결과로 취급되는 오류가

시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정확한 진단에 근거한 실질적인 분석은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제발전의 결과로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소득이 과거에 비해 전부

것으로 판단된다.

2배가 된 경우에도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의 (절대적) 소득격차가 커져 양극화가 심화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현실이다.

변양규 l 연구위원 외 8인

이처럼 양극화의 개념을 확대 해석하는 오류는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고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양극화와 불평등도 확대 간의 개념적 차이를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뿐
만 아니라 각종 경제·사회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기 위해서도 양자 간의 개념적 차이를 명확
히해야 한다.

연구배경 및 목적
2. 소득과 소비 양극화의 추이와 그 시사점
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양극화에 대한 이해

설 윤 l 연구위원

및 사실 확인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양극화 완화를 위한 현실적 정
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 양극화에 대한 우려만 확대·재생산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사회통

2003년에서 2010년 사이 중산층의 붕괴로 대변되는 소득 양극화는 소폭 증가한 반면 소득

합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

의 상대적 격차 확대로 측정되는 소득 불평등도는 크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정책의 초점은

해 우리 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과연 양극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를 엄밀히 파악하고,

양극화의 해소가 아니라 불평등도의 개선에 있어야 한다.
●●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며 동시에 효과적인 양극화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사회 각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양극화 심화 현상에 대해 2003년부터 2010년까지의 미시자

연구내용

료를 이용하여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도에 대한 추이를 분석하였다. 소득 양극화는 0.89% 증
가한 반면 소득 불평등도는 2.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소득 양극화보다는 불평

소득, 소비, 임금, 교육, 기업경영 성과 등 우리 사회 여러 부분에 걸쳐 양극화와 관련된 사실들을

등도가 다소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 양극화는 소득 양극화와 유사한 0.54% 증가율에

정리하고 있다. 총 10개의 장으로 구성된 보고서는 우선 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우리 사회 전반적

그쳤으나, 소득 불평도보다 상당히 큰 8.54%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양극화에 대한 이해 및 사실 확인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임을 지

전체적인 결과를 종합하면, 현 정부보다 지난 참여정부 동안 양극화와 불평등도가 상대적으로

적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소득양극화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추세적으로 심화되고 있지만 2008

더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어 정책적 초점이 불평등도 해소에 있었어야 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년 이후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최근까지도 소득 양극화가 지속적으로 심화

간접적으로 친시장정책을 근간으로 한 현 정부 동안의 세액배율 증가, 양극화, 불평등도 지수

되고 있다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예를 들어, 소득 양극화의

감소 등의 사실로부터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우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현상은 아니며 자영업자 가구를 중심으로 발생한 현상임을 밝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는 일반적인 인식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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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 양극화의 실체와 시사점

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익성 격차는 심화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업종에 따른 기업들 간 수
유진성 l 연구위원

익성의 극화(polarization) 또는 집락화(clustering)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분석기간 동안 전기·전자업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익성 격차는 점차 좁혀지고 있고, 건설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생 1인당 사교육비 격차나 학업성취도 격차는 심화되지 않았으

업종의 경우에는 수익성 격차의 확대 또는 감소의 뚜렷한 추세를 나타내지 않았다. 기업규모

며 계층 간 격차도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볼 때 과거에 비

보다는 오히려 업종에 따라 수익성 차이가 두드러졌다고 할 수 있다. 전기·전자업종에서는 수

하여 계층 간 이동이 고착화되고 부의 대물림이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도 현실성이 떨어지

익성의 집락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건설업종의 경우에는 수익성의 하향 집락화가 나타

는 것으로 판단된다.

났다.

●●●

이처럼 기업들 간 수익성 차이의 요인은 다양할 수 있고, 업종에 따라 경기영향이 상이하게

본 보고서는 최근에 제기된 교육 양극화 심화 논란에 관하여 검토하고 최근의 교육격차 추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기업들 간 수익성의 차이는 정부정책의 변화와 관련될

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정부의 평준화정책이 교육격차 확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

수 있다. 이는 정부가 특정 산업을 지원 또는 규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업 간 수

보고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익성 격차와 극화에 대한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교육부문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양극화의 개념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양극화가 아니며 사회집
단의 속성에 따라 계층, 거주지역, 성, 인종 간 격차 확대로 인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
라서 최근 교육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는 언론의 보도는 집단 간 소득격차 확대로 언급하는 것

5. 소매유통업 양극화 실태 파악

이 타당할 것이며, 최근에 그 정도가 심화되었다는 보도 또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임병화 l 선임연구원

최근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생 1인당 사교육비 격차나 학업성취도 격차는 심화되지 않
았으며 계층구분의 기준에 따라서는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최근 5년간 국내 유통산업은 중형 소매업의 사업체 및 종사자, 그리고 매출액 비중이 증가

볼 때 과거에 비하여 계층 간 이동이 고착화되고 부의 대물림이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도 현실

하면서 규모별 양극화는 일어나고 있지 않았다. 또한 최근 도입된 기업형 유통에 대한 진입

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규제는 소비자들을 중소유통업이 아닌 온라인 소매시장 등으로 유도하여 중소유통업 보호

1974년부터 지속된 고교평준화정책은 학업능력이 천차만별인 학생들을 한 교실에 두고 획일

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적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오히려 사교육에 대한 의존을 높이고 교육격차를 확대시키는 요인으

●●●●●

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평준화정책을 재고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소매유통업의 규모별 양극화 현황을 분석하고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하고, 학교교육의 질 향상, 단위학교의 자율성 강화, 정보공시제도 강화, 저소득층 중심의 교

정부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국내 유통산업은 구조적 변화 가운데 중형

육지원 등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매업의 사업체 및 종사자, 그리고 매출액 비중이 증가하면서 규모별 양극화는 일어나고 있
지 않았다. 특히 슈퍼마켓 산업의 경우, 중형 슈퍼마켓의 성장은 소형 슈퍼마켓보다는 대형 슈
퍼마켓의 생산성 감소를 가져와 결과적으로 규모별 생산성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하였다. 비

4. 기업 간 수익성 양극화에 대한 합리적 이해 - 전기·전자 및 건설업을 중심으로 김영신 l 부연구위원

록 기업형 유통점 주변 중소상인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전반적인 유
통업의 규모별 격차 확대는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중소유통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 없이는 규모별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전기·전자업종과 건설업종의 수익성(매출액영업이익률) 추이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대기

높다. 여전히 소비자들은 SSM을 선호하고 편의점과 온라인 소매시장의 급성장으로 유통산업

업과 중소기업 간 수익성 격차는 심화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업종에서는 경기침체의

의 구조가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오프라인 매장들은 각자의 차별화 전략으로 경쟁력 향

영향으로 전반적인 수익성 하향 집락화가 발생하였다.

상을 꾀하고 있는 반면 중소유통업은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상황이라 소비자들의 외면은 지속

●●●●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도입된 기업형 유통에 대한 진입규제는 경쟁 악화에 따라 다수의

최근 기업들 간 수익성의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것이며 편의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을 중소유통업이 아닌 새로운 소매시

업규모를 기준으로 볼 때 대기업의 수익성은 향상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의 수익성은 악화

장으로 유도하게 되어 중소유통업 보호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되고 있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본고는 실제 기업들 간 수익성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

따라서 정부는 중소유통업 침체의 근본적인 원인이 기업형 유통이 아니라 경쟁력 저하라는

는지 살펴보기 위해 2001년부터 2010년 기간의 종합주가지수(KOSPI) 전기·전자업종과 건설

것을 주지하고 중소유통업에 대한 정책방향을 소비자 니즈에 적응하기 위한 지원으로 선회해

업종의 수익성(매출액영업이익률) 추이를 분석하였다. 이들 업종의 수익성을 비교한 결과, 대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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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웃소싱에 따른 제조업 임금 양극화의 추이와 시사점

현행 비정규직보호법처럼 비정규직 사용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방법은 정규직 전환이라는
최남석 ㅣ 부연구위원

목적을 달성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내 임금 양극화와
같은 부작용을 수반한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궁극적인 보호는 정규직의 과보호를 완화하여 정

글로벌 아웃소싱 증가로 인한 생산직 근로자와 사무직 근로자의 임금격차 확대는 단기적인

규직 일자리를 만들 유인을 제공하는 것에 있다.

현상이었으며 관세가 상대적으로 높고 소규모 아웃소싱이 이뤄진 저숙련 노동집약 업종에
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제조업 임금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낮추고 개도국과의 중간재 교역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

8. 자영업자 가구의 비소비지출 부담의 격차 추이와 시사점

●●●●●●

이소영 ㅣ 부연구위원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제조업 부문에서 한국의 對중국 아웃소싱이 심화되었고 생산
직 근로자의 국내수요가 줄어들고 사무직 근로자의 상대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생산직 근로자

사회보험지출 증대로 2007년 이후부터 저소득 자영업자 가구와 고소득 자영업자 가구 간

와 사무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격차가 심화되었다. 그러나 글로벌 아웃소싱 증가로 인한 생산

소득대비 비소비지출 비중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저소

직 근로자와 사무직 근로자의 임금격차 확대는 단기적인 현상에 그쳤으며 생산직 근로자의

득 자영업자의 사회보험제도 확대 편입에 따른 결과로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평균임금은 오히려 아웃소싱 이전보다 그 이후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현상으로만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아웃소싱이 생산직 근로자와 사무직 근로자의 임금격차 확대에 미치는 영향은 제조업

●●●●●●●●

내 모든 업종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관세가 상대적으로 높고 소규모 아웃소싱이 이뤄진 저

최근 들어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해 최근 몇 년간

숙련노동집약 업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제조업 임금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가계의 비소비지출 동향을 살펴보면 2007년 이후부터 저소득 자영업자 가구와 고소득 자영업

서는 대외적으로는 지속적으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낮추고 개도국과의 중간재 교역 확대

자 가구 간 소득대비 비소비지출 비중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영업

를 유도해야 하며 대내적으로는 생산직 근로자가 인적자본을 축적하여 숙련도를 향상시키고

자 가구의 비소비지출 격차 확대의 원인은 저소득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에 비해 빠르게 확대

업종 내 또는 업종 간 직업변환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국내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할 필요가

된 사회보험지출과 이자비용에서 찾을 수 있다.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보험지출과 이자비용의 확대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저소득 자영업자의
사회보험제도 확대 편입과 서민금융 활성화 정책에 따른 저소득 자영업자 가구의 유동성 제
약 완화의 한 결과이며, 따라서 저소득 자영업자 가구와 고소득 자영업자 가구 간의 비소비지

7. 비정규직 내 임금분포의 양극화

출 격차 확대를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현상으로만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변양규 l 연구위원

한편,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이나 서민금융정책으로 인해 저소득 자영업자 가구의 비소비
지출이 불필요하게 확대될 여지가 있어 관련 정책에 대한 점검이 요구된다.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이후 비록 단기적이지만 비정규직 내에서만 임금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상이 발생했으며 특히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여건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 양
극화가 크게 심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궁극적인 보호는 비정규직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는 달성될 수 없다.

9.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전세가격 안정방안
김창배 ㅣ 부연구위원

●●●●●●●
비정규직보호법은 기간제근로자와 같은 일부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제한하는 방식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와 ‘전월세 상한제’ 등은 오히려 전세수요를 증가시킬 소지가 있

통해 정규직 전환을 강제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보호법으로 인해 기간제 근로

어 전세가격 안정을 통한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저소득층의 전세문제는 공공임

자의 근속기간이 줄어들고 고용가능성이 훼손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뿐

대주택 공급 확대와 저소득층 임대료 보조제도, 전세자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만 아니라 본 보고서에 밝힌 것과 같이 비록 단기적이지만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이후 정규직

●●●●●●●●●

과는 달리 비정규직 내에서만 임금 양극화가 심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했으며, 특히 비정규직

전세가격 상승은 경제적 취약계층인 주택 비소유자의 주거비 부담을 상대적으로 높임으로써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여건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 양극화가 크게 심화

양극화를 더욱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 본 보고서에 의하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동반하지

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는 비정규직보호법으로 인해 기간제 사용이 직접적인 제한을 받기

않는 한 수익률이 낮은 민간 전세공급의 증가는 사실상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기 때문

때문에 시간제 등 열악한 비정규직으로의 전환이 크게 진행된 것에 기인한다.

에 전세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전세수요를 낮추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정책방향이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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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상한제’ 등은 오히려 전세수요를 증가시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폐지/폐기되어야 한다.

●●●●
자유시장,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구현하다

평가

‘전월세 상한제’의 경우, 자가 거주자에 대한 역차별을 통해 전세수요의 증가를 초래할 것이

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양극화에 대한 이해

다. 즉, 매매차익에 대한 기대가 없는 상황에서는 동일한 주택서비스에 대한 가격인 매매가와

및 사실 확인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란 점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전세가의 차이가 크지 않아, 이를 강제할 경우 주택보유자는 매도 후 전세선택, 주택비소유자

양극화가 사회 전반적인 현상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양극화는 우리 사회 특정 분야

는 전세선호 강화의 유인이 되어 전세수요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세

에 집중된 현상이었다. 특히 소득 양극화, 교육 양극화,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등에 대해 일

중과세 제도’는 기본적으로 주택가격의 상승을 전제로 한 제도로 현재와 같은 가격 하락기에

반적인 인식과는 다른 정확한 진단 결과를 제공하였다.

는 다주택자로 하여금 제도 폐지에 대한 기대심리를 높여 처분 지연의 선택을 유도함으로써

따라서 본 보고서는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과연 양극화가 어

매매가격 하락 지연과 전세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구매여력이 부족한 저소

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를 엄밀히 파악했다는 점에 그 기여가 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득층에 대한 전세공급문제에서는 정부 역할 확대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

임금 양극화 및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

해서 저소득층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주력하고 단기적으로는 저소득층 임대료 보조제

시한 점에서도 본 보고서는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도, 전세자금 지원 확대 등도 필요하다.

10.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민주화 정책의 한계
신석훈 ㅣ 선임연구원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정책과는 달리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대기업정책의 기본방향은 대기업이 자유시장 경제질서에서의 ‘자유’를 남용하여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거나 경쟁훼손행위를 할 경우 사후적으로 철저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
법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
최근 사회적 양극화 주범으로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지적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기
업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률들의 개정·제정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법률들이 포퓰리
즘에 근거한 것이라는 재계의 비판에 대해 정치권은 우리나라 헌법 제119조②항 ‘경제민주화’
조항에 근거한 정당한 국가권력 행사라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119조②항은 우리나라
경제질서의 기본원칙을 천명한 헌법 제119조①항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경제민주화’ 조항에 근거한 최근의 대·중소기업 간 양
극화 해소 정책들이 제119조①항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한다.
최근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 정책들을 「대·중소기업 간 수직적 거래관계 규제」, 「대·중
소기업 간 수평적 경쟁관계 규제」,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왜곡과 경제력집중 억제」로 유
형화하고, 각 유형에서의 정책들을 헌법 제119조①항의 관점에서 재검토해보며 헌법적 한계를
지적하고 헌법합치적인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본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정책의 기본틀은
‘공법’을 통해 ‘사전’에 대기업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 보호를 위
한 대기업정책의 기본방향은 대기업이 자유시장 경제질서에서의 ‘자유’를 남용하여 불공정거
래행위를 하거나 경쟁훼손행위를 할 경우 사후적으로 철저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법시스
템을 구축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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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의 경우 향후 5년간 총 571조 원(연평균 114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는

복지공약의 실제적 비용을 추계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다
복지공약 비용추정 및 시사점

Annual Report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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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복지공약과 관련하여 각 정당이 발표한 복지비용은 물론 기획재정부의 추정치를 훨씬
초과한 수준이다. 새누리당은 공약 소요비용으로 향후 5년간 총 75.3조 원(연평균 15조 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하였으며, 민주통합당은 향후 5년간 총 164.7조 원(연평균 33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발표하였다. 기획재정부에서는 2012년 4월에 양당의 복지공약을 합하여 비용을 추계
한 결과 5년간 총 268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발표하였다. 각 정당 및 기획재정부가 복지비용
의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추정비용 간 차이의 원인을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본 보
고서의 추정치는 간접비용을 포함하고 등록금 평균값, 서비스 요금, 의료비, 인건비 등 현실적

4.11 총선의 복지공약 비용은 간접비용을 포함하여 새누리당의 경우 5년간 총 270조 원

비용과 통계들을 사용하여 추정하였기 때문에 각 정당 및 기획재정부의 추정치와는 차이가

(연평균 54조 원), 민주통합당의 경우 5년간 총 571조 원(연평균 114조 원)이 필요한 것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으로 전망되어, 향후 선심성 복지정책을 새로이 도입하기보다는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복지공약으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간접비용 포함)은 2013~2017년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는 데 복지정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안 매년 GDP 대비 조세부담률을 각각 3.39~3.77%, 4.28~10.12% 추가적으로 증가시키고,
1인당 조세부담액도 각각 105~118만 원, 119~354만 원 추가적으로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조경엽 l 선임연구위원 유진성 l 연구위원

평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4.11 총선 복지공약 추계비용은 당초 양당에서 예측했던 것보다 훨
씬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 추가 부담의 불가피성, 조세저항 등을 감안하면 복지공약의 시
행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배경 및 목적

따라서 선심성 복지정책을 새로이 도입하기보다는 수급의 공정성 확보, 제도의 효율성 강화를
통해 복지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복지의 지속가능성을 향

각 정당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하여 복지정책을 경쟁적으로 남발하고 있다. 차별성 없

상시키는 데 복지정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는 간접비용을 복지공약 비용에

는 복지공약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복지공약의 재원조달 계획은 명확하지 못

포함하여 복지공약의 실제적 비용을 추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

하여 실현가능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매우 회의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

한 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황을 고려하여 본 보고서는 각 당의 복지공약을 수행하는 데 추가적인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
는지, 그리고 국민에게 얼마만큼의 추가적인 부담을 주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내용
본 보고서는 4.11 총선에서 언급된 복지공약을 대상으로 각 정당의 복지공약 이행 시 소요되
는 추가적인 비용을 추계하였다. 복지공약 추계 시 간접비용을 포함하여 복지공약 이행에 실
질적으로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였다. 간접비용이란 공약이행으로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은 아니지만 민간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부분을 말한다. 예를 들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공약을 실행하게 되면 그 비용은 민간 기업이 부담하게 되는데 민간 기업에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키게 되므로 이를 간접비용으로 산정하고 복지비용에 포함하여 공약의 현실적
인 비용을 추계하였다.
간접비용을 포함하여 각 정당별 복지공약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정한 결과 새누리당의 경우
향후 5년간 총 270조 원(연평균 54조 원)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며,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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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4점)을 상회하는 평가를 받은 정책이 소수에 불과하여, 절대적 수준에서 볼 때 양당의 경제

각 당의 경제 공약을 평가,
총선을 정책선거로 유도하는 데 일조하다
한경연 총선 공약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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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평가
본 연구는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포퓰리즘적 성격의 선거 공약이 봇물처럼 쏟아지는 가운
데 이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유권자에게 선택의 기준으로 제시하였다는 데 있어 의의가 있
다. 특히 경제 공약의 경우 그 성격상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평가가 중요한데, 본 연구가

주요 정당의 총선 경제정책 공약을 구체성, 실현가능성, 합리성, 효율성의 네 측면에서

이를 수행하여 총선을 정책선거로 유도하는 데 일조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평가한 결과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에 비해 공약의 추진체계(구체성)는 잘 갖추었으나,
공약의 질적인 면(실현가능성, 합리성, 효율성)에서는 새누리당에 뒤처지는 것으로 평
가되었다.
이태규 l 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4월 총선을 위해 각 당은 선거 공약 성격의 정책을 앞 다투어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유권자들
의 선택을 돕기 위해 이 정책들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Manifesto 운동 차원에서 시
민단체 등에서 선거 공약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정책에 관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연구기관에서의 선거 공약 평가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주요 정당의 선거 공약의 내용
과 질을 검증하고 이를 통해 총선을 정책선거로 유도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삼는다.

연구내용
전문가 28명으로 구성된 공약평가단에 의해 구체성, 실현가능성, 합리성, 효율성의 네 가지 기
준으로 새누리당 및 민주통합당 양당의 경제 관련 선거 공약(대기업, 중소기업, 재정·복지, 노
동, 여성·장애인, 과학기술, 교육 등의 부문)을 1~7점의 척도(높은 점수일수록 긍정적 평가)로
평가하였다. 그 결과 공약의 구체성 측면에서는 민주통합당이, 실현가능성, 합리성, 효율성 측
면에서는 새누리당이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에 비해 공
약의 추진체계(구체성)는 잘 갖추었으나, 공약의 질적인 면(실현가능성, 합리성, 효율성)에서는
새누리당에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록 양당 간 상대적 차이는 있다고 하지만 네 기준에 대한 평가에서 양당 모두 보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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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시·금융 부문

차기정부가 집권기간 중 견지해야 할
정책기조와 추진과제를 제시하다
차기정부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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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배 l 부연구위원 외

거시·금융 부문에서 주요 정책목표는 잠재성장률을 제고함과 동시에 가계부채, 물가, 금융불
안 등 거시경제적 위험요인을 통제하여 안정적 경제운용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점진적
가계부채의 축소, 물가, 부동산 등의 가격안정, 금융안정을 위한 제도적 개선 등을 정책방안
으로 제시하고 있다.
●

제18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차기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를 8개 부문 - 거시·

거시·금융 부문에서 주요 정책목표는 잠재성장률 제고와 거시경제적 위험요인을 통제하여 안

금융, 재정·조세, 복지·연금, 공공개혁, 기업·시장제도, 노동·고용·교육, 산업·기술·통

정적 경제운용을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 경제에 있어 가격과 연관된 거시경제적 위험요인으

상, 외교·안보 - 에 걸쳐 제시하고 있으며 이들 정책과제를 바탕으로 차기정부의 4대 핵

로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물가, 부동산, 가계부채가 그것이다. 물가와 부동산의 경우

심과제로 잠재성장률 제고, 재정건전성 확보, 일자리 창출, 조세개혁을 제시하고 있다.

가격안정이 정책목표이다. 가격안정을 위해 행정력에 의존한 정책을 지양하고 시장친화적 정
책을 통해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가계부채의 경우 부동산 침체와 직결되어

이태규 l 연구위원 외 34인

있는 문제이며 차기정부 집권기간 동안 경제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미 그 규모가 상당한 수준에 달하였으므로 단기간에 가계부채를 안전한 수준까지 감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계부채의 점진적 축소방안을 제시한다.
외환부문에서는 현안으로 대두되는 위험요소는 없으나 자본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어 있는 소
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로서는 외환시장에 대한 우려를 항상 안고 있을 수밖에 없다. 과거 금융
위기 때마다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과도하게 큰 변동성을 시현하였으며
이는 안정적인 거시경제 운용에 있어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 따라서 외환부문의 건전성 확보

연구배경 및 목적

를 위한 시스템 구축은 중요한 거시경제적 과제라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에 대한 논
의를 하고 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우리나라가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면서 경제성장을 달

지금은 진정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저축은행의 건전성 문제도 우리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성하여 선진국에 진입하느냐 아니면 재정적자와 저성장에 허덕이며 중진국 함정에 빠지느냐

사안이다. 본 연구에서는 저축은행의 부실 방지를 위한 정책방안을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 강

는 2013년 출범할 차기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러한 상황인식 하에

화에 국한하지 않고 금융감독체계와 예금보호제도 등 잘못 설계된 금융시스템 개선의 관점에

본 연구는 차기정부가 향후 집권기간 동안 견지해야 할 정책기조와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를

서 접근하고 있다. 한편 자본시장의 육성도 중요한 정책과제 중의 하나이다. 금융산업을 성장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많이 퇴색되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
히 경제규모에 비해 자본시장의 인프라, 관행 등의 측면에서 개선할 점을 많이 안고 있다. 따

연구내용

라서 자본시장의 육성은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8개 부문, 36개의 정책보고서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보고서를 바탕으로 (i) 잠재
성장률 제고 (ii) 재정건전성 확보 (iii) 일자리 창출 (iv) 조세개혁을 차기정부의 4대 핵심과제로

2. 재정·조세 부문

제시하고 있다. 핵심과제를 위한 정책방향으로 잠재성장률을 기존 전망치에서 1%p 추가하기

현진권 l 사회통합센터 소장 외

위한 정책적 노력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법률적 장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사

재정·조세 부문에서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법률적 장치 도입을 제안하고 있으며 성장과

회적 대화를 제안하고 있다. 한편,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재정운용을 위해 성장친화적 조세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체계 개편과 불합리한 조세제도의 개선의 측면에서 정책과제를 제

혁을 제안하고 있다.

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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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는 재정·조세정책의 기본방향을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는 데 두어야 한다. 이

과 건강보험 등 1차 안전망의 역할을 강화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기대지 않고도 안정적이

연구 및 정책제안

를 위해서 조세체계를 성장 친화적으로 개편하여 성장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세수가 증가하도

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서민이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

록 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재정규율을 강화하여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재정지출구조

1, 2차 안전망으로 보호할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 급격한 핵가족화와

개선을 통해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를 감당해야 한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재

근로여성의 증가로 가족이 육아나 고령자 등을 돌보는 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반해

정·조세정책을 성장 친화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복지에 대한 목표설정이 우선되어야 한

사회서비스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고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체계가 미비하여 사회서비스의 질

다. 복지목표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복지혜택을 늘릴 때 소요될 비용의 크기를

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회복지서비스감독원’과 같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 과도한 목표가 설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복지에 대한 소요재원은

은 독립기관을 설립하여 사회서비스 품질에 대한 평가·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
자유시장,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구현하다

일차적으로 성장 친화적인 조세개혁을 통한 자연적인 세수확대를 통해 조달해야 하며, 이차적
으로 분야별 지출구조의 개선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부분은 증세를 통해
조달해야 한다. 비과세·감면 축소와 소비세 인상 등 경제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4. 공공개혁 부문

증세를 추진해야 하며 전 국민이 비용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조성봉 l 선임연구위원 외

공공개혁 부문에서는 공기업 개혁과 지방정부 재정건전성 강화가 주요 정책목표이며 시장경
쟁의 도입과 민영화를 통해 공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방정부의 재정책임성을 높여 지방

3. 복지·연금 부문
조경엽 l 선임연구위원 외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

차기정부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새로운 복지패러다임 구축

공기업 개혁과 민영화 성과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상장 공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명령과 통

을 추진하여야 한다. 성장을 통해 고용을 보장하고 소득을 증대시키는 한편, 사회안전망의 내

제의 지양, 공공요금 규제방식의 전환, 공익산업 규제를 위한 독립규제기관의 설립과 활성화,

실화를 통해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는 정책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교차보조 등과 같은 자원배분의 왜곡 지양, 구분회계의 도입과 공기업 재무의 투명성 보장 등

●●●

의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폐지 또는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관계를 가진 지속가능한 새로운 복지패러다임 구축이 요구된다. 성장을

공기업 경영의 제반 사항에 대한 규제를 없애고 공기업 사장에 대한 임기를 보장하여 공기업

통해 고용을 보장하고 소득을 증대시키는 한편 사회안전망의 내실화를 통해 복지에 대한 국

경영의 자율성과 연속성 및 조직의 안정성을 제고하도록 해야 한다. 한편으로 소비자 선택을

민들의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 가령 근로연령층의 빈곤은 실업 때문에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우선시하는 관점에서 공기업 개혁과 민영화 대상을 선정하도록 한다. 민영화 대상으로 우선

높고 일용직이나 무급종사자 및 영세 자영업자와 같이 일자리가 불안정할 경우 빈곤율이 높

검토할 수 있는 분야로서는 시장성이 크고 공기업이 수행하였던 공익성 기능을 그 사업과 구

아진다. 따라서 성장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국민이 빈곤층으로 떨어져 복지

분하여 정부나 별도의 규제기관으로 쉽게 이관할 수 있는 경우이다.

수혜 대상자가 되는 것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또한 정부는 저소득층 자녀가 충분한

지방행정부의 재정에 대한 구체적 정책은 네 가지, 즉 1) 지방세제의 개편 2) 지방재정조정제

교육을 받지 못해 겪는 빈곤의 악순환을 차단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저

도의 개편 3) 교육재정에 의한 재원규모 중립성 확보방안 4)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으로 구

소득층의 보육지원 확대, 취학 전후 교육, 청년층의 취업 지원, 중장년층의 재취업 촉진, 노인

분할 수 있다. 먼저 지방세제는 편익원칙에 따라 법인소득분 지방소득세를 국세 법인세로 통

인적자본 개발 등 아동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종합적

합하고 지방세로는 공공서비스와 연계되도록 사업부가가치세를 도입하도록 한다. 그리고 개

이고 체계적인 청사진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인소득분 지방소득세는 거주지원칙을 확립하고 비례세율체계의 독립세로 전환하도록 한다.

지금까지 복지에 대한 양적인 확대를 추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의 질적 수준은 낮고 국

둘째로 지방재정 이전제도의 경우, 지방정부의 자발적인 자체 재원 확충을 유인할 수 있도록

민의 체감도도 낮은 상황이다. 1차(사회보험), 2차(기초생활보장), 3차(사회서비스)로 구성된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 비전통적인 지방교부세를 보통교부세와 통합하여 재정형평화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체계는 선진 복지국가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이 잘 갖추어져 있다.

기능을 단순화시킨다. 지역 간 재정력 격차 해소는 보통교부세 기능으로 일원화하고 재정력에

문제는 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국민이 많고, 제도 간 상충문

따른 국고보조사업의 차등보조율 사용은 배제하도록 한다. 셋째로 지방행정 교육재정 개편을

제와 복지전달체계 비효율성 등으로 사회안전망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위해 교육재정 분담체계와 지방교육세를 본세와 통합하도록 한다. 지방세 확대에 따른 중앙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국민의 대다수가 취약계층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부의 재원감소는 수도권 지방정부의 교육재정 분담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동일한 규모로 중앙

노력이 바로 서민복지의 확충과 직결된다. 우선 1차 안전망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

정부의 교육재정에 대한 분담비율을 하향 조정하여 중립화시킨다. 넷째로 지방정부가 스스로

한 확대하여 2차 안전망으로 빠지는 국민들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민연금

재정위기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재정분석기법을 확산하여 자율적인 재정관리 역량을 제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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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독립적인 운영체계를 갖추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6. 노동·고용·교육 부문
변양규 l 연구위원 외

●●●●
자유시장,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구현하다

노동·고용 부문에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해소와 경직적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교육 부문에서는 교육의 창의성과 수월성을 높이

5. 기업·시장제도 부문
김현종 l 연구위원 외

고 지식사회의 전문인력을 양성·공급하는 고등 교육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방안을 제
시한다.

기업·시장제도 부문에서는 공정거래 및 대기업집단 정책,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대·중

●●●●●●

소기업 간 관계 개선을 위한 규제정책, 규제개혁 등의 주제를 다루며 경쟁촉진에 바탕을 둔

주어진 경제성장 하에서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제도를 개선해야 한

공정거래정책, 사법적 구제를 통한 대·중소기업 간 분쟁 해결 등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한다.

다. 특히 여성, 청년 및 고령층의 보다 활발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이들을 고용할 유인을 제공

●●●●●

하는 제도의 정착이 중요하다. 우선 고령층의 고용 연장을 위해 임금연공성을 축소하는 장기적

정부는 대규모기업집단 규제의 개선을 위해 시장규율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임금피크제 도입 및 자발적 계속고용제를 통한 실질적 정년연장제도의

고 시장의 자율감시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자율적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한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제고를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배구조의 견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지주회사의 지배구조를 제약하는 계열사 소

적 개선이 시급하다. 특히, 근로시간의 다양화를 추진하여 보다 많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진

유지분율 규제 및 금융계열사 소유금지 규제는 폐지하고 시장규율과 조세제도 등에 따라 자

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기업에게도 적절한 유인을 제공하여 단시간 근로 여성, 고

율적으로 출자구조를 선택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상증세법상의 내부거래 과세제도는 재

령층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노동공급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검토하고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 규제를 통해 규율하는 방식으로 회귀되어야 할 것이다.

청년실업문제는 청년층의 고학력화에 의한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대학교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술혁신형 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육의 정상화를 통해 지나친 고학력화를 막아야 한다.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기에는 상당한 시

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능력 향상 및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이 필

일이 소요되므로 보다 적극적인 개선책 - 예를 들어 한시적으로 청년층을 고용하는 기업에

요하다. 또한 중소기업지원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지원 체제 및 지원기관의 기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 -도 필요하다. 한편, 근로자보호를 위해 특정 근로자의 안정성

능 조정, 중소전문 신용정보회사 활성화 및 경쟁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편 한계 중소기

만 중시하는 직업의 안정성(job security)에서 모든 근로자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고용의 안정

업에 대한 은행권의 상시평가 기준 적용을 강화하고 부실자산 거래시장 형성을 통해서 중소

성(employment security) 개념으로 정책의 기본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도 고용

기업 부문에 온존하는 비효율적 한계기업 구조조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중

의 안정성에 초점을 두고 비정규직의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지양해야 한다. 이와 같은

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제약하는 과도한 중소기업 지원을 보다 창의적이고

정책을 실천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통한 이해당사자 모두의 양보를 유도해야 하며 일부의

효율적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희생 및 양보를 전제로 하는 정책은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될 수 없다.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에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교육부문에서는 창의성과 수월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고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적이고 획일적인 행정규제를 활용하는 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 우월적 지위남용으로 계약기

는 먼저 학력수준의 하향평준화를 야기하고 획일적인 교육과정을 초래한 평준화 정책을 재검

능이 훼손되어 중소기업이 피해를 볼 경우 이들의 계약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

토하고, 학교 단위에서 다양한 교과과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에서의 자율성을 강화할

록 법원을 통한 사법적 구제시스템과 효율적인 대안적 분쟁해결 방안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가 있다. 한편, 창의성·수월성 교육을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절대적인 만큼 교원양성제

바람직하다. 골목상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영세상인들이 자신들만의 장점을 살려 SSM과 차별

도를 개선하고 교원평가제도를 개선하여 교사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화된 경쟁을 하며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경쟁 활성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단계부터 내실 있는 진로교육

화 정책’ 확립에 주력해야 한다.

체제를 구축하여 효과적인 교과통합 진로교육을 정착하고 진로교육 담당교사의 전문성 확보

규제시스템 개혁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심사제도 도입, 의원발의안에 대

를 통해 개인별 맞춤 진로상담 서비스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류 전문인 양성을 위

한 규제일몰제 적용, 규제개혁의 관점에서 의정활동 평가지표 개발 지원, 규제개혁위원회에

한 전문인력 평생 관리체제를 도입하여 재능 발굴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별 평생 경

의한 규제심사기능 강화 등이 필요하다. 의원입법이 규제 신설·강화의 수단으로 폭발적으로

력관리체제를 통해 전 생애동안 개인의 전문성 개발과 관리가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유

증가한 데에는 무엇보다도 의원입법과 정부입법에 있어 입법절차 자체가 비대칭적이라는 사

지할 필요가 있다.

실에 있다. 따라서 규제개혁의 내실을 갖추기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의원입법과 정부입법에 의
한 입법절차의 비대칭성이 제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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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장,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구현하다

7. 산업·기술·통상 부문

8. 외교·안보 부문
최남석 l 부연구위원 외

이춘근 l 선임연구위원 외

산업·기술·통상 부문에서는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정책,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 과학기술정책

국가의 외교·안보정책은 자국이 당면한 위험을 경감시키고 이에 대처하는 능력을 증가시키는

방향, FTA 지속 추진 및 FTA 활용방안을 다루며 시장경제 원리에 바탕을 둔 민간주도의 정책과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먼저 북한과의 관계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기반하도록 하고 對중

규제개혁을 통한 산업발전, FTA의 전략적 추진 등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한다.

국·일본·러시아 외교에서는 현안별로 전략적 접근에 바탕을 둔 ‘전략적 우호관계’를 기본방향
●●●●●●●

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신성장동력산업 정책에 있어서는 먼저 민간 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민간

●●●●●●●●

기업의 참여율을 기준으로 신성장 동력 육성 사업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가 가지

우선, 북한으로부터 야기되는 안보 위협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북한 핵무기 개

고 있는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중요시되어야 할 것이 효율성인 만큼 잘할 수 있는 기업에

발 저지, 핵 실험 시 대북지원 중단, 군사적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국방력 강화 등이 그것이

대해서 자원배분을 집중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신성장

다. 북한의 후계자 김정은의 정권이 안정화되지 못할 경우 북한의 위협은 더욱 심각해질 가능

동력의 산업화를 위하여 연구개발과 산업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산업화 가속을 위한 콘

성이 높다. 또한 새로운 정부가 맞이할 북한은 몰락의 종점에 도달한 체제라고 볼 수 있다. 그

트롤타워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래서 차기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탈북자 수용 문제, 통일 대비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 산업의 경쟁제한을 완화해야 할 것

재원 조성 등의 여러 방안들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이다. 정보·통신, 금융, 전문직 서비스 등 제조업관련 중간재형 고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의 지

한편, 차기정부는 한미 동맹과 한국의 안보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2015년 12

속적인 규제완화 및 경쟁촉진이 필요하다. 서비스 산업에서의 혁신 및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

월 한미동맹에 구조적 변화가 발생할 예정이다. 그동안 지속되어 왔던 전쟁 발발 시 미국군

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서비스업 내 영세성을 극복하는 것 또한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장군이 통제하던 전시작전(戰時作戰)이 2015년 12월 1일자로 한국군이 담당해야 할 임무가 된

서비스업체 간 합병 시 금융·세제 혜택 제공 등을 통해 업체들 스스로의 협력이나 통합을 유

다. 이를 위해 한국군은 현존의 군사력을 훨씬 능가하는 하드웨어(무기체계)와 소프트웨어(작

도하여야 한다.

전, 지휘 능력)를 갖추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과학기술정책에 있어서는 우선 국가 과학기술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 콘트롤타워로써 국

2013년 취임한 대통령과 새로운 정부는 주변국의 점증하는 위협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가과학기술위원회의 통합과 조정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출연연의 조직 및 역할도 정비해

특히 중국이 최근 군사력으로 공격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 러시아의 재건, 일본의 무

야 할 것이다. 국가혁신의 주체로서 출연연의 역할을 강화하고 통합법인을 역할별로 분화하는

장력 강화 등은 차기 한국 정부가 반드시 유념하고 있어야만 할 외교, 안보 이슈이고 이에 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연구개발을 특정 타겟중심으로 전환하고 현 주력산업이 클

응하는 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중국 외교의 경우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중국과의 전

러스터형의 미래 신산업으로 진화해 나간다는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을 도입하여야 한다. 또한

략적 우호협력 관계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대일본 외교의 경우 한·일 안보협력의 차원에서

융복합을 견인하는 지식재산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국가 R&D성과에 대한 기술료를 시장메

국가 간 신뢰조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대러시아 외교강화를 위해서는 경제협력, 에너지

커니즘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이 분야 연구자 간에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계약 모델을 개

공동 개발 등 경제적 유인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실리적 외교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발·보급하여야 한다.
한·중·일 간 FTA는 자유화 수준이 높은 한·중, 한·일, 한·중·일 FTA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평가

이를 통해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전략적 추진을 지향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TPP 참여 및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통해 미국, 일본 및 중국 간의

2013년 2월 출범하는 차기정부가 직면하는 대내외 환경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이

지역주의 구도에 대한 견제의 틀에서 한국이 동아시아지역 및 아시아태평양지역의 FTA에서

같은 불리한 여건 속에서 차기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책목표의 선택과 이를 달

중재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야 한다.

성하기 위한 정책의 방향과 내용이 적절하여야 할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차기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제로 크게 FTA 특혜 이익 확대, FTA 활용비용 축소, FTA

정부의 성공을 위해 상당히 시의적절한 정책적 조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활용지원 효율화 및 전문성 강화를 설정하고 이 세 가지 정책과제를 동시에 추진해 나갈 필요
가 있다. FTA 활용비용 축소를 위해서는 이미 체결된 FTA의 이행위원회 등을 활용해서 기업
들이 FTA를 좀 더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 규정을 단순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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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서비스산업의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을 모색하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빅뱅 방안

Annual Report 2012

연구 및 정책제안

한편, 국내 로펌의 전문화·조직화·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달성하고 국내 기업과 동반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것을 통해 법률서비스 시장의 확대를 달성할 정책과제도 제시되었으며,
콘텐츠산업의 영세성 및 종사자들의 소득기반 취약성을 극복하고 적극적인 해외진출 및 글로
벌 서비스 역량 확충을 위한 정책도 동시에 제안되었다. 마지막으로, 국내 시장의 분할을 두고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다투는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에 불과했던 서비스산업의 시장확
대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행정부 및 입법부의 책임과 성과의 소재를 명확히
하는 새로운 콘트롤타워의 설립이 필요하고 의료·교육·법률·콘텐츠 등의 효율적 융합을 통해

서비스산업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 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서비스산업 시장 확대를 이룰 수 있는 ‘무규제 서비스산업 투자자유지구’ 설립도 필요함을 제

완화하고 정부의 추진의지 또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컨트롤타워의 설립을 통한

안하였다.

효율적인 정책 추진과 ‘무규제(無規制) 서비스산업 투자자유지구’ 설립 등이 현실화될
경우 서비스산업의 빅뱅이 가능하며, 이 경우 2020년까지 약 34만 8천 개의 추가적 일
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1. 해외 우수 교육기관 유치를 통한 교육서비스 산업 활성화 방안
설윤 l 연구위원 유정선 l 연구원

변양규 l 연구위원 외 6인

외국 유명 교육기관의 국내유치를 통해 내국인의 유학수요를 전환할 뿐만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 유학생을 유치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의 추진의지
를 일관성 있게 유지할 필요가 있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작업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
요도 있다.
●

연구배경 및 목적

지역적 접근성을 강점으로 활용하여 인근 국가, 특히 중국 중산층 이상의 학생들을 성공적으
로 유치할 경우 이로 인한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제조업의 생산성 증대로 인해 탈공업화가 지속되면서 많은 노동력이 서비스산업으로 이동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교육서비스의 질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

고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노동력이 도소매·음식·숙박업과 같은 서비스산업 일부 업종

우수 교육기관의 분교 설립이나 국내 대학과의 조인트 프로그램과 같은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에 몰리면서 서비스산업에서 더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

도입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육·의료·법률·콘텐츠 등 고부가가치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업종의 활성화가 절실

그러나 영리법인 설립 허용이나 결산상 잉여금 타 회계 전출이 불가능한 제도적 제약이 크고

하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우리의 시야를 넓혀 국내로 한정되어 있는 서비스산업의 시장

정부부처 간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며 설립승인 과정이 복잡한 등 전략적 시스템 구축도 부

을 해외로 확대하고 제2의 새로운 내수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이런 노

족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내국인 유학수요를 위한 인센티브도 부족하고 외국인 유학생을

력으로 창출될 일자리의 규모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유치할 환경조성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교육기관 설립과정에서 자금조달을 활성화하고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세부규정을 합리

연구내용

화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고 정부 중앙 콘트롤타워를 구축하여 설립과정 전체를 일관적으
로 지휘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수요자, 공급자 모두에게 새로운 인센티브를 제

본 연구는 교육·의료·법률·콘텐츠 부문의 시장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

공하기 위해 획기적인 규제완화도 필요하다.

하였다.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해외 우수 교육기관의 국내 유치를 통해 국내 초·중·고 학생의
조기유학을 국내로 전환시키는 수준을 넘어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유학생들의 국내 유학을
유도하여 교육서비스 산업의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이 제시되었다. 또한 의료서비스업의
경우에도 의료관광부터 중증환자 유치까지 광범위한 영역에서 외국인 환자의 적극적 유치를
위한 정책이 제시되었고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수출 활성화를 통한 시장확대 방안도 제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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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서비스 시장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약한 편이다. 특히 우리나라 법률서비스 산업은 낮은 글로벌 경쟁력, 포화상태의 국내 법률시

변양규 l 연구위원 이소영 l 부연구위원 송용주 l 연구원

장, 국내로펌의 영세성, 국제적 역량을 갖춘 변호사 부족, 국내로펌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의 부재가 주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외국인 환자 유치와 국내 의료시스템 수출을 통해 의료서비스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를

국내로펌의 해외진출 확대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 로펌의 경영전략 측

위해 정부는 의료서비스업의 대형화·전문화를 촉진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외국인 환자

면과 한국 법률서비스 산업의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측면에서 법률서비스 산업의 수출산업화

유치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특히, 신시장 개척과 신사업 발굴을 위해 산업자본과 의료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우선, 경영전략 측면에서 국내로펌의 전문화·조직화·대형화를 통

자본이 통합되어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의료인의 투자 및 의료인 간 동업을 허

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 또한 해외진출 시 변호사와 변리사·회계사·세무사·노무사·관세

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법무사와의 동업을 허용하여 전문성을 확대하고 수출보험·금융지원 등 제도를 개선하여

●●

중소형 로펌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뿐만 아니라 패러다임 시프트를 통해 대

국내 의료기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의 수익성이 내국인환자 유치에 비해 높고 의료시스템 수출

형로펌의 적극적인 해외진출도 도모해야 한다. 특히 법률서비스가 내수산업이라는 인식에 대

로 병원의 홍보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내시장 경쟁심화에 따라 신시장 개척이 필요하기 때

한 패러다임 전환을 강화하여 해외로 법률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 고부가가치 업무개발을 위

문에 적극적으로 외국진출 혹은 외국 의료기관의 국내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환자

해 해외현지법률사무소 개설을 추진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아시아지역을 대상으로

유치 및 전담서비스, 의료기관 해외진출을 위한 자문서비스, u-Health 장비 개발 및 서비스

한 의료관광·교육·콘텐츠·법률서비스 융합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등을 제공하는 일자리는 상당한 양질의 일자리이기 때문에 고용창출에도 큰 도움이 된다.

서비스의 연계수출을 확대할 필요도 있다. 한편, 국내 출신 변호사들의 국제화 및 해외고용 지

그러나 의료서비스의 가격경쟁력이나 기술경쟁력에 비해 국가인지도가 낮고 의료기관의 외국

원을 확대하기 위해 신규 변호사들의 송무 외 분야 진출확대를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인환자 유치업무 관련 전문인력 부족, 영세한 국내 유치업체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의료산업
경쟁력이 부족한 상태이다. 또한 외국인환자의 의료사고 관련 분쟁에 대한 해결체계가 미흡하
고 복잡한 비자 발급 절차와 규제로 외국인환자의 편의가 저하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료

4. 콘텐츠산업 수출 확대정책의 개선방향

산업에 대한 금융투자시스템이 미흡하여 자금력이 있는 대형종합병원을 제외한 중소규모의

김창배 l 부연구위원

의료기관에는 대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국내 ‘의료기관평가인증제’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할 필요가 있

정부와 업계의 노력으로 2000년대 들어 콘텐츠산업은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영세성, 편

으며 보다 효율적인 전문인력 양성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그 외에도 국내 외국인환자 유치업

중성, 정부지원 체계 미흡, 반한류 가능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미래 수출동력으로 지속

체의 대형화·전문화를 지원하고 외국인환자 의료사고 관련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뿐만 아니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형화, 금융투자시스템 활성화, 전문정보에 대한 접근성 지원, 한류 콘텐

라 보상체계를 강화하는 개선도 필요하다.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노력뿐만 아니라 신

츠 번역 및 더빙 지원 강화, 현지화 및 합작 전략 강화 등이 필요하다.
●●●●

시장 개척과 신사업 발굴을 위해 산업자본과 의료자본이 통합되어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의료인의 투자 및 의료인 간 동업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콘텐츠산업은 점차 내수에서 수출 위주 산업으로 입지가 강화되고 있다. 2011년 콘
텐츠 수출액은 약 41.6억 달러로 전년비 29% 증가했으며 최근 7년간(2005~2011년) 콘텐츠
산업의 수출 성장률은 연평균 21.6%로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수출 성장률인 11.8%를 약 2배

3. 법률서비스 산업의 수출산업화

가까이 상회하고 있다.
최남석 l 부연구위원

이와 같은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속성장을 위해 지적되고 있는 콘텐츠산업의 수출과 관련
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전체 수출 대비 콘텐츠 산업의 비중이 2011년 0.75%로 아직 미약

법률서비스 산업은 낮은 글로벌 경쟁력, 포화상태의 국내 법률시장 문제, 국내로펌의 영세

하다. ▲장르별로는 게임산업이 2010년 약 53%, 지역별로는 중국, 일본, 동남아 등 아시아 시

성 등을 극복하기 위해 국내로펌의 해외진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문인 간 동업을

장이 73%를 차지하는 편중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2011년 문화부의 콘텐츠분야 예산은 국가

허용하고 수출보험·금융지원 등 제도를 개선하여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뿐만 아니라 의

전체 예산의 0.16%에 불과하고 부처 간 정책혼선이 발생하거나 정책조율기능이 미흡하다. ▲

료관광·교육·콘텐츠·법률서비스 융합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식기반 고부가가치서

역사적·지리적으로 민감한 일본과 중국에서 반한류·혐한류의 바람이 커지고 있다. ▲국내 콘

비스의 연계수출을 확대할 필요도 있다.

텐츠 기업 중 약 87%가 매출액 10억 원 미만, 92%가 종사자수 10인 미만의 중소형 업체이다.

●●●

정책과제로는 ▲콘텐츠 기업의 대형화를 유도하는 정책지원: 국내외 M&A를 통해 글로벌 경

법률서비스 산업의 교역 규모는 다른 지식기반 사업서비스 산업보다 크지만 대외경쟁력은 취

쟁력을 높이고 대기업에 대한 금융·재정 無지원정책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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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투자시스템 활성화: 새로운 정책 개발 및 법 개정을 통해 금융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 모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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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문화계정, 재원 확충, 안전적 재원마련을 위한 기금 설치 등이 필요하다. ▲전문정보에

●●●●
자유시장,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구현하다

평가

대한 접근성 지원: 코트라의 해외 허브 기능을 확대 강화하거나 전문 컨설팅사를 육성해야 한

제조업의 고용창출력이 저하되면서 서비스산업의 고용창출이 큰 화두가 되고 있다. 이런 시점

다. ▲한류 콘텐츠 번역 및 더빙 지원: 한국 드라마를 한 명의 성우가 더빙하는 저개발국가를

에서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만들어 낼 가능성이 높은 교육·의료·법률·콘텐츠 분야의 시장확대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이 필요하다. ▲현지화 및 합작 전략 강화: 언어, 정서적 차이를 극복하

를 통한 고용창출 전략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본 보고서의 의의가 있다. 특히 각 분야별로

고 선진화된 기술 등을 확보, 글보벌 진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 ▲규제완화: 영화, 게임 등

국내외 수요자 및 공급자를 심층면접함으로써 보다 생생한 연구결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본

에서 등급심의를 궁극적으로는 사업자 자율규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보고서는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을 둔다. 또한 각 분야별로 많은 정책을 제안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실천에 옮기기 위해 새로운 콘트롤타워의 설립 및 ‘무규제 서비스
산업 투자자유지구’ 설립과 같은 전략을 제안했다는 의미에서도 본 보고서는 기존 연구와 차

5. 전략 제언

별화된다.
변양규 l 연구위원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일부 서비스업종에 지나치게 의존
하는 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 형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특히 새로운 콘트롤타워
의 설립 및 무규제 서비스산업 투자자유지구 설립과 같은 획기적인 인식의 전환을 통해 교
육·의료·법률·콘텐츠와 같은 서비스산업의 시장을 해외로 넓히는 작업이 절실하다.
●●●●●
그간 서비스업의 노동투입 증대에만 의존해왔던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은 한계에 다다랐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부 서비스업종에만 의존하는 서비스업의 고용창출 형태
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런 목적 하에서 교육·의료·법률·콘텐츠와 같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모색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서비스산업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우
선 시장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간 서비스산업은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으로 인식되면서 한정된 국내시장의 분할을 위해 다투는 양상을 보여 왔다는 점에서 해
외로의 시장확대가 절실하다.
그러나 정부, 국회 및 이해 당사자의 의지 부족과 각종 규제로 인해 지난 10여 년간 서비스산
업의 시장확대가 미미하였다. 따라서 정부, 국회 및 이해 당사자의 의지 부족을 해결하려면 서
비스산업 시장확대를 위한 새로운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며, 책임뿐만 아니라 성과의 소재를 명
확히 밝혀야 한다. 새로운 콘트롤타워는 실무 집행과 관련된 부처 간 이견 조율을 담당할 뿐
만 아니라 해외투자자의 적극적인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의료·교육·법률·콘텐츠
서비스업의 융합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는 ‘무규제 서비스산업 투자자유지구’ 설립도
필요하다. 이는 기존의 규제를 철폐하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현재로서는 규제철폐에 상당한 시
간과 노력이 소요되며 실효성에도 의문이 간다는 점을 반영한 제안이다. 특히 서비스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점검하는 의미에서 ‘무규제 서비스산업 투자자유지구’ 설립은 더욱 중요하
다. 한편,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추정에 의하면 서비스산업의 소위 빅뱅이 현실화될 경우
2020년까지 약 34만 8천 개의 추가적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10월 기준 실업자 71만 8천 명의 48%에 해당하며 현재 실업률을 2.8%에서 1.4%로 낮출 수
있는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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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장,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구현하다

업집단 규제 강화책이 활발히 논의됨에 따라 현상점검을 통한 합리적 정책방향의 제시 필요

대기업 성장의 낙수효과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규명하다
대기업 비판의 실상과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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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높아지고 있다.
2010년 30대 그룹 비금융업 자산 및 매출 집중도를 분석한 결과, 2000년에 비해 하락하고 평
균특화율은 상승추세를 보이는 등 경제력집중은 심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총제는 제한집단과 비제한집단 간 출총제 폐지 전후의 경제력집중도 변화에 차이가 없어
경제력집중 완화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출총제 기간 중 제한집단의 투자는 부정
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대기업집단 규제는 기준이 자의적이고 이질적 집단
을 동일하게 규제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기업의 예측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일류기업의 출현을

전례 없이 한 해에 양대 선거가 모두 치러지는 상황과 맞물리며 대기업 비판 여론이 신

저해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중한 검토 없이 고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대기업 성장의 낙수효과에 관한 오해와 진실

이러한 분석결과와 규제의 문제점들을 감안할 때, 대규모기업집단과 관련한 최선의 정책은 사

을 규명하고, 경제력집중 억제정책 강화 및 대기업집단 출자구조 규제, 일감몰아주기

전적 규제를 전면 폐지하고 정책의 초점을 시장집중에 대한 사후적 규제에 맞추는 것이다. 왜

규제, 지주회사 행위규제, 금산분리 규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하도급 거래규제, 이

냐하면 일반집중에 대한 규제는 가능하지도 않으며 설사 가능하다 하더라도 바람직하지 않기

중대표소송제도 등이 초래할 수 있는 각각의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관련 정책대안을 제

때문이다. 규제의 전면 폐지가 어렵다면 차선으로 규제대상을 축소 조정하는 등 규제기준을

시한다.

재설정하고 그동안 정부가 유도해 온 지주회사에 대한 정책은 일관성을 견지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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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출총제는 경제력집중을 완화하고 다각화를 방지하는 효과는 없으면서 기업투자를 제약
하므로 재도입 논의는 지양해야 한다.

2. 대기업 성장의 낙수효과 현실과 과제

연구배경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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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새로이 제기되고 있는 대기업집단 제도·정책의 현황 및 외국의 전례들을 정리

2000~2010년 기간에 영업이익률은 위탁 대기업과 1차 협력기업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

하고, 실제 대기업집단 규제정책의 실행이 가져오는 경제적·법리적 측면의 문제점을 비판적

았고 협력 중소기업의 이익률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변화 패턴을 나타내어 위험공유 시스템

으로 검토하여 핵심쟁점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위탁 대기업의 성장은 협력기업의 성장과 투자율
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낙수효과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구내용

●●
2010년 지방선거 이후부터 제기된 동반성장 정책은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가 발현되
고 있지 않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우선, 2000~2009년 기간의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1. 경제력집중 억제정책 강화 논의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1990~1999년 기간의 그것에 비해 더욱 증가한 반면에 대기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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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간에 수직적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동차산업과 조선산업을
대상으로 한 사례조사 결과에 의하면 2000~2010년 기간에 영업이익률은 위탁 대기업과 1차

최근 경제력집중의 폐해가 심화되었다는 인식과는 달리, 2010년 30대 그룹 비금융업 자산 및

협력기업 간에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협력 중소기업의 이익률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매출 집중도는 2000년에 비해 하락하고 평균특화율은 상승추세를 보이는 등 경제력집중은

변화 패턴을 나타내어 위험공유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위탁 대기

심화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대규모기업집단과 관련한 최선의 정책은 사전적 규

업의 성장은 협력기업의 성장과 투자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낙수효과가

제를 전면 폐지하고 시장집중에 대한 사후적 규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

따라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낙수효과가 무용하다는 가설에 근거한 대기업 규제-중소기업 보호

최근 경제력집중의 폐해가 심화되었다는 시각이 확산되고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대기

중심의 기업정책은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반성장지수,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입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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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같은 동반성장 정책은 재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히려 중소기업의 기술능력 배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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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공동연구개발 활성화, 중소기업 기술이전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의 정책노력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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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장,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구현하다

4.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문제점 및 위헌성 검토
최승재 l 변호사·전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다. R&D 투자 증대와 중소기업의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한 M&A 활성화가 적극 확대되고, 기

2011년 신설된 상증세법 제45조의3(증여의제과세)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

업자율을 바탕으로 한 대·중소기업 간 및 중소기업 간 성과공유제가 확산되어야 한다.

으로 헌법 제23조 위반의 소지가 있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를 개정하여 현저성
요건을 없애는 등의 방법으로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겠다는 방안도 역시 부당성 요건과 함
께 현저성 요건이 부당지원행위 규정을 위헌적이지 않도록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3. 대기업집단 출자구조 규제에 대한 논의와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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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규제는 공정거래법, 형법, 세법, 회사법 등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기업집단의 가공자본을 비교해보면 민간기업집단보다 가공자본비율이 높은 공기업집단이 존

2011년 상증세법 제45조의3과 상법의 회사편에 제397조의2 회사기회유용 규정이 신설되어

재하며, 이는 출자로 인한 가공자본의 형성이 의도적으로 투자자를 기만하기 위한 목적에서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게 되었다. 현재도 추가로 형사적인 규제의 강화(조세범처벌법의 적용

비롯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판단할 때, 기업집단 출자구조에

등)나 공정거래법상의 부당지원행위에서의 현저성 요건을 삭제하는 방안 등이 일감몰아주기

대한 일률적 규제를 적용하는 정책은 배제되어야 한다.

규제로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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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를 바라보는 관점은 철저한 경제분석을 통하여 개별 사안별로 합리적으로 이루

정치권에서는 경제력집중 억제를 목적으로 기업집단 출자구조에 대한 규제 도입을 발표한 바

어져야 한다. 복수의 기업을 계열회사나 자회사로 두고 있는 기업집단이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있다. 계열사 간 출자를 통해 가공자본과 소유지배 간 괴리를 발생시킴으로써 사익편취의 위

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은 기업집단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다. 기업집단의 수직계

험성이 존재한다는 주장에 따른 정책이다.

열화와 계열사 간 거래는 거래를 통한 시너지 창출, 효율성, 보안성, 신속성 등을 이유로 이루

그러나 이는 기업집단 출자구조에 대한 오해로부터 유발된 측면이 강하다. 기업집단의 가공자

어지는 경우가 상당수 인데 이러한 합리적인 거래와 비정상적인 거래를 구별하지 않고 일률

본을 비교해보면 민간기업집단보다 가공자본비율이 높은 공기업집단이 존재하며, 이는 출자

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정책적인 타당성이라는 면에서 의문이 있다.

로 인한 가공자본의 형성이 의도적으로 투자자를 기만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한 것은 아니

2011년 신설된 상증세법 제45조의3(증여의제과세)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

라는 점을 시사한다.

로 헌법 제23조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

지주회사체제 기업집단의 경우, 지주회사가 아닌 기업집단보다 가공자본비율이 높으며, 순환

이 있으며,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를 개정하여 현저성 요건을 없애는 등의 방법으로

출자구조를 가진 기업집단보다 가공자본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순환출자구조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겠다는 방안도 역시 부당성 요건과 함께 현저성 요건이 부당지원행위

를 가진 기업집단이 순환출자를 통해 의도적으로 가공자본을 증대하고 있다는 주장의 개연성

규정을 위헌적이지 않도록 하여 규제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요소라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이 낮음을 시사한다. 현실적 비교에서 순환출자구조를 가진 기업집단의 소유지배 괴리지표가

고려하여야 한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론적으로 순환출자구조는 소유지배 괴리지표를 더
감소시키기도 한다. 순환출자가 형성되면 고리형성 피출자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만 증가하는
반면, 순환출자고리 내 모든 계열사의 현금흐름권이 증대되기 때문이다.

5. 지주회사 행위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판단할 때, 기업집단 출자구조에 대한 일률적 규제를 적용하는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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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되어야 한다. 순환출자규제 도입 시 구조조정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며, 규
제순응을 위해 헐값매각으로 인한 소액주주 피해 가능성이 존재한다.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

국내적으로도 지주회사는 일반 기업집단에 비해 불리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국내외적으

으로 법률을 제정하여 부작용을 유발하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후속 개정으로 재조정하였던

로 규제차별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지주회사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장기적으

기존 관례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회사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부의

로는 지주회사에 대한 사전규제를 폐지하고, 그 대신 일반 기업집단과 동일하게 기업결합

역할 강화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출자구조 규제와 같은 일률적 규제로 기업집

및 부당내부거래를 통한 경쟁제한행위를 규율해야 한다.

단의 출자구조를 재단하려는 정책은 배제하고 기업 내·외부 견제시스템과 시장규율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고 보조하는 데 정책을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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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주통합당 등 정치권에서는 대규모기업집단과 함께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제를 한층 강
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한도를 현행 200%에서 100%로 내리고
자회사, 손자회사에 대한 최소 지분율을 상장회사 기준으로 지금의 20%에서 30% 이상으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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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제도와 사례를 비교분석해 본 결과, 우리나라 지주회사는

유 지분의 한도 축소(9%→4%)와 금융계열사 분리를 위한 ‘계열사분리청구제도’ 도입 등 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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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하에서도 이미 국제적 정합성에서 벗어난, 과도한 그물망식 사전규제에 시달리고 있으

분리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 국내 기업집단의 금산분리 핵심 쟁점은 2008년 정부

며 투자 촉진을 위해서도 규제완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지주회사는 각종 출자

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포함되었던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 허용 여부이다. 7차례 심

규제에 더하여 금융업 영위 불허, 부채비율 제한 등 최소한 여섯 가지 측면에서 외국의 동종형태

사 끝에 중간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금융자회사 소유가 가능한 수정안을 합의하였지만 18대 국

기업에 비해 불리한 규제를 받고 있다. 따라서 규제완화를 통한 역차별 시정이 필요한 시점인데,

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현재 자동 폐기된 상태이다. 그러면서 정부의 개정안 통과를 기대하

이에 반하여 규제 강화를 거론하는 것은 거꾸로 가는 잘못된 정책방향일 것이다.

며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들의 금융자회사 처리문제가 발생하였고 유예기간이 다가오면서 심

국내적으로도 지주회사는 일반 기업집단에 비해 불리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일반 기업집단

각한 비용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이면 상호지급보증 및 상호출자 금지,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실제 글로벌 스탠더드라 할 수 없는 금산분리 규제의 정도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및 공시 외에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신고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반면에 지주회사는 자산 총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점을 갖고 있다. 먼저 기존 금산분리 지지 논거였던 재벌의 사금고화와

액 1천억 원 이상이면 상호출자 금지는 물론, 대규모기업집단에는 적용되지 않는 타 회사 출

리스크 전이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우려는 관련 법 개선과 자본시장 발전 등 제도적 장

자 제한, 공동출자 금지, 출자단계 제한, 금융업 영위 불허 등 각종 사전규제를 적용받는다. 소

치 마련으로 상당부분 축소된 상황이다. 오히려 국내 금산분리 규제는 기업집단들의 지배구조

유지배구조의 단순·투명성과 기업구조조정의 편리함을 이유로 정부는 2002년 이후 지주회사

개선을 어렵게 만들고 과잉규제 및 중첩규제로 경영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

의 설립과 전환을 유도해 왔지만 제도와 정책의 실질적 내용에서는 지주회사가 일반 기업집

은행금융계열사에 대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과 공정거래법이 충돌하고 있으며, ‘계열분리청구

단에 비해 훨씬 엄격한 그물망식 사전규제에 묶여 있는 셈이다. 특히 전체 92개에 달하는 일

제도’의 경우에는 개인 재산권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는 등 법리적인 문제도 안고 있다.

반지주회사는 평균 자산규모가 1조 원 미만으로서 대부분 중견기업 규모에 해당되는데도 불

한편, 산업자본의 비은행 금융업 진출은 국내 금융산업 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인 자본력 확보

구하고 이들 지주회사의 투자와 출자에 있어 대규모기업집단보다 엄격한 사전규제를 적용하

에 도움을 주고 신규 산업기회의 제공 및 결합 시너지 등 경영 효율성 제고에도 도움을 줄 것

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다. 따라서 정부는 금산분리 완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를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규제차별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지주회사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재상정 및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 차후에는 금융업별 차별적

장기적으로는 지주회사에 대한 사전규제를 폐지하고, 그 대신 일반 기업집단과 동일하게 기업

규제와 함께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를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
자유시장,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구현하다

결합 및 부당내부거래를 통한 경쟁제한행위를 규율해야 한다. 그러나 출자단계와 출자방향에
대한 사전규제를 당장 폐지하기 어렵다면, 우선은 지주회사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중견급 지주회사의 투자와 성장을 제약하고 있는 규제들을 재조정해야 한다. 시급히

7.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개선이 필요한 사안으로서 본 연구는 ▲지주회사의 금융업 영위제한 폐지 ▲타 회사 지분 5%

이선화 l 부연구위원

초과 보유제한 폐지 ▲공동출자 금지 규정 완화 ▲증손회사 보유의 원칙적 허용 등을 제안하
는 한편, 해당 기업이 의도하거나 원하지 않을 경우 지주회사로 강제전환되는 일이 없도록 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목적으로 한 동반성장위원회의 핵심정

주회사 요건을 보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책이다. 동 제도는 특정 업종에 대한 경쟁의 제한, 특정 경제주체에 대한 사전적 진입규제, 특
정 사업자에 대한 보호주의 제도로 특징지어진다.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와 마찬가지로 중기
적합업종제도 역시 그 실효성이 의문시될 수밖에 없다.
●●●●●●●

6. 금산분리의 쟁점사항 및 개선방안
임병화 l 선임연구원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목적으로 한 동반성장위원회의 핵심정
책이다. 동 제도는 올 초 상생법의 개정으로 법적인 구속력과 강제력을 획득하였으며 특정 업

글로벌 스탠더드라 할 수 없는 금산분리 규제의 정도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다양

종에 대한 경쟁의 제한, 특정 경제주체에 대한 사전적 진입규제, 특정 사업자에 대한 보호주의

한 측면에서 문제점을 갖고 있다. 국내 금산분리 규제는 기업집단들의 지배구조 개선을 어렵

제도로 특징지어진다.

게 만들고 과잉규제 및 중첩규제로 경영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 정부는 금산분리 완화의 중

동 제도의 법제화가 갖는 첫 번째 문제점은 ‘적합한’ 업역에 대한 사전적 규정이 어려우며 행

요성을 인식하고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재상정

정적 진입장벽이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기술, 소비자 선호, 시장조건

및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

등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제환경에서 업종별 적합규모의 정의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다. 두

●●●●●●

번째는 과거 고유업종제도의 성과분석 결과 지정업체들은 제도 시행기간 동안 주요 경영지표

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은 국내 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 완화의 일환으로 산업자본의 은행소

가 악화되었으며, 업종 해제 이후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이 오히려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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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이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업종규제인 중기적합업종제도 역시 그 실효성이 의문시될 수

력 육성이 필요하다. 또한 서면계약서 활성화를 통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의무

연구 및 정책제안

밖에 없다. 세 번째 문제점은 동 제도가 법제화됨에 따라 간접수용이나 시장접근의무 등에 있

관계를 명확히 하고 미래에 초래될 수 있는 계약적 분쟁을 미리 예방하도록 해야 한다.

●●●●
자유시장,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구현하다

어서 FTA와 같은 주요 국제규범과 상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끝으로, 현재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이나 처벌강화 논의는 행정편의적 제도이며 과잉규

9. 이중대표소송제도 도입의 문제점

제 및 법치주의에 대한 논란을 재점화할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1) 산업계의 현실에 대한 실증적 재검증 2) 민간

신석훈 l 선임연구원

자율원칙의 확립 3) 불공정행위의 근절과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 4) 무분별한 보호정책이 아닌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ement rule)이 입법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과 칼날

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효율화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는 이중대표소송을 입법화할 경우 남소의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중대
표소송을 입법화하는 것은 무리이고 해석론적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것도 원칙적으
로 바람직하지 않다.

8. 하도급 거래규제 합리화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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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권에서는 재벌개혁의 수단으로서 이중대표소송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하도급 거래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이들 관계의 본질이 사적 계약이라는 사실을

제기되고 있다. 이중대표소송이란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관계에서 종속회사의 이사가 주의의

망각한 규제방법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행정적 사전규제가 아닌 법원을 통한 실효

무 위반 등으로 종속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때 종속회사의 주주인 지배회사가 주주대표소송을

적, 사후적 권리구제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제기하지 않을 경우 지배회사의 소수 주주들이 직접 종속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

제기하는 것이다.

하도급법에서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행위유형들을 법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외형적으로 이러

이중대표소송 도입논쟁의 쟁점은 ‘자회사 이사의 통제와 모회사 소수 주주 보호’ vs. ‘모회사

한 행위에 해당하기만 하면 특별한 입증 없이도 위법한 것으로 보아 손쉽게 규제를 할 수 있도

와 자회사가 각각 누리는 독립된 법인격의 경제적 효용’이다. 이중대표소송을 인정한다는 것

록 하고 있다. 반면, 기업 간 계약관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어디까지가 위법한 불공정행위이고

은 결국 개별 회사의 독립된 법인격을 부인하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이중대표소송 도입 시

어디까지가 정상적인 기업활동인지를 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얻게 되는 장점과 법인격을 부인함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단점을 모두 고려하여 도입 여부를

법적 판단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은 입증책임(burden of proof)과 입증기준(standards

결정해야 한다. 이중대표소송이 인정될 경우의 문제점으로는 이중대표소송이 인정되어 기업

of proof)의 강화이고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이 강해질수록 일반적 입증기준보다 강화된 명

그룹 전체를 한 회사로 간주한 경우 그만큼 기업을 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선택 가능한 기업지

확한 증거제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월적 지위남용행위 규제의 세계적 동향이다. 그러나 우

배구조 형태의 폭이 좁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ement rule)이

리나라 하도급법은 이러한 원칙과는 완전히 상반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입법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과 칼날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는 이중대표소송을 입법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부터 제재를 당하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헌법상의 ‘법치국가

화할 경우 남소의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중대표소송제도는 궁극적으로 기업집단 오너가 계열

원리’, ‘적법절차 원리’ 등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납품단가 인하 시 부당성

사 간 내부거래를 통한 사적이익 추구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유사한 기능을 하는 우리나

에 대한 입증책임을 원사업자에게 전환하면서, 동시에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강력한 제재를

라의 공법적, 사법적 현행 제도들을 총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부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최근 정치권에서의 논의는 더욱 그러하다.

결국 이중대표소송을 입법화하는 것은 무리이고 해석론적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것

또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납품가격 조정 시 계약 당사자들 간 자발적 협상을 유도하는

도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법인격이 부인되어야 할 정도로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신청권만 부여하는 경우에는 궁극적인 계

는 법인격부인법리를 적용하여 간접적으로 해석론적 관점에서 인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약 당사자들의 변화가 없으므로 계약의 본질적 논리에서 벗어나지 않지만, 중소기업협동조합
에 납품단가 협상권을 줄 경우에는 신청권과 달리 직접적인 협상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되

평가

므로 애초의 계약 당사자에 변경이 있게 되어 계약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게 된다.
하도급 거래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이들 관계의 본질이 사적 계약이라는 사실을

본 연구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대기업 쟁점사안을 경제적·법리적 관점에서 면밀하게 검토하

망각한 규제방법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행정적 사전규제가 아닌 법원을 통한 실효

여 각 주제별로 정책과제들을 정리하고 있다. 각 제도·정책의 현황 및 외국의 사례, 새로이 제

적, 사후적 권리구제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중소기업을 법률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시

기된 쟁점사항 및 문제점, 규제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법제도의 검토 등을 담고 있다는 점에

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 활용을 위한 홍보와 제도를 운영할 전문인

서 본 보고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대기업 논의의 종합판이라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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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위탁대기업과 하도급 협력기업 간의 위험공유(risk sharing)가 이미 현실의 부품소재 거

대기업 성장이 중소기업의 매출성장과
투자증가를 가져옴을 실증분석하다
대기업 성장의 협력기업 낙수효과 분석
- 자동차·조선산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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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관계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자동차산업과 조선산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기업의 성장은 당해기업 협력기업의 매출성장
및 협력기업의 투자에 양의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산업이나 조선산업의 경우
에 대기업이 성장하면서 매출이 늘어나고 이것은 1차 하도급관계를 맺고 있는 협력기업의 부
품 및 소재의 수요증가를 가져온다. 이 같은 결과는 대기업의 성장이 수요증가를 통해서 협력
기업의 성장촉진을 가져온다는 낙수효과가 자동차산업과 조선산업의 위탁대기업과 1차 협력
기업 간에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위탁대기업의 1차 협력기업에 대한 기초자료와 2000-2010년까지 데이터를 이용하여

현재의 연구결과는 위탁대기업과 수탁협력기업 간의 파급효과를 나타내는 낙수효과가 발생하

위탁대기업 성장이 협력기업의 투자·성장에 미치는 낙수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대기

지 않는다는 지금까지의 주장이 실증적인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대기업

업과 1차협력사 간 이윤율 격차가 크지 않으며 대기업성장이 협력 중소기업의 매출성

성장의 낙수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현재의 기업정책은 전환이 필요

장과 투자증가를 가져온다는 결과를 얻고 있다.

하다. 대기업 규제-중소기업 보호 위주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현행 대·중소기업 관련 제도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업자율을 바탕으로 한 대·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이병기 l 선임연구위원

간 성과공유제도의 확산이 필요하다. 성과공유제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기업과 중소기
업 모두 매우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공유제도가 민간부문에서
쉽게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 구축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평가
본 연구는 대기업과 1차 협력중소기업 간의 이윤율 격차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성장이 1차 협

연구배경 및 목적

력기업의 매출성장과 투자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대기업의 이윤율은 큰 진폭을
나타내면서 변화하지만 1차 협력기업의 이윤율은 대기업에 비해 이윤율 변동폭이 적어 위험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와 그 원인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고, 그 처방에 있어서도

공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기업이 성장할 때 중소기업의 성장 및 투자 증가가

다양한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2010년 지방선거 이후부터 제기된 동반성장 정책은 대기업-중

발생한다는 것을 실증분석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소기업의 성과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고 이같은 격차의 배후에는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가 발현되고 있지 않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낙수효과가 현실경제에서
나타나고 있는지의 여부와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연구내용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위탁대기업과 협력기업의 이익률은 산업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지만,
자동차산업의 경우 위탁대기업과 협력기업의 총자본 영업이익률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0.8% 정도 협력중소기업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산업의
경우에 협력기업의 성과는 위탁대기업의 성과 개선에 따라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산
업의 경우에 총자본영업이익률은 중소협력기업이 위탁대기업에 비해 약 3.7% 포인트 높은 것
으로 나타나고 있고,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0.3% 포인트 협력중소기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위탁대기업의 이익률은 경제상황에 따라 큰 폭의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지만 협력기업의
이익률은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그리 크지 않고 비교적 안정적인 이익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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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과 정부지출이 동시에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지출의 증가는 소유집중을 유

역사적 맥락에서 기업집단의 성장과
지배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다
한국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역사적 영향요인 고찰 및 시사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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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할 수 있어 향후 기업집단 소유출자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고려된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집단과 정부정책 간의 유대관계가 급격히 변화되면서 기업집단은 자본시
장에 대한 견제를 수용하고 소유출자구조를 진화시켜왔다. 상위 기업집단의 경우 수익성, 재
무구조, 투자율, 시장점유율 등 다양한 방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었으나 자본시장 견제
의 관점에서나 추가적 사업다각화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기업집단의 기업지배구조는 외환위기 이후 이해관계자 모형에서 주주가치 극대화 모형으로
변화되고 있는데,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요구나 정부의 규제정책 논의는 다시 이해관

한국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변화에 대해 역사적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외환위기 이

계자 모형으로 되돌아가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기업집단에 대한 사회적 요구나 규제강화정

후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는 자본시장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어 정부정책의 영향력

책은 자본시장의 견제력을 약화시키며 주주 간 대리인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이 상대적으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정책이나 사회적 요구가 자본시장과

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변화시킬 우려가 있다.

주주가치를 침해할 경우 오히려 기업집단 지배구조에 대한 자본시장의 영향력을 왜곡
시킬 우려가 있음을 시사한다.

평가

김현종 l 연구위원

외환위기 이후에 한정하여 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평가하는 작업에서 벗어나 역사적 흐름 속
에서 기업집단의 성장과 더불어 나타난 지배구조의 변화를 살펴보았다는 데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에 더하여 본 연구는 정부의 경제개입과 정치성향 및 조세정책 등이 기업집단 소유출
자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요인으로서 주목받게 될 것이라 평가하고 있다.

연구배경 및 목적
한국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의 형성에 역사적으로 영향을 준 경제정책, 법제도, 정치경제학
적 요인들을 살펴보고, 기업자료를 이용하여 기업집단의 소유출자구조, 재무구조, 산업조직적
요소, 기업성과 및 투자율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내용
기업집단은 역사적으로 정부정책과 법제도에 대응하면서 사업다각화를 추진했으며, 이 과정
에서 소유지분의 감소와 출자지분의 확대를 경험하였다. 사업다각화의 성공은 기업집단의 소
유지배 괴리를 증대시켰으며, 계열사 간 출자구조는 대규모기업집단 규제와 관련되어 변화되
어 왔음을 확인했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집단 지배구조에 있어서 정부의 영향력은 감소하고 자본시장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이에 따라 재무구조와 기업성과도 변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결과적으로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의 내부지분율을 급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에 있어서 자본시장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기업성과를 중요시하게
되자 기업집단의 투자율이 급감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세계적 추세는 자본시장이 확장
되면서 동시에 정부지출이 감소(혹은 유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나, 한국은 오히려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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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을 출자하도록 유도하여 오히려 현재보다 더 복잡한 출자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출자세 도입의 부작용을 고찰하고
그 도입이 지양되어야 함을 지적하다
계열사 출자에 따른
과세에 대한 논의 및 영향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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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출자세 도입은 자본비용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이로 인해 투자가 대폭 감소될 수 있다.
본 보고서의 정책 모의실험 결과, 40대 기업 중 출자세가 적용되는 기업(지주회사 제외)의 경
우 계열사에 대한 출자재원이 타인자본비율에 비례하여 이루어진다는 가정에서 출자세로 인
해 자본비용이 0.64% 증가하고 투자는 자본대비 1.0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2010년 기준 40대 기업들의 투자 감소액으로 환산할 경우 유형자산으로는 2조 7,401억 원이,
그리고 순유형자산으로는 2조 5,482억 원이 감소하는 규모에 해당한다. 또한 차입금을 계열
사에 대한 출자재원에 우선적으로 사용한다는 가정에서는 자본비용이 1.49% 증가하고 투자는

한국의 법인 간 배당수익 이중과세는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이미 가장 높은 수준으로

자본대비 2.4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40대 기업들의 투자 감소액으로 환산할 경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출자세는 기업경영활동에 있어서 의도하지 않은 역효과

우 유형자산으로는 6조 2,121억 원, 그리고 순유형자산으로는 5조 7,396억 원이 감소하는 규

를 유발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 한국의 자산규모 40대 기업들을 대상으로 출자세 도입

모에 해당한다. 즉, 40대 기업들 중 출자세가 적용되는 기업들의 투자는 출자세 도입으로 인

의 영향을 정책 모의실험한 결과, 평균적으로 자본비용은 최소 0.64%, 최대 1.49% 증

해 최소 2조 원에서 최대 6조 원에 이르는 규모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하고 이에 따라 투자는 자본대비 최소 1.07%, 최대 2.49% 감소했다.

평가
김현종 l 연구위원 황상현 l 부연구위원

본 보고서는 우선 출자세 관련 국내외 문헌검토를 바탕으로 출자세로 인한 기업경영활동의
의도되지 않은 역효과의 발생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자본규모 40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 모의실험(policy simulation)의 결과로 출자세 도입이 자본비용을 상
승시켜 투자를 크게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본 보고서의 연구결과는 출자세 도입에 대한 주의와 경계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

연구배경 및 목적

을 가진다.

2012년 초부터 총선·대선을 겨냥한 정치권에서 계열사 출자에 따른 과세(이하 “출자세”) ―
대기업집단에 한해 ① 계열사 간 배당수익의 익금불산입 폐지 ② 계열사 투자를 위한 차입금
에 대한 이자비용의 손금산입 폐지 ― 가 주장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출자세와 관
련된 논의를 정리하고 출자세 도입 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내용
우리나라는 이미 주요 국가들보다 법인 간 배당수익에 대해 높은 이중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한편, 최근 해외 문헌에서는 배당수익의 이중과세가 피라미드 기업집단의 출자구조를 해체하
였다는 주장에 대해 의문과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출자세는 기업경영활동에 있어서 의
도되지 않은 역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즉, 출자세는 ① 배당성향 감소 ② 이익금의 사내
유보율 증가 ③ 자사주 매입 증가 등 기업이익금의 배분효율성을 왜곡시킬 수 있다. 이 밖에도
출자세는 한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에 대해 높은 출자지분을 보유하더라도 배당지급금에 대한
익금불산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높은 출자지분을 유지할 유인을 감소시킨다. 그에 따라 한
계열사가 대규모 지분을 보유(block holding)하는 유인이 감소하고, 다수의 계열사가 소규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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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化)·고령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의 생산성 약화와 투자수익률 둔화로 공급기반이 약

일본경제의 장기침체 원인을 분석,
반면교사의 계기를 마련하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한국에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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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것도 장기침체를 야기하였다. 또한 경기침체의 원인을 유동성 함정으로 인식하고 시행한
확장적 재정지출이 재정건전성만 약화시키고, 부실채권 처리와 산업구조조정이 지연되는 등
하시모토 정부와 고이즈미 정부의 개혁 실패도 중요한 장기침체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내수부진이 구조적인 현상으로 정착되어 왔고 수출이 성장을 주도하
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대외환경 변화에 매우 취약하다. 게다가 우리나라 역시 일본과 같
이 빠른 저출산·고령화로 노동공급이 감소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일본처럼 공급기반이 취약해질 전망이다. 국내 주택가격이 급락하면서 일본과 같은 장기

일본의 경기침체는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명명될 정도로 장기화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부동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일본에 비해 우리의 국가재정은 상대적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서비스산업의 성장동력화를 통한 내수확대 및 수

으로 건전한 상태이지만 충당부채 및 미지급금과 공기업의 부채를 합하면 총 국가부채도

출의존성 개선과 노동공급 기반 강화와 투자활성화를 통한 잠재성장력 확충에 집중해야

GDP 대비 100%를 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모습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내수확대 및 수출의

할 것이다. 또한, 장기 부동산 침체 및 가계부채의 위험성에 대비하여 주택정책의 패러

존성 개선을 위한 서비스산업의 성장동력화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고용 관련 각종 규제 개선

다임 전환과 저금리정책의 탄력적 운용 등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재정

을 통한 노동의 유연성 및 안정성 제고와 여성 노동인력 확충 등 노동공급 기반을 강화하는

건전성 확보에 주력할 수 있는 복지·재정·조세정책의 추진 역시 중요하다 하겠다.

방향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투자활성화 또한 잠재성장률 제고에 필수적
인 만큼, 고정투자의 증가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사회적 여건 개선도 필요하다. 아울러 우

조경엽 l 선임연구위원 허원제 l 부연구위원

리나라 역시 장기 부동산 침체 및 가계부채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어, 이로 인한 금융 부실
에 대비하여 주택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저금리정책의 탄력적 운용 등의 선제적 대응이 필
요한 시점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글로벌 경제위기의 해법은 명확하지 않고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 지금은 경기부양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장기전에 대비하는 자세로 재정건전성 확보에 주력하는 복

연구배경 및 목적

지·재정·조세정책의 추진이 필요하겠다.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가계소득 둔화, 내수부진, 부동산 경기 위축, 저금리 정책으로 쌓

평가

여온 가계부채의 부실화, 저출산·고령화 등 일련의 사건들이 일본의 장기침체 과정을 닮아가
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본 연구는 플라자 합의 이후 자산버블의 생성과 붕괴에서부

일본의 장기침체 원인들을 분석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유사하게 겪고 있는 우리 경제가 일

터 현재까지 이어온 일본 장기침체의 과정과 그 원인들을 총공급과 총수요 측면에서 살펴보

본의 정책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향후 우리 경제가

고, 우리 경제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나아갈 다양한 성장방안을 제시하는 데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내용
198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장기침체 전개과정에서 드러난 일본 경기침체의 장기
화 원인은 지속적인 엔화 강세, 인구구조 변화와 공급기반 약화, 과오투자 조정 실패, 부실채
권 처리 부진, 재정적자 심화, 구조적 내수부진, 정치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한 경제개혁 실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플라자 합의 이후 부동산 버블 형성과 붕괴 과정에
서 보여 준 일본정부의 잘못된 금리정책은 장기침체를 촉발하였다. 지속적인 무역흑자 등 지
금까지 이어진 엔화강세 환경은 일본경제에 수출경쟁력 약화, 산업공동화, 디플레이션 등을
초래하였으며, 그 결과 기업 이익률 하락 및 내수산업의 생산성 저하로 인해 신규투자가 감소
하고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줄어들면서 내수시장이 지속적으로 위축되었다. 그리고 소자화(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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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석유제품 산업구조를 실증분석,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다
석유제품 산업구조와 시장경쟁
- 이명박 정부의 유가 안정화 정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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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석유제품 산업 및 가격결정 구조에 대한 실증분석을 토대로, 알뜰주유소와 혼합판
매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정책을 평가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평가할 수 있다.

실증분석 결과, 석유제품시장에는 유효경쟁이 실재하며 가격도 대체로 대칭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알뜰주유소와 혼합판매 확대를 골자로 한 정부의 유가정책은 편익보다 비용
이 크며 석유제품 브랜드가치의 훼손과 기업의 품질 제고노력 저해 및 공정경쟁 훼손의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공정경쟁질서의 확립을 통해 산업경쟁력 향상과 가격인하 쪽으
로 정책방향을 잡아야 한다.
황인학 l 선임연구위원 최원락 l 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정유산업의 과점적 구조로 인해 석유제품의 가격이 높다는 인식이 팽배한 가운데, 최근 정부
는 알뜰주유소와 혼합판매 확대를 골자로 한 유가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정유산업이 초
과 생산설비로 수출경쟁 중에 있고 수입시장 개방으로 유효경쟁이 충분하다는 반론도 있는
만큼, 본 연구는 석유제품 산업구조에 대한 실증분석을 토대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
고자 한다.

연구내용
실증분석 결과, 국내 석유제품 시장은 경쟁적이고 공급자들이 시장에서 암묵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국내 석유제품 가격도 대체로 대칭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알뜰주유소
와 혼합판매 확대정책은 편익보다는 비용이 더 크며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고 기업의
품질제고 노력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또한,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기존 정책과 상충되며 공정
한 경쟁을 훼손하는 한편, 가격을 높은 수준으로 동조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인위적인
시장개입을 지양하고 공정경쟁질서의 확립을 통해 산업경쟁력도 향상되고 가격도 인하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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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양허계약에 준거법을 기재할 때는 가급적 우리 기업에 유리한 법규를 지정하도록 신경

한·미 FTA ISD 제도의 내용과
의미에 대한 실무적 이해를 높이다
해외 투자기업들의
한·미 FTA ISD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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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야 한다.
ISD는 투자자가 입은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는 제도다. 규제 이전과 이후의 시장점유율 감
소 추세를 보여주는 각종 통계자료는 규제로 인한 직접적 손해 발생을 입증하기에 유력한 증
거이니 미리 챙겨둘 필요가 있다. 또한 ISD 제소를 위한 각종 절차적 요건에 대해서도 정확하
게 이해해야 한다.
투자기업 입장에서는 결국 ISD로 제기할지, 아니면 정부 간 FTA 분쟁패널 절차나 국내소송
절차로 제기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 소요시간, 비용, 투자유치국과의 우호관계, 쟁송과정에 대

ISD는 신속하고 직접적인 권리구제가 필요한 국제투자 분쟁 분야에서 분쟁을 불필요하

한 주도권, 구제수단 등의 요소를 감안하여 최적의 쟁송절차를 택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반드

게 외교문제화하지 않고 투자자가 정부와 직접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현대적인 요구

시 쟁송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투자 옴부즈맨 제도를 통한 청원이나 각종 사전 조정기능을 활

를 반영한 제도다. 한·미 간에 ISD 제도가 FTA를 통해 자리잡음으로 인해, 미국에 진출

용하여 조용한 해결을 추구하는 방안에 대한 장단점도 체크해야 한다.

한 우리 기업들도 ISD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ISD 진행과정에서 제출하는 각종 서류에 대해 기업 비밀을 근거로 정보에 대한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비밀정보는 철저하게 보호를 요청해야 한다. 우리 투자자가 패소한 판정일지라도

최원목 l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판정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사실을 나중에 발견한 경우, 중재판정의 수정
을 요청할 수 있고 재판부 구성의 하자, 월권행위, 부정행위, 절차규칙 일탈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는 중재판정의 취소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평가
한·미 FTA ISD 제도의 내용과 의미에 대한 실무적 이해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

연구배경 및 목적

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미 FTA의 ISD 제도에 대한 활용방안에 초점
을 맞추고 있으나,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다른 FTA와 투자보장협정에서 ISD 제도를

한·미 FTA는 협상 및 타결, 그리고 국회비준을 거치는 과정에서 정치적 반대가 적지 않았고

활용함에 있어서도 본 연구를 응용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대의 이유로 내세운 대표적인 것이 소위 투자자-국가 중재제도(ISD)였다. 그러나 ISD에 대
한 논쟁은 대부분 ISD에 대한 이해 부족, 그리고 ISD의 부작용에 대한 과도한 해석 및 괴담에
근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ISD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는 데
있어 해외투자기업 입장에서 ISD 제도를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자 한다.

연구내용
FTA 실체법적 투자규정의 기본구조와 한·미 FTA 투자규정의 적용범위, 한·미 FTA 투자관련
실체법적 의무, 그리고 ISD 절차법적 규정의 의미를 여타 주요 FTA 및 투자협정과의 비교분
석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ISD를 활용하려면, 우선 진출대상지 당국 또는 파트너와 투자의향서를 주고받을 때부터 신경
써야 한다. 투자의 목적, 기대효과 및 예상수익 등을 미리 상세히 기술하여 공식 서한이나
MOU 형태의 문서로 교환해 두면, 나중에 현지 정부의 부당한 규제로 인해 이러한 기대가 저
해되었음을 입증하기가 수월해진다. 계약에 명시된 적용법규가 ISD 심리의 준거법이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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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위주의 발행과 정책금융의 한계, 그리고 고수익 채권시장의 미발달 및 자본시장의 역할

회사채 유통시장의 장기적인
발전방향 논의를 본격화하다
회사채 시장 활성화 방안
- 유통시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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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대를 지적하였다. 회사채 발행시장의 경우 2010년 신용등급 BB 등급 이하의 회사채 발행이
5건에 불과하고 평균만기도 3.18년에 그치고 있다. 또한 외부요인에 상당히 취약한 모습을 보
이고 있어 독립적인 신용시장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유통시장은 회사채 투자기반
이 상당히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국채 위주의 우량 회사채에만 거래가 집중되면서 비
우량 회사채의 거래량은 2004년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다양한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회사채거래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못한 점은 유통시장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
하고 있다.

국내 경제 성장을 위한 회사채 시장 활성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00년 이후 국내 회사채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었다. 유동성 강화방안

국내 회사채 발행증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질적 성장은 여전히 이루지 못하고 있다. 본고

으로 회사채 펀드 도입, 적격기관투자자제도 도입 등이 시행되었으며 투명성 강화를 위한 회

에서는 국내 회사채 시장의 역할 및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기존의 회사채 시장 활성화 논

사채 인수제도 개선, 신용평가시장의 선진화 정책이 마련되었다. 최근에는 상법 개정안에 투

의와 함께 시장기능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시장기능은 유통시장을 통해

자자 보호 강화 장치를 마련하여 회사채 투자기반 확보를 꾀하였다. 반면, 시장기능 확보나 장

달성되고 독립적인 신용시장을 위해서는 유통시장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기 투자자 확보를 위한 회사채 유통시장 개선에 대한 관심은 미미한 수준이다. 본 보고서에서

회사채전문 ATS 설립, 부도채권시장 개설 등의 유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는 회사채 시장 활성화를 위한 투자기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면서 장기자금조달과
혁신 중소기업으로의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하는 회사채 시장의 시장기능 정상화가 필요하

임병화 l 선임연구원

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통시장의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장외거
래 위주인 회사채 유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회사채전문 ATS 도입과 부도채권시장 개설을 제안
하였다.

평가
연구배경 및 목적
외환위기 이후 무보증 일반 회사채로 재편된 회사채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논의를 포함하
국내 회사채 시장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의 두 차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제도적

여 유통시장 정상화를 통한 회사채 시장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투자자 기반 확대나 회사

변화와 양적 변화를 맞이하였다. 외환위기 당시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회사채 시장이 팽창

채 시장의 투명성 확보방안 등 기존의 논의를 포함하여 장기적으로 시장기능을 활용한 시장 활

하고 1999년 대우사태와 2000년대 초 SK사태 이후 시가평가제도가 도입되면서 국내 회사채

성화라는 회사채 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시장

시장은 무보증 회사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이후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통한 은행의 경영능력

기능 활성화의 핵심은 유통시장의 활성화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내 회사채 유통시장의 장

향상으로, 더딘 성장을 해오던 국내 회사채 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환점으로 기업의 신

기적인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용수요를 회사채 시장이 흡수하면서 다시 한 번의 성장기회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회사채 시장의 질적 부분에서는 보완이 절실하다. 최근의 회사채 발행은 우량
대기업이 대부분으로, 창의적 벤처기업이나 혁신 중소기업과 같은 비우량 회사채 발행은 계속
해서 감소하고 있다. 짧은 평균 발행만기로 인해 회사채는 장기자금조달 역할을 다하지 못하
고 있으며, 유통시장에서의 우량회사채 쏠림현상과 모험자본 부족으로 인한 불균형은 발행시
장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본고에서는 기존 회사채 시장 활성화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여 상
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유통시장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내용
국내 기업금융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 회사채 시장 개선의 필요성으로 지나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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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관계에 대해 극과 극의 다양한 설명들이 존재하지만 필자는 미래의 미국과 중국 관계는,

미중 관계의 미래와 그 영향을 분석,
대비할 것을 권하다
미중 패권 경쟁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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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힘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한 갈등관계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는 데 동의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가정하고 대비하는 것이 가장 전략적으로 현명한 일이라고 판단했다.
미국과 중국이 갈등 관계에 빠질 경우 한국의 선택은 한 국가를 지지하는 것이 되어야 할 터
이다. 한국은 지정학적 속성 때문에 중립을 택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경우
우리의 선택 기준은 한국의 안전과 독립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상대를 택하는 것이며, 현
실적으로는 승리할 수 있는 국가를 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국력의 증강에 관한 제반 요인을 분석한 후 미국이 궁극적인 승자가 될 것이라고

중국의 급속한 경제력 부상은 동시에 중국 군사력의 증강을 수반하고 있으며 중국의 패

전망했고, 한국이 미국과 동맹을 지속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권적 행태도 이와 더불어 나타나고 있다. 미중 양국은 향후 동북아시아는 물론 세계적
차원에서 패권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있으며, 그럴 경우 한국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

평가

것이냐에 관하여 어려운 선택에 당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미중 관계의 미래와 그것
이 한국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정밀하게 분석하고 대비해야 한다.

미중 관계에 대한 한국사회의 만연된 견해를 정확하게 교정하고, 미국과 중국이 갈등 관계에
빠져들 경우 우리의 전략 선택이 대단히 어려울 것임을 전제로 미중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전

이춘근 l 선임연구위원

개될 것인가에 대해 각종 국제정치 이론을 원용하여 양국의 국력추이를 판단해 보고, 여러 가
지 가능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떤 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인가에 관한 선구적인 연구라
고 평가할 수 있다.

연구배경 및 목적
그동안 대한민국은 ‘미국과는 동맹’, ‘중국과는 전략적 동반자’라는 편리한 수사로서 미국과 중
국을 대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는 미국과 중국이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는 한도 내
에서만 가능한 전략이었다. 중국의 경제력 증강이 급속한 군사력 증강을 수반하는 상황에서,
더불어 중국의 행동도 점차 강대국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더 이상 과거의 ‘편리한 전략’을 고
집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향후 미중 관계는 어떻게 진행
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미중 관계의 미래에 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각각의 경우 한국은 어떤 전략을 택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분석한다.

연구내용
중국 급성장의 실질적 모습과 미국의 현실적인 국력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기왕
에 제시된 미중 관계에 관한 수많은 이론 혹은 설명에서 ‘중국의 국력에 대한 과장, 미국의 국
력에 대한 과소평가’ 라는 편파적인 측면이 보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중국의 실력이 상당부
분 과장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중국의 경제력 및 군사력에 관한 자료에서 부정확한 부분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본 보고서는 다음으로 미국과 중국의 미래에 관한 다양한 학설들을 소개한다. 미국과 중국의

062. 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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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생존전략
이슈를 살피다

Part. 2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각종 경제현안은
물론 정치·사회·문화를 총망라하는
대한민국의 생존전략 이슈를 포함하였습니다.
시사적인 사안은 물론이거니와 쉽게 해결되지
않고 현안으로 남아있는 문제도 다루었으며,
강력한 시사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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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4. 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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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부채 증가의 문제점 및 시사점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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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부채 감축의 한계를 설명하고
구조적 문제 개선방안을 논의하다

공기업은 외부로부터의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내부로부터의 도덕적 해이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기업 스스로의 부채감축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공기업 부채를 정부부채로 포함하여 국회감시를 받게 하거나 부실 공기업의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민영화해서 시장 감시에 노출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김영신 l 부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지난 10년 동안 공기업 부채는 급증하여 정부예산규모를 초과하는 수준까지 육박했다. 공기업
의 자본대비 부채비율은 급속하게 악화된 반면, 2000년 전후 동기간 공기업에서 민영화된 기
업의 부채비율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었다. 본고에서는 공기업 부채 증가의 구조적 원인과 문제
점 및 지속가능성에 대해 분석하고 공기업 부채 증가 추세를 둔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공공재정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를
통해 재정 정책 및 제도의 적절한 설계 및

연구내용

개선만이 지속적 경제성장 및 사회안정을

공기업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은 정부의 직·간접적인 통제로 경영의 독립성 훼손과 도덕적 해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가 결합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특히 (준)시장형 공기업의 무리한 국책사업
추진과 지나치게 통제된 공공요금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어 부채가 발생했음을 분석했다. 공기
업의 영업이익 감소, 금융부채에 대한 이자상환 및 기존 진행사업에 대한 투자 부족액 등을
고려할 때 공기업의 부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둔화시키기 위해서는 공기
업 부채를 정부부채로 포함하거나 부실 공기업을 단계적으로 민영화할 필요가 있다.

평가
본 연구는 공기업 외부의 정치적 영향과 내부의 방만한 경영 및 도덕적 해이로 공기업 부채가
급증하였으며, 공기업 스스로의 부채 감축은 한계가 있음을 설명하고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 평가할 수 있다.

066. 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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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생존전략
이슈를 살피다

지방재정 부실화가 국가 전체의
재정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다
스페인의 지방재정 부실화와 국가부도 위기

지방재정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함을 공론화하다
해외 지방재정 위기의 주요 원인과
우리나라 지방재정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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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의 경제위기는 낮은 수준의 국가부채에도 급속도로 상황이 악화되어 재정위기가

지방재정 위기로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스페인, 이탈리아, 중국의 지방재정 부실화 초래

발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도 지방재정 여건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악화되

요인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나라를 타산지석 삼아, 관측된 문

고 있다. 스페인과 같은 경제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방채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

제점들에 대안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지방재정 위기에 대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는 관련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지방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허원제 l 부연구위원

허원제 l 부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연구배경 및 목적

스페인과 이탈리아, 중국의 지방정부들은 채무 수준이 큰 규모로 누적되면서 자국 경제를 위
기로 내몰고 있다. 본 연구는 이들 세 나라의 지방정부 재정 부실화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의

스페인 지방정부의 누적된 부채와 재정적자는 국가채무 부담을 가중시키며 국가재정을 위협

주요 원인에 대해 우리나라는 어떤 상태인지 점검하여 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한다.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스페인 국가부도 위기의 중요한 원인인 지방재정 부실화에 대해 살펴보
고, 향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내용

연구내용

스페인, 이탈리아, 중국의 지방재정 부실화를 초래한 주요 요인들은 ‘사회공공 서비스 분야 비
용지출 확대’, ‘높은 수준의 수직적 재정 불균형으로 인한 연성예산제약’, ‘지방공기업의 부채

스페인은 한때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재정건전성을 보였던 나라다. 이를 감안하면 우리나

증가와 부실화’ 등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지방재정을 점검해 보았다.

라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1,000조 원에 육박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가계부채가 주택가

첫째, 스페인 지방정부와 같이 우리나라 지방정부도 급증하는 사회복지비 지출 부담에 직면해

격 급락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지방정부들의 부채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모두 악화되고 있

있다. 게다가 양대선거와 맞물려 선심성 복지공약 등으로 막대한 복지비용 지출이 예상되어

어 스페인의 경우를 답습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더욱 우려가 크다. 둘째, 이탈리아와 유사하게 높은 수준의 수직적 재정 불균형으로 인한 연성

포퓰리즘에 입각한 선심성 사회복지 지출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대형 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예산제약이 관측되고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 책임성 약화와 안일한 재정운용으로 인한 재정

강화 및 행사·축제 비용 정비를 통한 지방재정지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노력 또한 필요하

부실화 우려가 다분하다. 셋째, 중국·스페인과 흡사하게 지방공기업들이 공사채 발행을 크게

다. 아울러 공기업 부채의 적극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재무제표에 잡히지 않는

확대한 반면, 경기침체에 의해 재무여건이 악화되면서 지방공기업의 부채 증가 및 부실화에

지방공기업 부채규모를 건전하게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세원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

의한 손실을 고스란히 짊어질 위기에 놓여 있다.

평가

평가

본 연구는 지방재정 부실화가 국가 전체의 재정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함으로써 지방

스페인, 이탈리아, 중국을 위기에 빠뜨린 지방재정 문제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상황을 점검

재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으며, 향후 지방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해 봄으로써 사전예방을 통해 지방재정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함을 공론화하였다.

068. 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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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고용효과를 분석,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방안들을 모색하다
경제성장과 법인세의 고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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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상’과 같은 분배적 고용정책은 성장이 둔화될 시,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킬 가
능성이 있다. 향후에는 시장경제질서에 의한 성장을 통해 고용창출을 모색해야 한다.

노동시장
분석과
일자리 창출

조경엽 l 선임연구위원 오태연 l 연구원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가 사회적 화두로 대두되면서 분배와 정부개입이 중시되는 풍토
가 조성되고 있으며, 복지재원 마련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고용정책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고용의 결정요인과 법인세의 고용효과를 실증분석
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내용
레온티에프 비용함수를 이용한 노동수요함수를 추정하여 노동수요의 탄력성을 산출해 본 결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과, 자기임금탄력성(-0.159), 대체탄력성(0.398), 산출탄력성(1.130) 중 산출탄력성이 가장 크

헌법·근로기준법의 규범목적에 비추어

게 나왔다. 법인세 인하는 노동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소대체효과와 산출이 증가하여 고용이 증

지나치게 기업의 경영상 결정권을

가하는 산출효과, 이처럼 상쇄되는 두 가지 효과를 가지므로 이에 대한 실증분석이 요구된다.

규제하고 있어 결국 기업의 경쟁력에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동태 GMM 모형 회귀분석으로 법인세의 직접효과를 분석한 결과, 법인
세율을 1% 인하할 경우 노동증가율은 약 0.181%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으로써, 앞선 결과와 마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찬가지로 산출효과가 고용창출에 있어서 가장 크게 작용함을 확인했다.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방안을

평가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인위적인 고용부양책이 오히려 고용을 감소시키고 소득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킨다
는 부작용을 지적하여 최근 제시된 무분별한 분배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였으며, 외환위
기 이후 노동의 유연성이 하락함에 따라 성장에 따른 고용창출효과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
히 성장만이 가장 큰 고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070. 071.

●●●●
대한민국 생존전략
이슈를 살피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는
정규직의 고용보호 완화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하다
정규직 전환의무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여성 및 장년층 인력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기업의 대응책을
제시하다
저출산 시대에 대비한 기업의 인력 활용

Annual Report 2012

현안정책 대응

Annual Report 2012

2012 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는 정규직 전환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의 고용보호 완

저출산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들은 정확한 직무분석을 바탕으로 유연한 근로

화를 통해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 여건을 조성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형태를 더욱 많이 개발해야 한다. 또한 경제계 공동 보육지원사업과 주거지 중심의 연
합직장보육시설을 지원하고 사내 인적자본 승계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대기업 은퇴 중

변양규 l 연구위원

견 전문인력의 재취업을 지원하여 인적자본 활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변양규 l 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19대 총선 기간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
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노동시장모형을 활용한 모의실험을 통해 정규직 전환이 강제될 경우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총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합계출산율이 여전히 대체출산율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20~64세의 핵심근

연구내용

로인력은 2019년부터 감소하고 2050년에는 1987년 수준인 2,345만 명에 불과해 노동력 부족현
상이 심각해질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저출산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방법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강제될 경우 퇴직금 등 고용조정과 관련된 비용이 급증하

의 하나인 여성 및 장년층 인력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기업의 대응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면서 기업은 가급적 적은 인원을 고용하게 되어 우리나라의 총 고용은 줄어들게 된다. 모의실
험에 의하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등 고용조정비용이 기존

연구내용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수준까지 상승할 경우 총 고용은 약 47만 9천 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뿐만 아니라 고용조정이 어려워지면서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상승하고, 그 결과 평균 실

저출산 시대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대응은 기존인력의 활용도 제고이다.

업기간은 현재 2.6개월에서 4.2개월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더욱 심각한 부작용은

기업들은 이미 여성 및 장년층 인력의 적극적 활용이 경쟁력 제고의 핵심임을 인식하고 있지

고용조정비용이 증가하면서 정규직에 비해 다소 생산성이 낮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할 유

만 정확한 직무분석을 통해 재택근무, 스마트워킹센터 활용, 이동근무 등의 유연한 근무형태

인이 우선적으로 위축되기 때문에 일자리를 잃을 근로자가 모두 기존의 비정규직이라는 점이

를 더욱 많이 개발해야 한다. 또한 경제계 공동 보육지원사업을 지속하고 주거지 중심의 연합

다.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강제하는 정책은 기존 일자리 창출 정책과 모순

직장보육시설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장년층의 인적자본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될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는 정책도 될 수 없다.

사내 인적자본 승계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대기업 은퇴 중견 전문인력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평가
평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진정한 보호는 과도한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호를 완화하여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 유인을 높이는 것이란 점을 정량적 분석을 통해 강조한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

본 연구는 저출산 시대에 대비해 기업이 즉각적으로 추진해야 할 대응책을 제시함으로써 인력

별화되는 연구라 평가할 수 있다.

확보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유지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 평가할 수 있다.

072. 073.

현안정책 대응
●●●●
대한민국 생존전략
이슈를 살피다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규직의 고용보호 완화와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함을 지적하다
이탈리아 노동법 개정 내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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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들은 국제적 추세 및 헌법·
근로기준법의 규범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지나치게 노동시장을 경직시켜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선우 l 연구원

연구배경 및 목적
2012년 6월 27일 통과된 이탈리아 노동법을 살펴본 후 우리 국회에서 발의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사유를 강화하는 개정안들을 검토해 봄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내용
2012년 6월 27일 이탈리아 의회를 통과한 노동법 개정안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을
동시에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의 고용보호 완화가 최우선 과제이며 동시에 실업수당 개혁
등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유럽 재정위기 심화 및 유로존 붕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다른 해고와는 달리 기업의 직업의 자유라는 기본권과 근로자의

가능성, 미국 재정절벽 위기와

근로관계 존속 보호의 요청이 동시에 작용하는 영역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중국경제의 경착륙 우려 등 글로벌

유주의적 시장경제를 주축으로 하면서 사회국가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우리 헌법을 바탕으

거시경제 불안요인의 상존 속에서

로 해석하여야 한다.
우리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들은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근로기준

이에 대한 신속한 분석 및 대처방안을

법의 규범목적에 비추어 지나치게 기업의 경영상 결정권을 규제하고 있어 결국 우리 기업의

제시하였다.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보다는 해고에 이르는 절차를 보장하고 사
회안전망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제도를 만드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평가
본 연구는 이탈리아 노동법 개정안을 우리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과 비교, 검토함으로써 우
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방향을 제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글로벌
거시경제
리스크 분석과
대처방안

●●●●
대한민국 생존전략
이슈를 살피다

경제적 실익을 확대할 수 있는
추진전략을 모색하다
한·중 FTA 협상, 정교하고 치밀하게 접근해야

위기 확대 가능성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시사점을 제시하다
유럽위기 확산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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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민 전체에게 이익이 되는 발

유럽위기가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스페인 은행부실 확대, 이탈리아 구제금융 신청 등

전적 협상결과를 찾아내기 위해 경제적 실익을 고려하여 자유화 수준이 높고 포괄적인

으로 확산될 경우, 2012년 연간 성장률이 2.4%(당초 2.9%)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준으로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접근해야 한다.

유럽위기 장기화, 경기부양 리스크 등을 감안해, 장기적 체질 개선에 중점을 둔 정책추
진이 필요하다.

최병일 l 한경연 원장 송원근 l 선임연구위원 최남석 l 부연구위원
김창배 l 부연구위원 최남석 l 부연구위원 유정선 l 연구원

연구배경 및 목적
2012년 1월 9일 한·중 정상회담 이후 한·중 FTA 협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
리나라의 경제적 실익을 확대할 수 있는 한·중 FTA 추진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배경 및 목적

연구내용

그리스 구제금융 재협상 관련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가운데 스페인, 이탈리아의 위험요소가
부각되는 등 유럽위기 확산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이에 향후 유럽위기 확대 가능성과 우리나

한·중 FTA는 교역 증대, 성장 촉진 등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반면에 농수산물 수입 급

라 수출, 성장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증, 관세 인하에 따른 수출증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한·중 FTA가 늦어질수록 중
국과 ECFA를 이미 시작한 대만에게 중국시장 선점효과를 빼앗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제조

연구내용

업 부문 국내기업 서베이 조사 결과 한·중 FTA에 대해서는 찬성이 높게 나타났다. 한·중 FTA
협상에서 상품·투자·서비스·지적재산권·분쟁해결 등 포괄적인 분야를 주요 의제로 다뤄야

유럽위기가 확산될 경우, 올 세계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충격은 약 -1.7%p 정도로 추정된다. 또

한다. 낮은 수준으로 FTA를 출범시키고 나중에 서비스·투자 등에 대한 협상을 추진하려는 선

한, 추정결과 2012년 성장률은 기본전망(3.2%) 대비 약 0.8%p 하락하며 경상수지는 약 9억

상품협상, 후서비스투자협상 방식은 지양해야 하며 ‘중국 특색’의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서 중

달러 악화, 소비자물가 증가율은 약 0.3%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금융위기와 달

국 내 한국 기업의 실익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또한 한·미, 한·EU FTA의 효과를 실현하는

리 현 시점에서 단기 경기부양정책 실행은 잠재적 리스크가 매우 크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 관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협상 출범시기를 조절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 기업들이 한·중 FTA

점의 체질 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평가
평가
그리스 정치불안정으로 유럽 재정위기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가
한·중 FTA 협상의 초기단계에서의 논의가 적절해야 자유화 수준이 높고 포괄적인 FTA 체결

능성을 점검하고 정략적 분석을 제시하였다. 또한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이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고 평가된다.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강조한 것은 바람직한 정책제안이었다고 평가된다.

076. 077.

●●●●
대한민국 생존전략
이슈를 살피다

유럽위기가 우리의 對EU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다
유럽의 對BRICs 수입수요 감소가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EU의 경제성장률 감소 시 한국의
對EU 수출 감소 정도를 분석하다
EU의 경제성장률 하락이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Annual Report 2012

현안정책 대응

Annual Report 2012

2012 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유럽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EU의 대BRICs 수입수요가 10.8% 감소하였으며 그 결과 우리

최근 13년간 한국의 대EU 직간접수출 및 EU의 경제성장률 자료를 이용한 계량분석 결

나라가 BRICs를 거쳐 EU에 간접수출한 액수도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과, EU의 경제성장률이 1% 포인트 줄어들 경우 한국의 대EU 직접수출은 약 12%,

대EU 간접수출이 감소한 규모는 대EU 직접수출 감소액의 약 60% 수준에 해당한다.

BRICs 경유 대EU 간접수출은 약 13%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최남석 l 부연구위원

최남석 l 부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연구배경 및 목적

유럽위기가 심화되면서 한국의 대EU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유럽의 대BRICs 수입

유럽 재정위기가 장기화되면서 EU의 수입수요가 감소하고 한국 수출이 급감하고 있다. 본 연

수요가 감소할 경우 한국의 대BRICs 수출이 감소하는 정도를 추정하고자 한다.

구는 EU의 경제성장률 감소 시 한국의 대EU 수출이 감소하는 정도를 전망하고자 한다.

연구내용

연구내용

한국의 BRICs 가공무역 비중과 BRICs의 EU 수출 감소액을 연계하여 분석한 결과, 2011.

1999.1~2011.4분기 장기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EU의 경제성장률 충격에 대한 한국의 대EU

1~2012.1월 사이 EU의 대BRICs 수입수요가 10.8% 감소하였으며 그 결과 한국의 BRICs 우회

수출반응을 계량분석한 결과, EU의 경제성장률이 1%p 감소할 때 한국의 대EU 직접수출과 간

대EU 간접수출은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위기로 인해 한국의 대EU 간접수출이

접수출은 각각 약 12%와 1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MF의 최신 전망처럼 EU의 경제성

감소한 규모는 한국의 대EU 직접수출감소액의 약 6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률이 2011년에 1.6%에서 2012년에는 0.0%로 1.6%p 감소할 경우, 이로 인해 2012년 한국의

EU의 대BRICs 수입규모는 2011년 이후 대략 월평균 634억 달러 수준이었으며, 2011년 기준

대EU 직접 및 간접수출은 각각 19.5%와 20.9% 감소하고 한국 수출은 총 4.3% 감소할 것으로

으로 우리나라의 BRICs에 대한 총 수출 중에서 원자재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6.3%인 것

추정된다. 실제로 2012년 1월에서 8월까지 한국의 대EU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약 13% 감소하

으로 나타났다. 2011년 1월부터 2012년 1월 사이 우리나라는 BRICs 지역으로 월평균 약 140억

였으므로, 2012년 EU의 저성장으로 인한 한국의 대EU 수출이 약 20% 감소할 것이라는 본 연

달러를 수출하였는데, 동기간 EU의 BRICs 수입수요가 10.8% 감소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나

구의 연구결과에 비춰볼 경우, 9월에서 2012년 말까지 하반기 대EU 수출이 회복될 가능성은

라의 BRICs를 통한 대EU 간접수출이 4.0%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매우 희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의 대EU 직접수출의 변화는 단기에는 EU의 경제성

동기간 EU의 BRICs 수입수요 감소로 인해 한국의 대BRICs 수출이 월평균 5.6억 달러, 연간

장률과 BRICs의 대EU 수출증가율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장기적으로는 대부분 대EU 직접수

약 67억 달러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EU 직접수출 감소액의 약 60%에 해당된다.

출 자체에 내재된 충격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평가

본 연구는 EU의 수입수요 감소추세가 우리나라의 대EU 직간접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시의적

본 연구는 EU의 저성장이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분석하여 유로존 위기가 한국 수출

절하게 추정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에 미치는 영향을 시의적절하게 분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078. 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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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를 살피다

정책과제

저성장 시대를 예측하고
바람직한 거시경제운영방향을 제시하다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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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정책 대응

이란 핵개발 의혹과 관련한 국제유가 상승, 북한 권력 승계와 관련한 지정학

적 위험, 그리고 선거와 관련된 기업투자 위축 등이 올 경제전망과 관련한 주요 다운사이드
(downside) 리스크다.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는 경제
주체들의 과도한 심리악화 방지, 정치권은 기업투자 위축과 재정 건전성 악화를 초래하는 포
퓰리즘적 정책도입 자제가 필요하다.

● 2012년 5월호(통권 제22-2호)

2012년 성장률 전망치는 2012년 1월호 3.2%, 5월호 3.2%, 8월호 2.9% 그리고 12월호에
서는 2.2%로 수차례 하향조정했다. 예측의 정확도 제고에 대한 추후 노력이 요구된다.

전망

2012년 성장률이 상반기 2.9%에 이어 하반기에도 3.4%에 그쳐 ‘상저하저(上

각호에서 다룬 다양한 현안분석은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정책대응이라는 평가다. 2013

低下低)’의 흐름을 보일 것이다.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상승세 완화, 원/달러 환율하락과 기

년은 2012년(약 2.2%로 추정)보다는 높지만 L자형의 완만한 회복세에 그쳐 연간 2.9%

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 상승률이 소폭 낮아질 것이다. 수출은 글로벌 경기 회복세 부진,

의 성장률을 보일 전망이다.

일본과의 경쟁, 환율하락의 영향으로 한자리 수 증가율에 그치겠으나 신흥국들의 내수 확대,
한·미 FTA의 영향으로 상반기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상반기

변양규 l 연구위원 김창배 l 부연구위원 최남석 l 부연구위원 이경희 l 선임연구원 유정선 l 연구원

에는 안전자산 선호 영향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하반기에는 달러약세, 경상수지 흑자 확
대 등의 영향으로 1,099원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다.
정책과제

원/엔 환율의 변동에 따른 수출가격전가도 하락, 한·일 간 높은 수출 경합도

를 감안할 때, 향후 예상되는 엔저현상은 우리 수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

연구배경 및 목적

다. 장기적으로는 품질향상 등 비가격경쟁력 제고를 통해 엔저를 극복해야 하지만 단기적으로
는 한·미, 한·EU FTA 등 우리 경제의 상대적 우위를 활용해 엔저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전

국내외 경제현안에 대한 심층분석과 향후 경제흐름에 대한 예측을 통해 기업경영전략 수립을

략도 필요하다

용이하게 하고 정책 당국에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보고서의 심도 있는 분석과 예측은 자체 경제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대부분 회원사
들에게 직접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정책방향 제시는 민간의 시각을

● 2012년 8월호(통권 제22-3호)

대변하는 종합연구소로서의 본원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전망

연구내용

2012년 성장률은 5월 발표한 연 3.2%보다 낮은 2.6%로 전망된다. 유럽 경기

침체 장기화, 미국 회복 지연, 중국 성장률 하락 등으로 수출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고용둔
화, 정책여력 제약 등으로 내수여건 개선도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2013년 성장률은 소폭
개선되지만 잠재성장률 수준에 못 미치는 3.3%로 예상되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로 올

● 2012년 1월호(통권 제22-1호)

해와 유사하다. 2013년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246억 달러로 줄어들고 원/달러 환율은 연평균
1,106원으로 완만하게 절상될 것이다.

전망

2012년 성장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경상수지 흑자는 각각 3.2%, 3.5%, 136억

정책과제

자산가격, 통화승수, 대출 연체율 등 관련 지표들을 살펴보고 ‘디플레이션 취

달러로 전망된다. 기존(2011년 10월 발표) 전망치에 비해 성장률과 경상수지는 각각 0.3%p, 8

약성 지수’를 분석한 결과,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아직은 크지 않지만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

억 달러 낮추고, 소비자물가는 0.1%p 상향조정한 것이다. 유럽 재정위기 해결 지연 등에 따른

황이다. 자산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정

세계경제 성장둔화 확대, 이란 핵개발과 관련한 국제유가 불안 등이 성장률과 경상수지 전망

책대응을 강화하고 ▲역모기지 및 지분총량제 확산을 통해 부동산시장의 거래활성화를 도모

을 악화시킨 주요 요인이다. 원/달러 환율은 상반기에는 안전자산 선호 영향으로 높은 수준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지하다 하반기에는 선진국 재정위기 진정, 국내경기 회복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연간
1,093원 수준을 보일 것이다.

080. 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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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를 살피다

● 2012년 12월호(통권 제22-4호)

전망

2012년, 2013년 성장률은 각각 2.2%, 2.9%로 전망된다. 지난 8월에 밝힌

2.6%, 3.3%보다 각각 0.4% 포인트, 0.3% 포인트 낮췄다. 글로벌 경기회복이 미흡한 가운데
원/달러 환율의 하락, 수출경쟁 격화, 보호무역주의 경향 강화 등으로 수출증가세가 한자리
수에 그치고 내수부문도 가계부채 부담, 주택가격 하락, 정책여력 한계 등으로 크게 개선되기
어렵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2년(2.3%)에 이어 2013년에도 2%대의 안정세를 유지할 것

발빠른 모니터링을 통해
기업의 위기대응 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다
유럽 재정위기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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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인다. 경상수지 흑자는 원화상승의 영향으로 수출보다 수입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서
비스수지도 다시 적자로 반전되면서 올 395억 달러에서 289억 달러로 줄어들 것이다. 원/달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는 그리스의 국가부도 가능성, 스페

러 환율은 글로벌 경기침체 완화, 경상수지 흑자 지속, 국가신용등급 상승 등 양호한 수급여건

인·이탈리아의 재정부실 심화로 그 위기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유럽 재정위기는 유럽

을 바탕으로 하락세가 예상된다.

경제의 성장을 제약하고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향후 글로벌 경제의 향방

정책과제

유로존 위기 재부각, 미국 재정절벽 및 중국의 성장 둔화 등 대외리스크가 현

실화될 경우 한국의 성장률은 2.9%에서 2.3%로 낮아지고, 대선 및 ‘경제민주화’ 공약 등 대내

을 결정하는 가장 큰 현안이다. 이에 본 연구는 유럽 재정위기의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향
후 전망을 심층 분석·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불확실성이 가세할 경우 1.8%까지 낮아질 것이다. 정부와 가계부문의 성장 추동력이 약화된
현재로서는 기업투자 유도가 최선책인 만큼 투자위축, 고용축소 등 부작용을 초래하는 규제일

송원근 l 선임연구위원 김윤진 l 연구원

변도의 불합리한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 추진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평가

연구배경 및 목적

대외여건이 예상보다 악화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2012년 성장률 전망치가 3.2%에서

유로존 재정위기의 현황 및 전망에 대한 정확하고 빠른 소개와 분석을 통해 유럽 경제 및 글

2.2%로 하향조정된 것은 예측의 정확성 측면에서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2012

로벌 경제의 동향, 국제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세계경제 상황에 민감한 국내

년 5월호(통권 제22-2호)에서 주요 연구기관 중 최초로 상저하저의 경기흐름을 예측한 점과

기업들의 위기대응 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각 호에서 양대 선거, 북한 권력승계, 유럽위기 확산, 디플레이션 우려, 엔저 등 주요 현안들을
분석했다는 점은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대응이었다고 평가된다.

연구내용
그리스 국가부도 가능성을 진단하면서 스페인 재정위기 현황 및 구제금융 가능성을 살펴보고
이외에 이탈리아의 재정 악화와 긴축정책 이행 상황 및 위기의 이전 가능성에 대해 전망한다.
또한 재정위기국에 대한 금융시장의 반응을 모니터링하면서 이에 대한 평가 및 분석과 함께 향
후 추이를 예측한다. 구제금융을 위한 EFSF(유럽재정안정기금), ESM(유럽안정화기구)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평가를 포함, 재정동맹으로의 이행과 은행동맹에 관한 유럽의회의 결정 및 이에
대한 분석을 제공한다. 유로존의 유지와 번영을 위한 트로이카(유럽의회, 유럽중앙은행, 국제통
화기금)와 그리스 및 스페인 자국의 제도적 노력 현황과 이에 대한 분석과 전망도 포함된다.

평가
유럽 재정위기 현황과 전망을 매월 1~2회에 걸쳐 시의적절하게 모니터링하고 유럽 경제현황
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민감한 국내 기업들의 위기대응 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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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와
대응과제

투자와 성장을 제약하고 있는 지주회사
제도의 개선 및 조정방안을 모색하다

우리나라 지주회사는 현행 제도 하에서도 이미 국제적 정합성에서 벗어난 그물망식 과도
한 사전규제에 시달리고 있으며 투자 촉진을 위해서도 규제완화가 시급하다.
황인학 l 선임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국내외적으로 규제차별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지주회사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특히 중견급 지주회사의 투자와 성장을 제약하고 있는 규제개선 및 조정방
안을 모색한다.

연구내용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논의되었던 경제민주화 관련

선진국에서는 기업을 사적 계약의 집합으로 보기 때문에 기업조직형태와 출자구조에 대한 정
부의 직접적인 사전 규제를 지양하되, 규제 시에도 직접 규제보다는 주식 취득에 의한 기업결

기업규제 법안들이 기업활동은 물론

합의 경쟁제한성을 따지는 경쟁법적 측면에서 간접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경

국가경제에 심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제력집중을 방지할 목적으로 다양한 행위 제한을 두고 있고 기업 형태에 따른 차별적 규제로

수도 있음을 지적하고, 규제의

인해 상대적으로 더 작은 규모의 지주회사에게 더욱 엄격한 규제가 부과되고 있어 불합리하다.
현재 기업을 규율하는 제도가 세계적으로 수렴하는 추세에 있음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는 지

남용으로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주회사에 대한 사전규제를 폐지하고, 그 대신 일반 기업집단과 동일하게 기업결합 및 부당내

약해지면 그 대가는 고스란히

부거래를 통한 경쟁제한행위를 규율해야 한다. 그러나 출자단계와 출자방향에 대한 사전규제

국민이 치르게 될 것임을

를 당장 폐지하기 어렵다면, 우선은 지주회사 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중견급
지주회사의 투자와 성장을 제약하고 있는 규제들을 재조정해야 한다.

환기시켰다.
평가
본 연구는 정치권 일각에서 지주회사 행위규제 강화를 거론하고 있는 시점에, 지주회사 투자
위축과 경영자원 낭비를 막기 위한 규제개선 및 조정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연구라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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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를 살피다

순환출자규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부작용을 검토하고 대안을 논의하다
대기업집단 출자구조 규제에 대한
논의와 정책방향

대기업 구조와 경제력집중 관련
정책처방의 문제점을 지적하다
2012년 대기업집단 정책의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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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출자구조 규제와 같은 일률적 규제로 기업집단의 출자구조를 재단하는 정책보다는

한국형 기업집단은 순환출자, 피라미드출자에 기반하고 있고 이 때문에 많은 규제론이

기업 내외부 견제시스템과 시장규율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고 보조하

확산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외국의 사례와 비교분석을 통해 재벌과 같은 기업집단 구

는 정책이 바람직하다.

조는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 현상임을 보여주는 한편, 구조적 정책처방의 문제점을 지적
하고 있다.

김현종 l 연구위원
황인학 l 선임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공기업집단 및 지주회사체제집단의 가공자본비율을 분석함으로써 출자로 인한 가공자본의 형

연구배경 및 목적

성이 의도적으로 투자자를 기만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고, 순환
출자규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부작용을 검토해 시장경제적 대안을 논의한다.

2012년 선거철에 즈음하여 여야 모두 정도는 다르지만 경제민주화의 이름으로 재벌비판과 규
제 공약이 난무했다. 이처럼 다른 나라 입법례에서 볼 수 없는 한국 특유의 규제안이 한국 재

연구내용

벌구조와 경제력집중 문제에서 기인하는지 짚어본다.

민간기업집단보다 가공자본비율이 높은 공기업집단이 존재로 볼 때 출자로 인한 가공자본의

연구내용

형성이 의도적으로 투자자를 기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지주회사체제 기
업집단의 경우, 지주회사가 아닌 기업집단과 순환출자구조를 가진 기업집단보다 가공자본비

작금의 규제논의는 대기업집단 구조(피라미드 출자구조)와 행태(부당지원행위, 일감몰아주기)

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순환출자구조를 가진 기업집단이 순환출자를 통해 의도

에서 성과(경제력집중, 대·중소기업 양극화)에 이르기까지 전 방위적인 수술계획을 제시하는

적으로 가공자본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주장의 개연성이 낮음을 시사한다. 순환출자구조를 가

데 열심인 반면에 문제 진단은 소홀히 하고 있다. 이런 배경 하에 본 연구는 대기업집단의 구

진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괴리지표가 상대적으로 더 높지만, 이론적으로 순환출자구조는 소유

조적 본질과 경제력집중 현상에 대한 정치권의 문제인식을 외국의 사례와 통계적 사실을 바

지배괴리지표를 더 감소시키기도 한다. 순환출자가 형성되면 고리형성 피출자 계열사에 대한

탕으로 비판적 관점에서 조망한다. 일본의 Toyota, 인도의 Tata, 프랑스의 LVMH 등의 사례를

의결권만 증가하는 반면, 순환출자고리 내 모든 계열사의 현금흐름권이 증대되기 때문이다.

분석한 결과, 재벌과 같은 기업집단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 현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순환출자규제 도입은 구조조정의 지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며, 규제순응을 위해 급매

통해, 재벌개혁론과 경제력집중 우려는 설득력이 없으며, 경제력집중 규제가 아니라 기업생태

로 인한 소액주주 피해 가능성도 존재한다.

계 취약성 개선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평가

평가

순환출자규제를 도입할 경우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지적하여 순환출자구조에 대한 합리적 이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외국 기업집단의 사례와 평가, 기업생태계 측면의 문제점 분석은 경제단

해를 제고하였으며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 평가할 수 있다.

체, 언론, 정책토론 등에서 널리 인용되었으며, 재벌개혁론의 중요한 반대 논거로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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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규제가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을 비판하다
금산분리 법안의 주요 쟁점에 대한
비판적 검토

객관적인 관점에서 규제의 득과 실을
따져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다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문제점 및 위헌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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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법안의 금산분리 규제방안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과잉금지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경제분석을 통하여 개별사안별로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특

및 평등원칙 위배, 재산권 침해 등과 같은 법리적·경제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히 2011년 신설된 상증세법 제45조의3(증여의제과세)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는 것으로 헌법 제23조 위반의 소지가 있다.

임병화 l 수원대 금융공학대학원 교수 이선화 l 부연구위원

최승재 l 변호사

연구배경 및 목적

연구배경 및 목적

대선국면을 맞아 정치권은 금산분리 규제강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제민주화 법안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현재 공정거래법, 형법, 세법, 회사법 등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에 구체화된 금산분리 규제는 유사한 해외사례를 발견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국내 금융산업

특히 2011년 상증세법 제45조의3과 상법의 회사편에 제397조의2 회사기회유용 규정이 신설

의 발전을 저해하고 경제의 성장동력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되어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게 되었다. 그러나 계속 추가적인 규제강화 논의가 있어 이에 대
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연구내용
연구내용
정치권이 추진 중인 금산분리 강화의 취지는 금융의 사금고화, 재벌에 의한 시장지배력 확대
와 남용, 금융시스템 리스크 전이 등의 문제점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일감몰아주기 관점은 철저한 경제분석을 통하여 개별사안별로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기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은 개별 금융업 차원에서의 제도 정비와 자본시장 발전에 따른 감시·감독

업집단의 수직계열화와 계열사 간 거래는 거래를 통한 시너지 창출, 효율성, 보안성, 신속성 등

기능이 강화되면서 상당부분 해결되고 있다.

을 이유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수인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정책적인 타

또한, 이러한 규제방안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과잉금지 및 평등원칙 위배, 재산

당성이라는 면에서 의문이 있다.

권 침해 등과 같은 법리적·경제적 문제를 안고 있다.

2011년 신설된 상증세법 제45조의3(증여의제과세)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

특히 의결권 제한조치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는 해외에서도 유사사례를 발견하기 어려

로 헌법 제23조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울 정도의 과도한 규제조치로서 금융산업의 건전성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를 개정하여 현저성 요건을 없애는 등의 방안 역시 현저성 요

이다.

건이 부당지원행위 규정을 위헌적이지 않도록 하여 규제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요소라는 점을
감안하여 고려해야 한다.

평가
평가
본 연구는 경제민주화 법안에 나타난 금산분리의 핵심 쟁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사실과
다른 해외사례의 인용, 과잉규제나 이중규제 등의 문제점을 들어 금산분리 규제법안의 불합리

최근 경제민주화 논의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강화되어 가고 있는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대한

성을 제기하고 있다.

문제점을 분석하여 객관적인 관점에서 규제의 득과 실을 따져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주고 있다.

088. 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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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생존전략
이슈를 살피다

배임죄 관련 형량 강화가 포퓰리즘적
미봉책에 불과함을 지적하다
특경법상 배임죄 형량 강화의 문제점

낙수효과 무용론을
실증분석을 통해 분석하다
대기업 성장의 낙수효과 현실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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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합리적인 양형실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법부의 양형판단시스템을 개선하

본 보고서는 2010년 지방선거 이후부터 제기된 대기업·중소기업의 성과격차론의 배경

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책이다.

이 된 낙수효과 무용론을 실증분석한 것이다. 또한 동반성장 정책의 방향 등 관련 정책과
제를 제시하고 있다.

김수연 l 연구원
이병기 l 선임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연구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특경법상 형량강화가 가지는 문제를 배임죄의 본질적 측면과 중형주의(重刑主義)

2010년 지방선거 이후부터 제기된 동반성장 정책은 대기업·중소기업의 성과격차가 크게 나

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측면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법집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다 합

타나고 있고 이 같은 격차의 배후에는 낙수효과가 발현되고 있지 않다는 배경을 깔고 있다.

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내용
연구내용
위탁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 간에 수직적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동차산업과 조선산업을
배임죄는 불명확한 구성요건 요소로 인하여 정치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자의적으로 남용될

대상으로 사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2000~2010년 기간에 위탁대기업과 1차 협력기업의 영

수 있는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불법의 한계가 모호한 다양한 형태의 임무 위배성

업이익률은 큰 차이가 없었고 조선산업의 경우 협력중소기업의 이익률이 더 높았으며, 협력

을 처벌하는 배임죄의 경우 입법적으로 법정형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

중소기업의 이익률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변화 패턴을 나타내어 위험공유 시스템이 작동하

이다. 또한 헌재 판례 2006헌가5를 참조하여 볼 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법관의 양형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단권을 제한하는 본 발의안은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불법 정도에 따라

더구나 위탁대기업의 성장은 협력기업의 성장과 투자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구분되는 형법상 위계가치체계를 살펴볼 때 발의안의 가중한 배임죄 법정형은 살인죄 등 타

나 낙수효과가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낙수효과가 무용하다는 가설에 근

범죄와의 형평성 및 균형성을 상실하였다. 법원에 대한 신뢰회복은 양형기준 개정, 양형위원

거한 대기업 규제-중소기업 보호 중심의 기업정책은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의 독립성·전문성 확대 등 양형판단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노력이 필요하며 R&D투자 증대와 중소기업의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한 M&A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자율을 바탕으로 한

평가

대·중소기업 간 및 중소기업 간 성과공유제도가 확산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경제민주화 이슈에 편승하여 발의된 특경법 발의안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지적하여

평가

배임죄의 형량강화 입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으며, 법원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보다 바
람직한 해결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여론에 편승하여 이슈가 된 대기업·1차 협력중소기업 간 성과격차의 현실을 실증적
인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관련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이다.

090. 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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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생존전략
이슈를 살피다

경제력집중에 대한 실상파악을 토대로
제도 강화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검토하다
경제력집중 억제정책 강화논의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보호주의적 기업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원점에서의 재검토를 촉구하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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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집중이 높아졌을 거라는 막연한 추측과는 달리 경제력집중도는 완만한 하락세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특징은 경쟁의 제한, 사전적 진입규제, 보호주의 제도로 요약

보이고 있다. 경제력 일반집중은 기업결합심사 단계에서 간접규율하고, 정부는 시장집

된다. 그러나 정책의 실효성, 경제적 효율성, 국제규범과의 상충성 등 여러 측면을 고려

중의 폐해시정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정책 목표를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때 제도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황인학 l 선임연구위원 최원락 l 연구위원

이선화 l 부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연구배경 및 목적

대규모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집중이 심화되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비롯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진단하고 대·중소기업 간 진정한 동반성장을 위해 요

한 대기업집단 규제 강화방안이 활발히 논의됨에 따라 경제력집중에 대한 실상파악을 토대로

구되는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내용
연구내용
중기적합업종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30대 기업집단의 자산 및 매출집중도는 2000년보다 다소 낮아졌고 주력 업종 특화율도 점진

첫째, ‘적합한’ 업역에 대한 사전적 규정이 어려우며 행정적 진입장벽이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

적 상승추세에 있는 등 경제력집중이 높아졌을 거라는 막연한 추측은 통계적 사실과 다른 것

할 수밖에 없다. 기술환경, 소비자선호, 시장조건 등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제환경 하에서 업

으로 나타났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경제력집중 억제효과는 없었던 반면, 기업투자에 부정적

종별 적합 규모의 정의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력 일반집중 억제시책은 다른 나라에 사례가 없을 뿐

둘째, 과거 고유업종제도의 성과분석 결과 지정업체들은 제도 시행기간 동안 주요 경영지표가

만 아니라 자산 5조 원 이상이라 해도 규모 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는 이질적인 기업집단을

악화되었으며, 업종 해제 이후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이 오히려 개선되었다. 이러한 경험에 비

같은 잣대로 규제하는 문제가 있다. 경제력 일반집중은 기업결합심사 단계에서 간접규율하고,

추어 볼 때, 중기적합업종제도 역시 그 실효성이 의문이다.

정부는 시장집중의 폐해 시정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정책목표를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간접수용, 시장접근의무 등에 있어 FTA와 같은 국제규범과 국내법의 상충 가능성이다.

일반집중 억제목적의 대기업집단에 대한 사전규제는 궁극적으로 폐지함이 바람직하나 차선책

끝으로 대·중소기업 간 진정한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보호주의적 진입규제보다는 1) 산업계의

으로 규제대상을 축소하는 등 규제기준을 재설정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실에 대한 실증적 재검증 2) 민간자율원칙의 확립 3) 불공정행위의 근절과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 4)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체계 효율화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가
평가
본 연구는 경제력집중이 심화되었다는 막연한 인식과 정치적 표의 논리에 따라 강화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본 보고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연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평가할 수 있다.

092. 093.

2월 13일자 한겨레
“4대그룹 고용, 전체 일자리 2% 불과” 보도관련
2012년 2월 13일

KERI Facts,
잘못된 보도와
오해를
바로잡다

5

변양규 l 연구위원

동 기사는 “4대 그룹이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부가가치 기준으로 20% 안팎에 이르
나, 고용의 규모는 전체 2,424만 4천명의 2.1%에 불과하며, 4대 그룹이 신규로 만들어내는 일
자리도 100명 중 5.9명에 그친다”라고 보도하고 있으나, 전체 고용 2,424만 4천명은 자영업자
를 포함하는 규모이므로 기업의 고용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낮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자료(2011
년 4월 기준)에 따르면 2010년 기준대비 4대 그룹의 종업원 수 및 2010년 대비 채용 증가분의
통계치는 상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월 20일자 KBS 9시뉴스 [심층취재]
“교육비 지출 양극화 심화” 보도관련
2012년 2월 20일

변양규 l 연구위원

동 기사는 2010년 상위 20% 고소득층의 교육비 지출이 하위 20% 저소득층보다 6.3배 많은
것으로 보도하는 등 교육비 지출 양극화 심화를 주제로 보도한 바 있으나 이는 과장된 면이
있으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특히 문제점으로 언급한 사교육비 격차 확대의 경우 가구소
득별 1인당 사교육비 측면에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고려하는 경우 소득계층 간 사교
육비 격차는 최근에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언론 및 인터넷 상의 잘못된
정보와 지식의 유통에 신속히

KERI 정책연구 발췌:

대응하고자 KERI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부모 소득별·학력별 학업성취도 격차 추이

왜곡된 정보의 정정과 함께 자유시장

2012년 4월 13일

원리 전파에 나섰다.

유진성 l 연구위원

KERI가 발간한 <양극화 논쟁, 그 오해와 진실>(정책연구 12-1)에 따르면, 교육 양극화 심화에
대한 보도가 회자되면서 실증적 근거 없이 교육 양극화가 당연히 진행되었을 것이라는 우려
가 팽배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러한 우려는 사실과 다름이 발견된다. 사교육비 외의 주요한 교
육격차 지표라 할 수 있는 학업성취도 격차를 분석한 결과 가구의 소득분위별 자녀 학업성취
도 격차와 부모의 학력수준별 자녀 학업성취도 격차 모두에서 학년이 올라가면서 그 격차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094. 095.

2012 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현안정책 대응
●●●●
대한민국 생존전략
이슈를 살피다

KERI 정책연구 발췌:

대규모 기업집단 주식소유에 대한 적절한 이해:

저소득 자영업자 사회보험지출 부담 확대는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기인

공정거래위원회(7월 2일자 대규모 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2012년 5월 7일

변양규 l 연구위원

발표자료를 보는 시각
2012년 7월 23일

김현종 l 연구위원

KERI가 발간한 <양극화 논쟁, 그 오해와 진실>(정책연구 12-1)에 따르면, 저소득 가구의 소득
대비 사회보험지출이 고소득 가구의 1.62배에 달한다는 전년도 정부의 통계는 양극화에 대한

지난 7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을 발표하면서 대기업집단

올바른 진단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보험지출의 규모를 결정짓는 기준이 근로자와

소유구조에 대한 논쟁이 제기되었지만, 실제로 이번 발표는 기존 자료에서 나타났던 추세에

자영업자 간에 서로 다르기 때문이며 양자를 서로 분리하여 분석할 경우 소득계층 간 사회보

비해 별 다른 특이사항이 나타나지 않았던 자료에 해당한다.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가 쟁

험지출 격차 확대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격차 확대의 원인으

점 중 하나가 되면서 공정위의 발표가 주목받았지만 보도된 해석에는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저소득 자영업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

적절한 이해가 필요하다. 경제학에서는 지수화 작업에 대한 경계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대

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업집단의 소유출자구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번에 발표된 대기업집단의 출자구조
변화에 대해 출자총액제한 폐지가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이는 과장된 해석으로 적절
한 이해가 필요하다.

6월 5일자 한겨레 “전경련,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
‘헌법119조 2항’ 삭제 주장” 보도관련
2012년 6월 7일

신석훈 l 선임연구원

복지재정지출의 합리적 이해:
OECD 국가 평균 GDP 대비 복지재정 비중과 비교하여

동 기사는 6월 4일 한국경제연구원 정책토론회 ‘경제민주화,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 발표자인

2012년 8월 14일

김영신 l 부연구위원

신석훈 선임연구원이 ‘해석상 많은 혼란을 주고 있는 헌법 119조2항을 삭제하고 대안을 모색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교수들의 견해를 인용한 것을 마치 발표자, 더 나아가 전경련

언론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재정 비중은

이 119조2항 삭제를 주장했다고 보도하며 정치권과 재계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일부 언론

19%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의 복지재정 비중은 국내총생산(GDP)의 9% 정도로 무려 10%포인

들과 정치인들 역시 한겨레 신문의 이러한 보도내용을 사실 확인 조차하지 않고 받아들여 별

트나 낮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공적연금의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연금이 복

도의 논평을 내는 등 왜곡을 확산시키고 있다. 발표문의 핵심은 경제민주화 조항을 삭제하자

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고 건강보험 관련지출이 정부 재정 외로 운용되기

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밝힌다. 동 발제문은 경제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 경제민주화 조항

때문에 복지재정통계가 과소 추정될 수 있음을 감안하면 실제 차이는 크게 감소할 수 있다.

에 근거한 국가개입을 역설하는 정치권에 대해 국가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한 법치주의원칙도

더욱이 공적연금의 성숙과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GDP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당연한 사실을 인식시켜 주고자 한 것이다. 이를 두고 경제민주

대비 복지재정 비중은 자연적으로 OECD 국가 수준으로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 조항 삭제를 주장했다고 사실을 오도하는 한겨레 신문은 물론, 경제민주화 부정이라고 비
판하는 일부 정치인들은 헌법을 핑계로 또 다른 헌법 원리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공약 비용의 진실
2012년 8월 20일

유진성 l 연구위원

올해 총선과 대선을 겨냥하여 정치권에서는 포퓰리즘식 복지공약을 경쟁적으로 남발하였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복지공약 비용을 자체적으로 각각 추계하여 5년간 총 75.3조 원과
164.7조 원이 소요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지난 6월 본원에서 간접비용까지 포함하여 양당
의 복지공약 실제적 비용을 추계한 결과 5년간 총 270조 원과 571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
되어 복지공약의 실제 비용은 양당이 자체적으로 발표한 비용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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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대외의존도는 OECD 회원국의 평균수준
2012년 9월 6일

●●●●
대한민국 생존전략
이슈를 살피다

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리고 그 근거로는 흔히 특정 대
최남석 l 부연구위원

기업군의 자산 또는 매출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통계값을 제시한다. 그러나 경제력집
중을 이렇게 측정하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부적절하며, 현상을 왜곡 전달하는 문제를 야기한

유럽위기로 인해 우리나라 수출이 급감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의 대외의존

다. 분자와 분모 변수의 선택에 따라 경제력집중 현상에 대한 해석이 크게 다르게 됨을 이해

도가 113.2%로 역대 최고를 달성했다고 보도하며, 우리나라의 대외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기 때

하고 경제학적으로 객관 타당한 분석방법을 사용해서 분석하면, 우리나라 경제력집중은 장기

문에 글로벌 경기변동 충격이 국내실물경기를 악화시킨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나라의 대외의존

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도를 낮추어서 글로벌 재정위기의 악재에 대처해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1970년 이
후 우리나라의 대외의존도를 OECD 회원국과 비교해 본 결과, 우리나라의 대외의존도는
OECD 회원국의 평균 수준으로 나타나 일부 보도에서 지적한 것처럼 지나치게 높은 수준은
결코 아니다. 한편 주요언론에서 우리나라와 비교하는 미국과 일본의 대외의존도는 OECD 회

대·중소기업 이익률 양극화의 실상: 자동차산업과 조선산업을 중심으로
2012년 10월 8일

이병기 l 선임연구위원

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대외의존도는 높은 수준이 아니므로 대
외악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수출입을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내수확충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존재하며 그 정도가 더욱

에 주력해야 한다.

커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논란이 있어왔다. 그렇지만 수직적 거래관계의 비중이 큰 자동차
산업과 조선산업을 대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현황을 실증자료를 이용하여 검
토해 보면 대기업과 1차 하도급 기업 간에 이익률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며 대기업의 이익률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실물투자를 저해한다
2012년 9월 10일

이 큰 변동성을 나타낸 반면, 1차 하도급기업의 이익률 변동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최원락 l 연구위원

있다.

경제력집중 억제를 명목으로 1987년 도입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그동안 제도변경과 폐지 및
재도입의 변천을 지속해오다 2009년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이

한국, 대외의존도와 내수비중 G20·OECD 회원국의

후 경제력집중이 심화되고 기업집단이 무분별한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

대략 평균 수준에 위치

서 출총제를 다시 도입하려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실증분석 결과, 출총제가 경제력집중을

2012년 11월 12일

최남석 l 부연구위원

완화한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반면, 출총제는 기업의 실물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
로 분석되었다. 경제력집중 억제 효과는 없으면서 기업의 실물투자를 저해하는 출자총액제한

일부 언론에서는 명목가격 및 명목환율로 표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G20 중 우리나라의 대외의

제도는 다시 도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존도가 지나치게 높고 내수비중이 낮아 우리나라의 경제구조가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고 보도
하고 있다. 보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실질가격 및 실질환율 기준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명목변수를 사용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대외의존도와 내수비중을 G20와 OECD 회원국

경제력집중, 무엇이 진실인가
2012년 9월 12일

을 모두 포함하여 비교할 경우, 2011년 우리나라의 대외의존도와 내수비중은 42개국 중 각각
황인학 l 선임연구위원

11위와 29위로서 전체 평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지나치게 취약한 수준도 아닌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럽위기가 장기화되고 세계경제마저 저성장추세로 진입하는 현시점

2012년 정치권을 중심으로 경제민주화 화두 속에 재벌규제 공약이 넘쳐나고 있다. 여기에는

에서 대외악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외부충격에 대한 우려보다는 수출경쟁력 제고 및 내수활

대기업집단의 출자총량을 규제하자는 출총제 부활안, 환상형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출자구조

성화 간의 지속가능한 균형을 유도하는 것에 주력해야 한다.

규제안, 은산(銀産) 분리를 넘어 비은행 금융업을 포함하는 금산(金産) 분리안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규제안은 다른 나라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대단히 과격하고 독특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무한경쟁시대에 자국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 환경
의 조성에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우리 정치권은 국제적 정합성과 동떨어진 기업규제를
주장하는가? 정치권에서는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이 심각한 수준을 넘어 계속 증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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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정책 대응

제18대 대선 후보들의 일자리 공약, 적절한가?
2012년 11월 12일

●●●●
대한민국 생존전략
이슈를 살피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강화, 해외의 유사 규제와 이렇게 달라
변양규 l 연구위원

2012년 12월 14일

이선화 l 부연구위원

유럽 재정위기 이후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경제도 빠른 속도로 성장 활력을 잃어가

대선후보들이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산분리 강화규제는 금융·보험 계열사가

는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대선 후보 모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약을 강조하고

보유한 비금융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강화와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

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이 대선 후보들의 일자리 정책을 평가하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이해를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금산분리 강화를 주장하는 측은 우리나라의 금산분리 규제현

돕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따라서 세 명의 대선 후보가 현재까지 발표한 일자리 창출 관련 정

황이 주요 선진국 사례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금융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

책들을 비교·평가하여 이번 대선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사례로 소개되고 있는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고자 한다.

들여다보면 규제의 대상이나 강도가 잘못 소개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해외사례에 기초해

비교·평가에 의하면 세 후보 모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수의 정책을 제안했으나, 대부분이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때에는 산업과 규제의 맥락과 배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전제로 하며

구체성이 결여되고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정책들이다. 또한 일부 정책은 노동시장 전체의 역

그렇지 않을 경우 과잉규제나 전체 시스템과의 부조화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학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증요법(對症療法)적 규제 일변도의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어 고용 유
인(誘因)을 저해하고 일자리 창출에 역행할 가능성마저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정책은 정부,
기업, 노동조합, 취업자,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등 정책에 영향을 받는 이해 당사자 모두
를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 이해당사자만을 보호하려 하거나 특정 이해당사자의 일방적인 양

정부의 세율인하, 부자만을 위한 감세라는 오해
2012년 12월 27일

김미애 l 선임연구원

보만을 강조하고 있어 실현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이 결여된다. 미사여구로 공약들을 포장하기
보다는 이미 개발된 일자리 창출 정책들이 그간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던 이유를 분석하는 것

현 정권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 우선적인 과제이다.

등의 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등은 직접세로서 부가
가치세 등의 간접세를 인하하는 것 보다 상대적으로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의 세금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여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소득수준에 따른 수

경제민주화 이야기 FAQ
2012년 11월 15일

혜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절대적인 세율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보다는 소득수준별
한국경제연구원

로 세금부담을 얼마나 덜게 되었는가를 논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그 개념과 실현방법을 두고 많은 혼란이 있다. 정
치권에서는 다양한 경제민주화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상당부분 단편적이고 편향된 논거
에 기초하고 있어 최근 어려운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서 얼마나 지속적으로 실현가능하고 경

재정 조기집행의 두 얼굴: 순기능과 역기능
2012년 12월 27일

허원제 l 부연구위원

제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따라서 한국경제연구원은 일반인들이 오해할 소지
가 있는 15개 주제를 엄선하여 쉽게 설명함으로써 균형된 시각에서 최근의 경제민주화 논쟁에

올해도 우리정부는 경기회복 추세를 공고히 하고 경제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 나아가 경제민주화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닌 경제성

재정 조기집행(상반기 60.9%)을 추진하였다. 그간 재정 조기집행은 경기안전성 및 진작에 상당

장을 이끌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부분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이는 경기부양, 이월·불용 최소화라는 순기능 외에도 조기집
행 자금의 부족분을 조달하기 위한 일시차입금의 이자비용, 하반기의 부족한 예산을 메우기 위
한 추가경정 편성 등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는 역기능도 존재하는 양날의 칼을 가진 정책임
에 유의하여야 한다. 재정건전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장기적으로 재정 조기집행
은 지방정부의 지방채 발행 급증 등 지방재정과 지역경기의 악화 또한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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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글로벌 경제 상황 변화, 저성장 국면 타개 등
주요 대내외 경제 이슈에 따른 다양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회원사 임직원을 초청해 		
각계 명사의 리더십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102.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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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세미나

한·중 FTA:
국익 극대화를 위한 협상전략

한·중 정상회의에서 FTA 협상 개시를 논의함에 따라 한·중 FTA의 기회와 위협요인을
동태적 측면에서 평가·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적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한·중 FTA
추진전략을 모색해 보고자 여러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대화와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일시ㅣ2012년 1월 26일(목) 장소ㅣ한국경제연구원

개최배경
2011년 한국경제는 세계경제의 저성장 속에서도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돌파하는 업적을 달성했
다. 하지만 유로존의 재정위기를 비롯해 글로벌 경제 불안은 지속되고 있고 국내적으로도 선
거를 겨냥한 포퓰리즘이 경제 불안을 확산시킬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중 정상
이 양국 간 FTA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며 한·중 FTA의 중요성이 부상하였다. 이에 한·중
FTA의 기회와 위협요인을 동태적 측면에서 평가·분석하고 우리나라의 경제적 실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한·중 FTA 추진전략을 모색해 보고자 국내 여러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토론의 장
을 마련하였다.

프로그램

주

사회ㅣ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제 한·중 FTA 협상, 정교하고 치밀하게 접근해야

			
		

발표 l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남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종합토론 송백훈 성신여대 교수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 윤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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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정책의 쟁점과 바람직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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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어떻게 볼 것인가:
2012 대한민국에의 시사점

대기업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며,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이익공유제 도입 등을

2012년 경제민주화 이슈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총선의 중요 어젠다로 자리잡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이 사회적 논란거리로 대두되고 정치권에서는

고 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구체적인 정책화의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에 우리 사회의 중

경제민주화라는 명목 하에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다시 도입하고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등

요 화두로 떠오른 경제민주화의 의미와 대한민국에서의 시사점을 진단해 보는 토론회

대기업규제정책을 더욱 강화하려는 대선공약들을 경쟁적으로 내놓았다. 이에 논란이

를 통해 경제민주화에 대한 발빠른 대응과 함께 깊이 있는 고찰을 시도하였다.

되고 있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과 전환기의 바람직한 대기업정책 방향을 모색하
일시ㅣ6월 4일(월) 장소ㅣ한국프레스센터

는 장을 마련하였다.
일시ㅣ2012년 2월 29일(수) 장소ㅣ웨스틴조선호텔

개최배경
2012년 우리 사회에 ‘경제민주화’가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온

개최배경

‘경제민주화’ 이슈는 담론을 넘어 19대 개원과 함께 구체적인 정책화의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

총선과 대선이 동시에 치뤄지는 정치의 계절을 맞아 여야 모두 표심을 잡기 위해 쏟아내고 있
는 대기업규제 공약이 한국경제의 미래를 열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인지에 대한 진지한 토론

에 본 세미나는 한국의 정치·경제 상황과 그 속에서 중요변수가 될 ‘경제민주화’에 대해 법적,
경제적, 이념·철학적 측면을 다각도로 진단하고, 문제점을 토론하였다.

의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이익공유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대·중소
기업 동반성장 정책은 사회적 논란거리로 대두되었으며, 정치권의 대선공약은 경제민주화라

프로그램

사회ㅣ김종석 홍익대 교수

는 명목 하에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 등이 경쟁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에 논란이 되고 있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과 전환기의 바람직한 대기업정책 방향을 모

제1주제 법적 측면에서의 경제민주화 고찰

색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발표 l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프로그램

사회ㅣ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

제2주제 경제적 측면에서의 경제민주화 고찰
			 발표 l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부소장

제1주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의 방향

제3주제 이념·철학적 측면에서의 경제민주화 고찰

			

			 발표 l 신중섭 강원대 교수

발표 l 김경묵 덕성여대 교수

제2주제 대기업정책의 현주소와 쟁점
			

발표 l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종합토론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김선정 동국대학교 교수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영재 KDI 선임연구위원
전삼현 숭실대학교 교수

종합토론 전환기의 바람직한 대기업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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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센터 출범 기념 정책토론회
- “왜, 사회통합(Social Cohesion)인가”

경제민주화, 어떻게 할 것인가:
쟁점별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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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그 속에서 국민들의 행복한 삶의 영위라는 목표를 이루기

경제민주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여야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과 정

위해 사회통합은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사회통합은 한국경제의 압축성장과

책들이 본격화되며, 경제민주화가 총론을 넘어 각론의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에 경제민

정에서 노정된 사회갈등을 치유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기 위한

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핵심 입법과 정책들의 구체적인 내용

소셜 캐피털로서 중요한 바, 이에 사회통합의 의미와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을 살펴보고,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방향이 올바른 경제민주화의 방향인지를 모색하는

한경연 사회통합센터의 출범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일시ㅣ2012년 7월 5일(목) 장소ㅣ롯데호텔

일시ㅣ7월 10일(화) 장소ㅣ한국프레스센터

개최배경
개최배경
정치권에서 경제민주화의 구체적 실현방안에 관한 논의들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6월 경
한국사회의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계층, 세대, 이념, 지역 간 대립으로 손실되는 사

제민주화의 배경과 의미에 대해 진단하는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경제민주화의 핵심 정책

회적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복잡다기한 갈등들 속에서 사회통합의 의미와 방향, 구체적 과제

영역인 복지, 노동, 교육, 경제 분야의 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고찰해 보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를 찾아 해결하는 것은 지금의 우리는 물론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사회
통합의 방향은 그동안 인위적 소득격차 해소, 정부개입 확대의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

프로그램

사회ㅣ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

나 이는 사회분열의 증가와 지속가능성의 부재라는 역작용을 가져왔다. 이에 사회통합센터의
출범과 함께 각계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사회통합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
제1주제 경제민주화 진단 - 복지분야

최하였다.

		

프로그램

사회ㅣ송 복 연세대 명예교수

발표 l 홍경준 성균관대 교수

제2주제 경제민주화 진단 - 노동분야
		

발표 l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      제 왜 사회통합(Social Cohesion)인가?

제3주제 경제민주화 진단 - 교육분야

		

		

발표 l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초대소장

종합토론 김호섭 중앙대학교 교수, 이병혜 명지대학교 교수
		

김동흔 나눔국민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영기 (주)LG CSR 부사장

		

박경배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 단장

발표 l 유진성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제4주제 경제민주화 진단 - 경제분야
		

발표 l 유진수 숙명여대 교수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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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초월 청년취업센터
운영방안에 대한 제언

한국 및 세계경제 긴급진단
- 글로벌 경기침체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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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년실업이 사회의 큰 이슈로 부상하고 청년노동시장의 기본적인 문제인 취업의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글로벌 성장 둔화, 내수에 있어서 가계부채의 부실화 및 부동산

욕 상실로 인한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이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청년취업센

경기 침체의 그림자들로 인한 비관적인 경제전망이 예측되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흐름

터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논의하여 우리 경제의 미래와 지속가능한 성장의 발판이 될

을 신속히 전망하고 예측하여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비즈니스

청년실업문제를 고민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의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였다.

일시ㅣ2012년 8월 6일(월) 장소ㅣ사학연금회관

일시ㅣ2012년 9월 3일(월) 장소ㅣ플라자호텔

개최배경
개최배경
지속적인 글로벌 경기침체 가운데, 노동시장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청년 취업에 대한 문제
는 심각한 이슈이며, 국내 청년노동시장의 기본적인 문제는 취업의욕 상실로 인한 노동시장의

글로벌 성장 둔화와 함께 국내에서는 가계부채의 부실화가 심화되고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이탈로 발생될 수 있는 장기적인 실업상태이다. 특히 취업 초기 단계에서 스펙 부족으로 일자

지속되면서 민간소비마저 성장세를 멈춰버렸다. 2012년 우리 경제는 2%대의 성장에 그칠 전

리 채용기회가 부족한 청년층에 대해 취업기회를 부여하여 공정경쟁을 유도하는 것은 우리

망이며 장기침체마저 우려되는 상황에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한국 및 세계경

경제의 미래를 생각하면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다. 이에 본 세미나는 국회, 산업계 및 학계의

제의 긴급진단’을 통해 글로벌 경기침체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자 세미나를

전문가를 초청하여 ‘스펙초월 청년취업센터’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되었다.

개최하였다.

프로그램

프로그램

사회ㅣ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

사회ㅣ이경태 고려대 국제대학원 석좌교수

주      제 ‘스펙초월 청년취업센터’ 운영에 대한 검토

제1주제 2012년 하반기 및 2013년 한국경제 전망과 위험요인 점검

				 발표 l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

		

종합토론 강은희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태희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관

제2주제 유로존 위기의 전망과 한국경제 파급영향

				 금재호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청원 한국전력 인사처 처장

		

발표 l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

발표 l 오정근 고려대 교수

				 김영환 효성 상무
제3주제 2012년 중국경제 전망과 중국진출 활성화 방안
		

발표 l 이문형 산업연구원 국제산업협력센터 소장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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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제대로 알기’ 연속 토론회

18대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여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가운데 경제민
주화와 관련된 입법과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선명성 경쟁으로
경제민주화에 대한 관심은 고조되었다. 그러나 무엇이 경제민주화이고 어떻게 경제민

제1차 정책토론회
학문적 관점에서의 경제민주화 제대로 알기
프로그램

사회ㅣ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

주화를 하자는 것인지에 대한 혼란은 가중되어만 갔다. 이에 ‘Back to the Basic’의 차
원에서 경제민주화의 본질을 짚어보고 경제민주화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2주간 두 차례에 걸쳐 연속으로 개최하였다.

제1주제 경제민주화의 역사적 고찰 : 독일을 중심으로
		

제 1차 일시ㅣ10월 1 1일(목) 장소ㅣ광화문 S타워(S-Tower)
제 2차 일시ㅣ10월 17일(수) 장소ㅣ광화문 S타워(S-Tower)

제2주제 진화관점에서 보는 경제민주화의 해석
		

개최배경

발표 l 민경국 강원대 교수

발표 l 복거일 소설가

종합토론 조동근 명지대학교 교수,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초대소장

대선이 다가오고 19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대한민국은 본격적인 정치의 계절에
접어들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 개념과 구현방법
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공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시민들도 무엇이 경제민주화이며
경제민주화를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혼란스러웠다. 이에 점점 복잡해져만 가는 경제민주화의

제2차 정책토론회
대한민국 역사속에서의 ‘경제민주화’ 제대로 알기

본질에 대해 차분히 진단하는 연속토론회를 개최하여 학문적 의미에서의 경제민주화, 대한민
국의 역사 속에서의 경제민주화의 의미를 짚어보았다.

프로그램

사회ㅣ김영봉 세종대 석좌교수

제1주제 대한민국 헌법 변천과정에서 본 경제민주화의 의미
		

발표 l 장용근 홍익대 교수

제2주제 대한민국 자본주의 성숙과정에서 경제민주화의 의미
		

발표 l 이영훈 서울대 교수

종합토론 김정호 연세대학교 교수,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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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정책
- 국제 컨퍼런스

대선이 본격화됨에 따라, 각 당에서는 재원마련에 대한 대책 없이 포퓰리즘적인 복지공

Session 2. 한국의 복지정책이 나아갈 방향

사회ㅣ좌승희 서울대학교 교수, 경기개발연구원 이사장

약을 남발하고 있다. 이에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국내외 저명한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제1주제 More Than Two, or Four, Jigsaw Pieces? The Welfare State Puzzle
발표 l Sven Hort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일시ㅣ2012년 11월 7일(수) 장소ㅣ플라자호텔

제2주제 Korea‘s Welfare Expansion Policy as Political Failure: Current Policy Issues and
				 Discussion
발표 l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초대소장

개최배경

제3주제 Employment-Friendly Workfare Policies:Experiences from Denmark
발표 l Jon Kvist Core Professor, University of Southern Denmark

우리 경제의 저성장시대 진입 전망과 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 미국 경제회복 부진과 중국경
제 경착륙에 대한 우려감 속에 한국경제의 중장기 경제전망은 더욱 더 어두워졌다. 이렇게 복

종합토론 l Thomas Kalinowski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지재원을 마련할 곳에 비상등이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나오는 복지정책과 제도에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대한 논의는 선심성, 임기응변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내외 저명한 학자들을 초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

청하여 우리보다 먼저 유사한 길을 걸어간 국가 및 북유럽과 남유럽의 복지국가 모델의 성공
사회ㅣ이경태 고려대 석좌교수

과 실패 사례와 시사점에 대한 국제컨퍼런스를 마련하여,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지속가능하면
서도 효율적인 복지에 이르는 길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종합토론 권덕철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안상훈 서울대학교 교수
이태희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관, 정성희 동아일보 논설위원

프로그램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Session 1. 성장과 복지의 양립을 위한 과제

사회ㅣ조윤제 서강대학교 교수

제1주제 A Fast Aging Welfare Society of Japan and Its Implications on the
				

Government Debt and Economic Growth
발표 l Masahisa Hayashi Emeritus Professor, Waseda University

제2주제 Welfare and Work Requirements: Lessons from the American Reform
발표 l Robert Rector Senior Research Fellow, Heritage Foundation
			
종합토론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본부장
				 금재호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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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빅뱅 방안

동 심포지엄은 경제민주화 프레임을 넘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반기업(가) 정서의 실

한국경제연구원은 저성장 기조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을 인지하고 2012

태와 원인, 부작용을 서로 다른 입장에서 조명, 논의하고 기업가의 혁신과 도전의지, 즉

년 한 해 서비스산업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활동을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를 발표하는

기업가정신을 왜곡하지 않는 기업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모색하고자 기획되었다.

자리를 마련하여,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와 차세대 성장동력에 대한 고민
하는 토론의 장을 제공하였다.

일시ㅣ 2012년 11월 12일(월) 장소ㅣ대한상공회의소
일시ㅣ2012년 12월 3일(월) 장소ㅣ대한상공회의소

개최배경
개최배경
한국경제의 장기불황 가능성과 잠재성장률 3%대 추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일
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중진국 함정에 빠져 선진국으로의 진입
이 좌절될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에 경제 재도약을 위한 핵심 키워드로 기
업가정신과 창의혁신을 제시하고 반기업정서, 기업가정신, 경제민주화 논의 등을 대기업과 중
소기업 각각의 입장에서 폭넓게 논의하고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탈공업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외 여건도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제조업에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이제는 국내로 한정되어 있는 서비스산업의
시장을 해외로 확대하고 새로운 제2의 내수시장을 개척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2012년 한 해
동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빅뱅 방안에 대해 연구를 장기적으로 진행해왔고, 동 연
구 결과에 대한 발표와 함께 종합적인 토론의 장을 제공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프로그램

사회ㅣ노부호 서강대 명예교수

Session 1. 한국의 기업가정신 실태와 제고방안
제1주제 기업가정신 파괴하는 경제민주화 입법들
발표 l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
			

토론 l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

프로그램

사회ㅣ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제1주제 <교 육> 해외 우수 교육기관 유치를 통한 교육서비스 산업 활성화 방안
				

발표 l 유정선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원

				

토론 l 하연섭 연세대 교수, 前 국제처장

제2주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한 기업가정신 활성화 방안

제2주제 <의 료> 의료서비스 시장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발표 l 김동선 한국중소기업연구원 원장

				

발표 l 송용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원

			

토론 l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 본부장

				

토론 l 정기택 경희대 교수, 의료경영전공

제3주제 <법 률> 법률서비스 산업의 수출산업화
Session 2. 기업·기업인에 대한 인식과 반기업정서
제1주제 반기업정서의 배경과 기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발표 l 좌승희 서울대 교수, 경기개발연구원 이사장

				

발표 l 최남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 l 손도일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이사, 변호사

제4주제 <콘텐츠> 콘텐츠산업 수출확대 정책의 개선방향
				

발표 l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제2주제 자본주의에 대한 내재적 위협

				

토론 l 정상철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산업연구실 책임연구원

			

종합 발표 및 토론 「연구결과 종합정리 및 서비스산업 발전방향 제언」

발표 l 복거일 소설가

종합토론 경제민주화와 기업가정신

				

발표 l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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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Leadership in KOREA’를 주제로 새롭게 시작된 KERI Forum은 제1회 윤여준 전
장관을 시작으로 김성근 감독, 신세돈 교수, 김문수 도지사, 정몽준 의원, 박종길 선수촌
장,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한경희 대표에 이르기까지 2012년 눈부시게 활약한 각계각층

KERI
Forum

2

의 전문가들을 강연자로 초청하여 총 8회 개최되었다.

개최배경
KERI Forum은 권위 있는 각계의 전문가 및 정책 당국자를 초청하여 우리나라 경제 및 사회의
중요 현안들에 대한 고견을 듣고, 이에 대한 혜안 공유 및 대안을 모색하는 장으로 조찬 형식
으로 진행된다.

Forum 개요

제1회 KERI Forum :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 그리고 리더
윤여준 l 전 환경부 장관

대통령은 공공성의 상징인 국가의 흥망성쇠를 책임질 사람이기 때문에 시대적 과제를 인식하
여 거기에 맞는 비전을 제시하는 능력과 비전을 구현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필
요하다. 특히 대통령은 자신이 행사하는 국가권력의 무서움을 알아야 한다. 국민이 공공성을
수호하라고 국가권력을 줬다는 의식이 투철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사유 의식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국가를 내 자산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일시 l 2012. 2. 23(목)
장소 l 플라자호텔

제2회 KERI Forum : 프로정신과 리더십
김성근 l 고양원더스 감독

프로의 정신을 기반으로 자신의 사리사욕을 버리고, 조직의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사명감이
리더의 대표적인 덕목이다. 또한 팀워크가 중요한 프로야구에서 리더는 절대 혼자 갈 수 없는
사람이다. 조금 느리더라도 구성원의 마음을 얻어 한마음으로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다.

일시 l 2012. 3. 22(목)
장소 l 플라자호텔

118. 119.

2012 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세미나·컨퍼런스·포럼
●●●●
문을 열고
사회 각계와 소통하다

제3회 KERI Forum : 세종은 어떻게 국가를 통치했는가? - 소통의 정치와 리더십

제6회 KERI Forum : 런던올림픽의 성공 리더십

신세돈 l 숙명여대 교수

박종길 l 대한체육회선수촌장

세종대왕은 인류역사상 보기 드문 리더십을 지닌 군주이자 리더였으며, 세계 최고의 ‘명품 리

이번 런던올림픽에서 역대 원정 올림픽 중 최고의 성적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 기

더십 정치’를 만들었다. 그 명품 리더십 정치의 기저에는 본인이 부족하다는 겸손함과 곳곳에

업들이 인기·비인기 종목을 가리지 않고 스포츠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으로 선수들의

훌륭한 인재가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치의 요체는 사람을 얻는 것이라는 말과 백

꾸준한 실력 향상에 도움을 줬기 때문이다. 대회 초반 오심 판정과 판정 번복 등 악재가 이어

성은 국가의 근본이라는 것이 세종의 가장 큰 철학이며, 그 철학을 스스로 행동으로 입증함으

졌지만, 우리 대표단은 불굴의 의지와 끈기 있는 한국인의 민족성으로 외국 선수들과의 신체

로써 어진 정치를 펼칠 수 있었다.

적 차이를 극복하고 메달을 획득했다.

일시 l 2012. 4. 27(금)
장소 l 플라자호텔

일시 l 2012. 9. 26(수)
장소 l 플라자호텔

제4회 KERI Forum : 함께 갑시다, 대한민국

제7회 KERI Forum : 열린사회와 수평적 리더십
김문수 l 경기도지사

이헌재 l 전 경제부총리

지금 한국의 현실은 자기부정 등 국가의 정체성과 가치에 혼동이 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은

요즘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논의는 지나치게 작은 부분으로 흐른다. 지금 우리에게는 일자리,

정치개혁, 부패척결을 선결해야 한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통합의 리더십이 절실하다. 세습, 상

물가안정, 소득분배 등 거시정책을 제대로 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첫째다. 이제 경제위기는

속이 아닌 서민출신으로 좌우를 아우르는 경험을 바탕으로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어느 한 나라의 국경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한국경제 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설득과 타협이 필요하다. “더 낮은 곳으로 더 뜨겁게! 무한 섬김!”을 강조하는 ‘섬김의 리더십’

는 하나로 묶여 있는 세계경제의 흐름을 함께 읽어야 한다. 작금은 대혼돈의 시대다. 신자유주

이 요구되는 때이다.

의 체제가 휘청거리고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은 사회의 편 가르기를 부추기고 갈등 해
결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정부 주도형 경제성장 체제와 토건주의를 해체하고 창조경제, 창

일시 l 2012. 5. 22(화)
장소 l 롯데호텔

의기업, 열린사회를 키워드로 수평적 사고로 나아가야 한다.

일시 l 2012. 10. 30(화)
장소 l 플라자호텔

제5회 KERI Forum : 21세기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십
정몽준 l 새누리당 국회의원

제8회 KERI Forum : 창조와 혁신의 리더십
우리나라는 지난 50여 년간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실패를 두려워하

한경희 l (주)한경희생활과학 대표

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키워드였다. 향후 몇 년간 도래할, 세계경제 침체에 대응하

일시 l 2012. 6. 26(화)
장소 l 롯데호텔

여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정치권에서 노력해야 한다. 차기 대통령

(주)한경희생활과학은 소비자가 원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제품을 만드는 기업을 지향한

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통합능력’으로 경제발전과 통일을 위해서는 지역적으로, 세대별로

다. HAAN의 모든 제품에는 세계 유일, 마켓 리더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다. 혁신적인 제품 개

갈라진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발을 위해서는 능력에 따른 적절한 업무할당, 유연한 조직문화, 아이디어 소통 시스템과 보
상제와 같은 조직의 혁신이 선행되어야 한다. ‘스팀청소기’ 하나로 2005년 매출 1,000억 달
성과 2012년 갤럽 조사 결과, 자사 제품의 스팀청소기 시장점유율이 마케터들과 시장에서 꿈
의 수치로 여기는 75%를 상회하는 87%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한 것은 끊임없는 제품혁신의
노력 때문이다.

일시 l 2012. 11. 27(화)
장소 l 콘래드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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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칼럼·도서발간·온라인 지식정보 서비스

더 큰 대한민국을
열기 위한
과제를 고민하다

Part. 4

사회적 이슈나 문제들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생각을 공유하고
연구하며, 함께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경연은 우리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길을 새로이 열고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선 사회 각
부문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경제학자, 사회학자,
정치학자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대한민국이 바로서기
위해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것들, 그리고
극복해 나가야 할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짚어 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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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연구회

제 2회

날짜 l 8월 23일(목) 16:00
주제 l 현행 보육 및 양육지원 정책
발표 l 김정호 아주대 교수
내용 l 보육 및 양육의 재정지출 규모는 지난 10년간 급증하였고 향후 효율적인 재정지출을 도모하
기 위해서는 심층평가가 요구된다. 2000년 이후 최근까지 보육 및 양육지원 정책의 추세는

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정치권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나 재원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상보육이 주를 이루고 있다. 여성인력의 활용과 저출산과 맞
물려 보육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며 이에 보육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연
구하고 제언하고자 한다.

대상자 확대, 보육의 공공성 강화였으나 사회구조의 개편에 따른 근본적인 이해 속에서 보
육정책의 설계가 필요하다.
제 3회

날짜 l 9월 21일(금) 10:00
주제 l 무상보육 확대 정책의 특징과 문제점 및 대안 탐색
발표 l 김정래 부산교대 교수
내용 l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무상보육은 워킹맘의 취업을 돕거나 저출산 대책으로의 실효성이 없
고 공공부문을 비대화하여 비효율을 초래하고 재정파탄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으로 재검토

발족배경 및 운영

가 필요하다.

그동안 보육정책은 여성계, 교육계, 보육시설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경제학적 접근이 개입될
여지가 적었다. 이러한 현실은 보육시설에 대한 정부규제 강화와 무상보육 일변도의 정책방향과
무관하지 않다. 보육정책은 국가의 불필요한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근로여성과 취약계층 영유아
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며 보육시설 간 경쟁을 유도하여 질적 향상을 꾀해야
한다. 본 연구회는 보육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을 통해 현재의 보육정책을 평가하고 올바른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월 1회 세미나를 개최하고 워킹페이퍼, 정책연구서를 발간한다.

제 4회

날짜 l 10월 19일(금) 10:00
주제 l 누리과정 도입 이후 유아 보육, 교육의 과제
발표 l 김진영 건국대 교수
내용 l 누리과정은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보육과정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체계를 일원화하는
취지이며 향후 유아 보육비와 교육비 지원이 이루어지면 이에 따른 수요자의 시설 선택여부
와 변화를 지켜보면서 정책방향을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
제 5회

인적구성

날짜 l 11월 23일(금) 16:00

현진권 l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전희경 l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팀장

주제 l 보육교사의 특성과 대기수요의 결정요인

김정래 l 부산교대 교수

김진영 l 건국대 교수

발표 l 우석진 명지대 교수

김정호 l 아주대 교수

우석진 l 명지대 교수

내용 l 보육수요자의 선호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로 보육시설의 대기수요를 살펴볼 수 있는데 대기

김인경 l KDI 연구위원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보육교사의 특성은 대졸자 비중, 보육교사 1급 소지 비중, 평균연령 등
이었다.

2012년 운영실적
제 1회

제 6회

날짜 l 12월 17일(월) 16:00
주제 l 보육정책에서 공공성 논리 비판과 정부실패

날짜 l 7월 16일(월) 16:00

발표 l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주제 l 현행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내용 l 보육정책에 대한 일반적 인식은 보육은 공공성이 높으므로 정부주도로 모든 국민에게 같은

발표 l 김인경 KDI 연구위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무상보육이 확대되고 있으나 정부실패라는 사

내용 l 현행 보육정책은 정부개입 강화, 무상보육 강조로 흐르고 있으나 향후 방향은 시설 간 경쟁을

회적 비용을 고려하여 정부개입은 최적수준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하며 공공성 논리를 기조

통한 보육의 질 향상과 취약계층 영유아 및 근로여성을 위한 보육에 집중하여 나가야 한다.

로 한 보육정책 입안자와 전문가들의 논리체계도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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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제연구회

제 2회

날짜 l 10월 16일(화) 16:00
주제 l Too big to jail-기업 배임횡령 사건에 대한 법원의 양형요인 분석
발표 l 이창민 국민대 교수
내용 l 전관예우의 존재여부와 이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적으로 밝히는 것은 막연한
추측과 달리 학문적으로 매우 유의미하다. 사법부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고 각

정책분석에는 경제학이 주요한 수단이나 신고전경제학 구조 하에서는 현실을 제대로
설명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코즈가 법경제학 체계를 구축한 이후로 현실 정책을
평가하는 데 경제학은 매우 유용한 학문체계였으며 구체적인 현실을 해석하고 정책대

각의 영향의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대기업집단 관련 판결과 전관예우의 관련성, 사법부의 판
단에 미치는 기업의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다.
제 3회

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해 왔다. 이에 법경제 연구회를 통해 정책환경이 되는 현실을 이

날짜 l 11월 20일(화) 16:00

해하고 현실감 있는 정책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주제 l 형사처벌과 과잉범죄화의 법경제학적 연구
발표 l 김일중 성균관대 교수
내용 l Becker로부터 시작된 경제학적 이론에서는 범죄현상도 경제주체의 비용과 편익 관점에서
의 선택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강력범죄의 증가 및 과잉범죄화 현상과 관련하여 형벌은 가장
강력한 수단이자 낙인효과를 동반하므로 가급적 비형벌적 제재수단을 동원하고 불가피한 경
우 형벌을 적용하는 것이 좋다. 범죄 억지력을 갖으면서 적정한 수준의 제재수단을 찾아내

발족배경 및 운영

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우 유의미하다.

경제현상, 기업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법경제학적 체계로 접근하
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이 분야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회
는 법경제학적 접근을 통해 각종 사회 이슈들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월 1회 세미나를 개최하고 워킹페이퍼, 정책연구서를 발간한다.

제 4회

날짜 l 12월 18일(화) 16:00
주제 l 이혼 재판에서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발표 l 박민수 성균관대 교수
내용 l 이혼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성별, 재산의 정도 등 다양한 변수들을 찾아내고 이것이 위자료,

인적구성

재산분할, 양육권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해냄으로써 이혼을 경제학적으로 풀이하고 분석할
수 있으며 사법부의 판결의 경향성을 추론할 수 있다.

현진권 l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전희경 l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팀장

김일중 l 성균관대 교수

민희철 l 한성대 교수

박민수 l 성균관대 교수

이창민 l 국민대 교수

이동진 l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옥렬 l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두얼 l KDI 연구위원

2012년 운영실적

제 1회

날짜 l 9월 18일(화) 16:00
주제 l 법경제연구의 필요성과 현재에의 시사점
발표 l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내용 l 복잡다기한 사회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경제학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을 발굴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128. 129.

연구회·칼럼·도서발간
●●●●
더 큰 대한민국을 열기 위한
과제를 고민하다

Annual Report 2012

2012 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사회보장연구회

내용 l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수요가 높고,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를 보았을 때 향후
복지수요가 급증할 것이 예상된다. 특히 사회보장제도에 있어 기금고갈이 예견되는 상황에
서 본격적인 진단과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제 2회

날짜 l 10월 8일(월) 16:00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정치권의 복지포퓰리즘 정책과 고령화 추세에 따른 복지수요
의 팽창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나 바람직한 복지의 방향과 복지혜택
의 수준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사회보장연구회는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제공되는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연

주제 l 국민연금 소득보장과 재정안정화의 관계
발표 l 강성호 국민연금연구원 박사
내용 l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나 최근 국민연금 수급액에 대한 불만, 고
령화에 따른 연금재정 고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을 해치지 않
으면서 노후보장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접점을 찾는 노력이 요구된다.

구를 수행한다.
제 3회

날짜 l 11월 12일(월) 10:00
주제 l 4대 사회보험 관리운영 효율화 방안-인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발표 l 최인덕 공주대 교수
내용 l 사회보험이 도입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조직체계와 인력의 업무에 따른 구조조정이 불가
피해졌다. 사회보험의 역사와 해외사례를 연구하고 전산화 등 기술발전을 고려한 효율화 방
안을 강구해야 한다.

발족배경 및 운영

제 4회

복지정책 중에서 사회보장 정책은 현재의 구조 하에서도 재정적자가 향후 심각할 전망이다. 따
라서 더 늦기 전에 사회보장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평가해야 한다. 복지관련 연구가 복지라는 총
량지표를 사용한 거시적 접근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이는 제도개혁에 직접적인 자료로 활용하

날짜 l 12월 3일(월) 16:00
주제 l 우리나라 국민연금 관련 문헌 연구를 통해 본 정책과제
발표 l 임병인 충북대 교수

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 본 연구회를 통해 사회보장 분야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과 같이 구

내용 l 국민연금 제도의 설계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전문가들의 역할을 들 수 있다. 그

체적인 사회보장 제도들에 대해 미시적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제도개혁의 기초자료를 튼

동안 국민연금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가 어떤 동질성과 이질성을 띠고 변해왔는가를 살피

튼히 하기 위해 월 1회 세미나를 개최하고 워킹페이퍼, 정책연구서를 발간한다.

는 것은 유의미할 것이다. 복지수요가 팽창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의 근본
적 변화가 모색되는 시기에 논리적 근거를 뒷받침하는 연구의 흐름을 읽어냄으로써 제도변
화의 방향을 예측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인적구성
현진권 l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전희경 l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팀장

임병인 l 충북대 교수			

최인덕 l 공주대 교수

강성호 l 국민연금연구원 박사		

최현수 l 보건사회연구원 박사

2012년 운영실적
제 1회

날짜 l 9월 3일(월) 10:00
주제 l 한국의 현실과 사회보장 연구의 필요성
발표 l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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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선택연구회

경제학의 관심은 시장을 향해 있으나 많은 경제정책들과 시장의 작동은 정치적 의사결
정과 무관하지 않다. 의사결정이 내려지는 메커니즘을 경제학적 방법으로 분석하는 공
공선택 연구를 통해 정책의 입안과 적용의 심층을 이해하고 현실성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내용 l 유럽의 복지모델은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의 방향과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스와 스웨덴 양자를 비교해 보면 그리스의 경우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재정을 노령
층 사회복지에 투입하면서 재정적자가 증가하였으나 스웨덴의 경우는 이를 제한하여 재정
적자를 적절하게 관리했다. 이는 현재 그리스 사태의 교훈이자 우리가 스웨덴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다.
제 2회

날짜 l 10월 12일(금) 16:00
주제 l 공적연금 주주권과 미시정치-국민연금을 중심으로
발표 l 김영신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부소장
내용 l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주주권의 적극적 행사를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으나 국민연금
은 지배구조상 주주권 행사에 있어 정치적 영향의 가능성이 있고 주주권 행사 주체와 가입
자 간의 주인-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나친 주주권 행사는 연금사회주의 수단으
로 악용될 수 있어 오남용에 대한 대안모색이 필요하다.
제 3회

발족배경 및 운영

날짜 l 11월 16일(금) 10:00

공공선택이론을 통해 정치권의 의사결정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것은 정책 및 입법방향에 대한 예

주제 l 질서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자유사회와 정치질서

측가능성을 높이고 선제적 대응을 가능케 함으로써 바람직한 정책방향 도출과 대안 모색에 도

발표 l 민경국 강원대 교수

움을 줄 수 있다. 정부실패 및 정치실패는 관료나 정치인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제도의 문제이며
제도개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고 이를 통해 정부와 입법부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
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회는 의사결정 메커니즘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을 통해 다차원적인 정책평가와 분석, 현실성 있는 대안제시를 위해 월 1회 세미나를 개최하고
워킹페이퍼, 정책연구서를 발간한다.

내용 l 정부지출과 정부부채가 증가하는 현재의 민주주의는 뷰캐넌의 적자 속 민주주의를 상기시
킨다. 개별 현상에 천착한 접근법보다는 적자재정을 야기하는 제도적 요인, 정부지출을 증대
시키는 정치제도, 차별적 입법을 유도하는 정치제도 자체를 개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 4회

날짜 l 12월 21일(금) 10:00
주제 l 정부의 예산과 지출행위 분석-공기업을 중심으로

인적구성

발표 l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내용 l 정부는 재정확대를 통해 팽창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공기업을 통한 간접적인 지출은 부

현진권 l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김영신 l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전희경 l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팀장

민경국 l 강원대 교수

황수연 l 경성대 교수

김행범 l 부산대 교수

김이석 l 시장경제제도연구소 부소장

윤상호 l 보험연구원 박사

채를 증가시키고 국민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어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김태하 l 중앙대 교수

2012년 운영실적
제 1회

날짜 l 9월 14일(금) 10:00
주제 l 유럽 복지 체계와 유권자 성향
발표 l 윤상호 보험연구원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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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운영실적

제 1회

날짜 l 2012년 10월 17일(수) 16:30
주제 l 지속가능한 복지

지속가능 복지·재정·조세 연구회는 한국 복지의 현주소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삶의 질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복지·재정·조세 정책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연구회 발족 이후, 현재 2회에 걸쳐 연구 발표회가 개최·운영되었다.

발표 l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
내용 l 복지의 범위, 전망, 방향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 후, 복지 지출의 기본방향이 재정의 안정적
운영과 복지의 확충임을 재확인하였다.
제 2회

날짜 l 2012년 11월 29일(목) 16:30
주제 l 한국 복지정치와 지속가능한 복지전략
발표 l 안상훈 서울대 교수
내용 l 스웨덴 등 해외 복지모델의 이해를 바탕으로, 빠른 고령화 속도와 통일 비용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복지전략을 수립해야 함을 지적했다.

발족배경 및 운영
지속가능 복지·재정·조세 연구회는 한국경제의 저성장이 예측되는 가운데 복지 정책과 재무 건
전성에 대한 관심이 여느 때보다 높은 지금, 한국 복지의 현 주소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삶의 질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복지·재정·조세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설
립되었다. 일반 복지뿐 아니라 세금 및 조세, 연금, 보건의료, 교육 등 관련 분야를 망라하여 한
국 복지의 현황, 해외사례의 이해를 바탕으로 퍼주기식 복지를 지양하고 재정건전성 유지와 지
속가능한 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인적구성
이영환 l 계명대 교수

박기백 l 서울시립대 교수

김 진 l 동덕여대 교수

구정모 l 강원대 교수

안상훈 l 서울대 교수

홍경준 l 성균관대 교수

이의춘 l 데일리안 편집국장

고영선 l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필헌 l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손원익 l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인화 l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심의관

윤석명 l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

이용하 l 국민연금공단 연금제도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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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업정서 연구회

2012년 운영실적

제 1회

날짜 l 2012년 7월 4일(수) 19:00
주제 l 기업, 기업인 이미지 및 경제 인식 조사

반기업정서 연구회는 반기업·반시장 정서의 이론적 배경과 역사적 경험에 대해 경제,
경영, 문화, 경제사, 대중심리 등을 결합하여 다각도로 논의하고 한국 사회가 이를 극복
할 수 있는 대안과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발표 l 임병화 수원대 교수, 전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내용 l 본 발표는 일반인들의 반기업정서의 원인으로 한국인의 심리적 요인, 사회적 조장, 재벌의
정경유착 등을 지적했으며, 반기업정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일반인들에게 친근한 매체를
활용하여 친기업정서를 조성할 것을 제시했다.
제 2회

날짜 l 2012년 8월 23일(목) 17:00
주제 l 재벌비판을 통해 본 일본의 반기업정서
발표 l 정진성 방통대 교수
내용 l 본 발표는 일본 재벌비판의 역사적 특징과 일본에서 반기업정서가 심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

발족배경 및 운영

했다.

반기업정서 연구회는 최근 2~3년간 시장경제원리를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 목적으로 대중의 기
호에 맞추어 규제 일변도로 전개되었던 정부의 기업정책에 대응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나
라의 경제개발 이후 나타난 반기업·반기업인·반시장 정서에 대한 극복방안과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또한 연구회는 검증되지 않은 ‘국민정서법’에 대한 과학적·실증적·법리적 분
석을 통해 국민정서가 왜곡되지 않도록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회 운영은 매월 1회 회

제 3회

날짜 l 2012년 9월 19일(수) 17:00
주제 l 포털사이트의 반기업 및 반자본주의 정서 기사 유포 행태
발표 l 이문원 미디어워치 편집위원, 대중문화평론가
내용 l 본 발표는 국내 포털사이트의 여론 형성의 영향력을 분석하고, 포털사이트의 반기업 및 반
자본주의 정서 기사 유포에 대한 규제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동을 원칙으로 주제발표 후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제 4회

인적구성

날짜 l 2012년 10월 25일(목) 17:00
주제 l 기업가정신과 반기업정서

학 계

김승욱 l 중앙대 교수

이지환 l KAIST 교수

발표 l 한정화 한양대 교수

김용열 l 홍익대 교수

윤영민 l 고려대 교수

내용 l 본 발표는 양극화와 빈부격차 등 자본주의 성공 역기능 등을 반기업정서의 요인으로 지목하

이한준 l 한양대 교수

정진성 l 방통대 교수

고 양극화/빈부격차 완화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반기업정서를 극복하고 기업가정신의
활성화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조영복 l 부산대 교수

제 5회

문화계

이 호 l 라디오 방송작가

이문원 l 미디어워치 편집위원, 대중문화평론가

언론인

김영욱 l 중앙일보 논설위원

추창근 l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날짜 l 2012년 11월 21일(수) 17:00
주제 l 대중문화 콘텐츠에서 드러나는 반기업정서

김선교 l 세계일보 논설위원

발표 l 이문원 미디어워치 편집위원, 대중문화평론가
내용 l 본 발표는 2000년 이후부터 반기업정서를 담은 기업드라마가 횡행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친
기업적 대중문화 콘텐츠 제작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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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운영실적

제 1회

날짜 l 2012년 1월 4일(수) 18:00
주제 l 한국 중소기업의 경영현황과 부실가능성 점검

기업구조와 전략연구회는 경제의 기본단위인 기업조직과 관련된 학술 토론 및 연구 프
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젊은 소장학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되었다. 2012년 한 해 동안
총 5회의 연구 발표회가 개최되었다.

발표 l 김지연 IBK 경제연구소 박사
내용 l 대기업납품 중소기업과 독립 중소기업의 경영성과를 비교하고, 부동산 과다투자 기업의 실
태와 부실가능성을 점검하여, 현재 국내 중소기업의 경영현황을 파악한 후, 중견기업으로 도
약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제 2회

날짜 l 2012년 3월 26일(월) 19:00
주제 l 가난한 집 맏아들
발표 l 유진수 숙명여대 교수

발족배경 및 운영

내용 l 가난한 집을 해방 이후 한국으로, 유일하게 집안에서 대학을 나온 맏아들을 대기업집단으로,
동생들을 중소기업과 국민으로 비유하여, 대기업집단이 성공한 후 사회에 어느 정도 그 혜

기업구조와 전략연구회는 경제의 기본단위인 기업조직과 관련된 학술 토론 및 연구 프로젝트를

택을 나누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수행하는 데에 설립목적을 두고 있다. 젊은 소장학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이 연구회는 기업집
단 시스템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및 경영전략 연구, 상장제도, 회계제도 등 기업관련 제도분석,
대·중소 하도급과 기업성과, 기업의 내생적 성장요인과 환경요인 연구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

날짜 l 2012년 5월 2일(수) 19:00
주제 l Ownership structure and firm performance : Evidence from the Chinese corporate reform

의와 토론을 수행하고 있다.

발표 l 강영삼 서울대 WCU 박사후 연구원
내용 l 본 연구는 고정효과 분석과 GMM 분석을 이용하여 중국의 시장형 공기업의 성과가 국영기

인적구성
연구회장

제 3회

업의 경우보다 우수하게 나타났음을 밝혔다.
제 4회

이 근 l 서울대 교수

날짜 l 2012년 9월 11일(화) 19:00

원

내

황인학 l 선임연구위원

김현종 l 연구위원		

주제 l Big Business and National Economic Growth : Finding a Binding Constraint for Catch-up
by Country Panel Analysis

임병화 l 수원대 교수, 전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발표 l 이 근 서울대 교수

간

사

내용 l 국제적 데이터베이스 활용과 정량적 분석론을 적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대기업이 경제성장

김윤지 l 한국수출입은행 박사

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회

원

이우관 l 한성대 교수

곽만순 l 카톨릭대 교수

곽주영 l 연세대 교수

진태홍 l 홍익대 교수

김용렬 l 홍익대 교수

박영렬 l 연세대 교수

최경규 l 동국대 교수

강명헌 l 단국대 교수

최정표 l 건국대 교수

장지상 l 경북대 교수

조성욱 l 서울대 교수

정균화 l 고려대 교수

발표 l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진방 l 인하대 교수

김건식 l 서울대 교수

장하성 l 고려대 교수

내용 l 동 제목의 책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기업과 일본기업의 경영시스템의 차이를 분석하고, 이를

김기원 l 방송통신대 교수

최인철 l 삼성경제연구소 상무 등 80여 명

제 5회

날짜 l 2012년 10월 8일(월) 19:00
주제 l 한국의 황제경영 vs. 일본의 주군경영

바탕으로 한국기업만의 강점과 취약점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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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운영실적

제 1회

날짜 l 2012년 3월 23일(금) 17:00
주제 l 2008 금융위기의 여파(餘波)

한국 하이에크소사이어티는 자유주의 연구를 통해 정치, 경제, 교육, 언론, 복지 등 한
국 사회의 모든 부문에 자유주의의 풍토를 조성하고 자유주의 법제도적 기초를 확립하
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발표 l 김한응 금융연수원 전 부원장
내용 l 본 논문은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 여파로 나타난 자본주의 사상에
대한 변화를 설명하고 한국의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제 2회

날짜 l 2012년 4월 24일(화) 17:00
주제 l 한국 자본주의의 미래
발표 l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내용 l 본 발표는 자본주의를 통해 성장한 한국 기업과 경제를 조명하고 작금의 대내적인 경제 환

발족배경 및 운영
한국 하이에크소사이어티는 하이에크, 밀튼 프리드만, 미제스 등 고전파 자유주의 전통사상을 연

경의 어려움을 서비스산업 빅뱅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제 3회

구하고 변화된 사회 경제적인 환경과 한국적 상황을 고려하면서 자유주의 사상을 발전시키는 데

날짜 l 2012년 5월 18일(금) 17:00

설립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자유주의 사상을 경제학 분야에 그치지 않고 철학, 법학, 정치학 등

주제 l Misunderstanding Distribution

다양한 분야로 확대·종합하여 이론적이고 정책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 경제학공
동학술대회 참여, 월례발표회, 하계 초정포럼, 추계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있다.

인적구성

발표 l 최영백 숭실대 방문교수, St. John’s College Professor
내용 l 본 논문은 1998년 미국 가구 및 소득자료를 이용하여 소득불평등 및 소득분배의 과장 요인
을 설명하고 있다.
제 4회

날짜 l 2012년 9월 21일(금) 17:00

회장

조동근 l 명지대 교수

주제 l 미시정치(Madsen Pirie 著)가 자유시장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의미
발표 l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부소장

이사

권혁철 l 자유경제원 전략실장
이병기 l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인영 l 한림대 교수
전용덕 l 대구대 교수
배진영 l 인제대 교수
최승노 l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안재욱 l 경희대 교수

내용 l 본 논문은 1인 1표 민주주의 정치시장에서의 강력한 이익집단 폐해에 대한 문제를 자유시장
경제적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제 5회

날짜 l 2012년 12월 21일(금) 17:00
주제 l 대기업 협력업체 경영성과 결정요인 분석
발표 l 조동근 명지대 교수
내용 l 본 논문은 대기업 협력업체의 영업이익률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협력업체 간 영업이익률 차
이는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근거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감사

김진석 l 명지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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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연구』 발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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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모의실험(simulation)」, 「현행 규제등록제도 하의 규제분류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
한 연구」 등으로 총 7편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하반기에 발간된 제21권 제2호는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평가」, 「DTI, LTV 및 대출상환 조건이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에 미치는 영향」, 「재정확
보를 위한 숨은 세원 발굴 방안」, 「서울지역 아파트 월세, 전세, 매매시장의 무차익 조건과 규제
및 규제완화 효과 분석」, 「규제강도에 관한 시론적 연구: 신고규제에 대한 적용을 사례로」 등으
로 총 5편의 논문을 게재하고 있다.

『규제연구』는 규제와 경쟁정책관련 연구를 촉진시켜 규제완화, 경쟁촉진 등에 대한 사
회의 전반적인 인식수준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장경제가 원

평가

활하게 작동하도록 기여하고 있다.
『규제연구』는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제기되는 규제이슈와 경쟁정책 이슈를 다룬 우
수한 논문을 게재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규제관련 전문학술지이다.
이를 통해 규제와 경쟁정책 관련 연구를 촉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논문들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
도록 함으로써 사회 전 분야에서 규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며 경쟁

발간배경 및 목적

을 촉진하여 시장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높은 기여를 하고 있다.

불필요한 규제의 완화는 경쟁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시장경제 구축의 근간을 이룬다. 그러나 규
제관련 연구가 미흡하고 전문연구인력의 풀(pool)도 크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또한 『규제연구』를 제외하면 규제관련 연구결과물을 게재할 마땅한 전문지가 없다. 이러한 현실
에서 『규제연구』는 국내 유일의 규제전문학술지로 규제관련 연구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
고 있다.
2002년부터는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됨에 따라 규제관련 연구에 대한 기여도가
더욱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발간내용
『규제연구』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연 2회 발간되고 있다. 게재대상이 되는 논문은 규제완화와 경
쟁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이론적·실증적 논문이나 정책적 시사점이 있는 논문으로 주로 규제와
경쟁정책 관련 논문들이다.
『규제연구』는 엄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채택된 논문만 게재한다. 투고된 모든 논문은 2명의 심사
위원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 심사결과 2명의 심사위원 모두에게 B 이상의 평가를 받지 못하면
투고된 논문은 게재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규제연구』에 게재되지 못한다. 『규제연구』
에 투고된 논문 중 게재되지 못하는 기각률은 50%를 넘는다. 이와 같은 엄격한 심사는 높은 수
준의 논문만을 게재함으로써 『규제연구』가 규제전문학술지로서 명성과 위상을 유지하는 데 커
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2012년 상반기에 발간된 제21권 제1호는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비차별성에 대한 연구」,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시장지배력 측정에 관한 연구」,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위한 규제개
혁」, 「계열사 간의 거래에 있어서 시장상황을 반영한 합리적 거래조건의 결정」, 「제도적 특성과
규제개혁의 상호보완관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재벌세 도입에 대한 논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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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은 2009년 7월 1일부터 과거 ‘전문가 칼럼’, ‘경제이슈 논평’, ‘기업법과 제도이
슈’ 등 세 가지로 나뉘어 운영되어 오던 주요 오피니언 리더 대상의 웹메일링 서비스를
‘KERI 칼럼’으로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KERI 칼럼은 한경연이 추구하는 ‘자
유시장 Free Market ’, ‘자유기업Free Enterprise ’, ‘자유경쟁 Free Competition ’의 가치에 부합하는 정론
을 펼치는 장으로 한경연 내부 필진과 외부 필진이 번갈아 집필해오고 있다. 2012년 중
KERI 칼럼의 주요 내용 및 필진은 다음과 같다.

2012년 KERI 칼럼 게재 현황
날짜

내용

필진

001

1/2(월)

2012년을 서비스 빅뱅의 원년으로

최병일(한국경제연구원 원장)

002

1/4(수)

처음 2년 노력한 결과 까먹는 이 정부의 규제개혁:
공정이라는 이름 하의 새로운 규제들

김진국(배재대학교 아펜젤러국제학부 교수)

003

1/6(금)

‘체제 불확실성’이라는 ‘투명 고릴라’

김이석(자유기업원 초빙연구위원)

004

1/9(월)

학교폭력과 공유의 비극

전용덕(대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005 1/11(수) 준법지원인제도,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신석훈(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006 1/13(금) 반값 등록금과 무상시리즈에 대한 진단과 해결안

조하현(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007 1/16(월) 한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대한 소감

박명호(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008 1/18(수) 분양가 규제의 비밀

서승환(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009 1/20(금) 도박산업,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견인요소인가?

김세완(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010 1/25(수) KT 2세대 이동통신서비스 종료에 관한 쟁점 검토

이문지(배재대학교 법학부 교수)

011 1/27(금) 한미 FTA ISD 논쟁, 어떻게 볼 것인가?

김관호(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012 1/30(월) 물가, 가격 그리고 시장경제

박상인(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013

2/1(수)

한·중 FTA 협상의 기조와 과제

최원목(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014

2/3(금)

한나라당의 좌클릭, 성공할 수 있을까

황인학(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015

2/6(월)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고찰

한현옥(부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016

2/8(수)

한·중 FTA, 국민적 합의 거쳐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허 윤(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실패에 대한 관용’으로 성공하는 기업 생태계를
017 2/10(금)
조성하자

손정식(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018 2/13(월) 2012년 국제 유가 전망에 대한 소고

최성희(계명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019 2/15(수) 녹색성장을 빌미로 한 제2차 좌편향 경쟁 우려된다

조경엽(한국경제연구원 공공정책연구실장)

020 2/20(월)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그리고 불편한 진실

변양규(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

021 2/22(수) 정부특혜 수혜자와 도덕적 의무

전용덕(대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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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

2/24(금)

정치하기 쉬운 나라, 기업하기 힘든 나라

최 광(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065

6/27(수)

최고의 복지는 기업에 의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송재용(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023

2/27(월)

베이커리 경제학

안재욱(경희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066

7/4(수)

지분투자방식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지속 필요성

최성희(계명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024

2/29(수)

최근 개정상법 시행령안의 회계규정에 문제 많아

김광윤(아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067

7/6(금)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의 기로

김용하(순천향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

025

3/5(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이태규(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068

7/9(월)

미 대선후보들의 조세분야 정책공약과 그 시사점

김상겸(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026

3/7(수)

대기업이 잘 되면 대학교수의 삶이 풍요로워질까?

손정식(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명예교수)

069

7/11(수)

블레이드 앤 소울(Blade and soul); 게임의 영혼

최승재(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027

3/9(금)

복지는 성장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현진권(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070

7/13(금)

가계부채 증가, 낮은 소득이 문제다

유경원(상명대학교 금융경제학과 교수)

028

3/12(월)

정치의 계절과 대기업집단 정책

김현종(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071

7/16(월)

의료서비스 시장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손정식(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명예교수)

029

3/14(수)

국민의 지지를 받는 FTA가 되려면

권영민(명지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072

7/18(수)

인구 오천만 시대의 완득이

권영민(명지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030

3/17(금)

공정거래에 대한 오해와 이해

홍대식(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073

7/20(금)

국민연금 의결권 강화의 정치경제학

김이석(시장경제제도연구소 부소장)

포괄수가제의 이중성

전용덕(대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정치시장에서 유권자의 역할

김성준(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031

3/19(월)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이 주는 교훈

조경엽(한국경제연구원 공공정책연구실장)

074

7/23(월)

032

3/23(금)

대한민국은 변호사 공화국인가

김광윤(아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075

7/25(수)

033

3/28(수)

뉴타운 정책, 정치적이면 안되는 이유

김현아(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076

7/27(금)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에 대한 소고

이상훈(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034

4/2(월)

아웃소싱(Outsourcing)의 기술적 역효과를 막기
위한 방안: Knowledge Management

박진규(중앙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077

7/30(월)

부국강병의 길: 효율이 비효율을 대체할 수 있어야

한순구(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035

078

8/3(금)

절망의 천만 구직자와 경제민주화

오정근(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4/6(수)

포퓰리즘 정책과 복지재정의 황금률

김영신(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036

8/8(수)

경제민주화와 경제적 자유

이승훈(서울대학교 명예교수)

4/9(월)

총선이 화려한 축제가 될 수 없는 이유

민경국(강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079

037

때늦은 금리 인하와 위기의 한국 경제

최성환(한화생명은퇴연구소장)

경제성장을 걱정하는 19대 국회가 되어야

송원근(한국경제연구원 기획조정실장)

080

8/10(금)

4/13(금)

038

8/13(월)

경제민주화의 해법은 경제성장이다

양준모(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4/16(월)

루머의 사회적 비용

이원형(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081

039

한국 수출쇼크, 신시장 개척으로 해결해야

최남석(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왜 국가는 실패하는가?

박정수(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082

8/17(금)

4/18(수)

040

4/23(월)

한·미 FTA 발효와 법률서비스의 수출산업화

최남석(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083

8/20(월) 교육과 경제민주화

유진성(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8/24(금)

헌법학자가 본 경제민주화

장용근(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4/25(수)

기업 R&D인력 확충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
정책설계를 기대하며

084

041

박영일(이화여자대학교 교수)

085

8/27(월)

경제민주화의 해법은 국제화를 통한 CSV

문휘창(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8/29(수)

건강보험 개정과 개인의 합리적 선택

김영신(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042

4/27(금)

휘발유 값 시장에 맡기면 안 되나

설 윤(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086

043

4/30(월)

하반기 경제, 낙관하기 이르다

김창배(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087

8/31(금)

경제민주화를 내세운 선동은 중단되어야 한다

박동운(단국대학교 명예교수/경제학)

9/3(월)

소득세의 재분배 효과에 대한 올바른 이해

황상현(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044

5/2(수)

유통법 개정과 ‘세테리스 파리부스(Ceteris Paribus)’
손정식(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명예교수)
의 함정

088
089

9/5(수)

글로벌 경쟁력 관점에서 보아야 할 대기업 정책

이병기(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045

5/4(금)

대기업정책과 ‘열반의 오류(Nirvana Fallacy)’

신석훈(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090

9/7(금)

고교 무상교육과 반값 등록금,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전용덕(대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046

5/7(월)

빅데이터 선진국을 기대하며

임병화(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091

9/11(화)

왜 아파트 경기 침체에는 백약이 무효일까?

손정식(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명예교수)

047

5/11(금)

정치게임에 빛바랜 MB 정부의 규제개혁

이선화(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048

5/14(월)

북한의 도발에 적극 대응해야

이춘근(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092

9/12(수)

전쟁의 파도가 일고 있는 동아시아의 바다
; 해군 없이 독도를 지킬 수 없다

이춘근(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049

5/16(수)

대학교육 과열과 등록금 인하정책

장대홍(한림대학교 재무금융학과 교수)

093

9/14(금)

스크린쿼터의 추억

오정일(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094

9/17(월)

[경제민주화 시리즈 1]
경제학자도 모르는 경제민주화

현진권(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050

5/18(금)

광우병 트라우마와 정치인

허 윤(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051

5/21(월)

모두가 친서민 하면서 모두가 반서민이다

오정근(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052

5/23(수)

한·중 FTA 협상 개시, 유의할 점들

강준영(한국외국어대 교수/중국정치경제학)

095

9/19(수)

[경제민주화 시리즈 2]
경제민주화는 마법의 언어인가

신중섭(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053

5/25(금)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민간투자사업을 어떻게 볼
것인가?

오정일(경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096

9/21(금)

[경제민주화 시리즈 3] 경제민주화 어의(語義) 분석

황수연(경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054

5/30(수)

잠재성장률 1%p 높이기 위한 교육도우미 제도

변양규(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

097

9/24(월)

김행범(부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055

6/1(금)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방세 감면 정책 방향

김필헌(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경제민주화 시리즈 4]
경제도 정치도 망하게 하는 경제민주화

056

6/4(월)

경제담합 막는 공정거래법은 있는데, 정치담합 막는
현진권(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공정정치법은 왜 없는가

098

10/4(목)

[경제민주화 시리즈 5]
김종인씨와 독일의 경제민주화 개념

민경국(강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057

6/8(금)

가업 상속세제 개선과 중견기업 활성화

허원제(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099

10/5(금)

[경제민주화 시리즈 6]
경제민주화와 진보주의의 부활

신석훈(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058

6/11(월)

일일 피크타임 차별 요금제로 절전을 유도하자

손정식(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명예교수)

059

6/13(수)

복지정책과 이념

전원책(자유기업원 원장)

100

10/8(월)

[경제민주화 시리즈 7] Wirtschaftsdemokratisierung
– 독일에서 공부한 경제학자가 보는 경제민주화

배진영(인제대학교 국제경상학부 교수)

060

6/15(금)

동반성장보다는 건강한 한국경제가 최우선 과제

오동윤(중소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

101 10/10(수) [경제민주화 시리즈 8] 민주적이지 못한 경제민주화

061

6/18(월)

작은 준법행위들이 선진사회 만든다

김광윤(아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102 10/15(월)

김광동(나라정책연구원장)

062

6/20(수)

유로존 위기에서 배우는 교훈

이창선(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경제민주화 시리즈 9]
공동체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경제적 민주화

063

6/22(금)

부자에게 세금 더 매긴다고 가난한 사람이 잘사는
것은 아니다

박동운(단국대학교 명예교수)

103 10/17(수)

[경제민주화 시리즈 10]
기존의 경제민주화조치부터 잘 챙겨보라

김정호(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064

6/25(월)

성역이 되어 버린 경제민주화

신석훈(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104 10/19(금) [경제민주화 시리즈 11] 경제민주화와 기업규제

조성봉(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승재(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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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필진

105 10/22(월)

[경제민주화 시리즈 12]
닥치고 경제민주화의 불편한 진실

조동근(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06 10/24(수)

[경제민주화 시리즈 13]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과 경제민주화

김이석(시장경제제도연구소 부소장)

107 10/29(월)

[경제민주화 시리즈 14]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근본이 다르다

최 광(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108 10/31(수) [경제민주화 시리즈 15] 독재 스타일 경제민주화

김인영(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

109

11/2(금)

[경제민주화 시리즈 16] 헌법이 말하는 경제민주화

김상겸(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10

11/5(월)

[경제민주화 시리즈 17]
김종인 위원장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비판

전용덕(대구대학교 경제학 교수)

111

11/7(수)

[경제민주화 시리즈 18]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창출

전삼현(숭실대 법학과 교수)

112

11/9(금)

[경제민주화 시리즈 19]
경제민주화 취지와 그 문제점

좌승희(서울대학교 교수/
경기개발연구원 이사장)

113

11/12(월)

[경제민주화 시리즈 20]
헌법을 왜곡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논의

좌승희(서울대학교 교수/
경기개발연구원 이사장)

114

11/14(수)

[경제민주화 시리즈 21]
경제민주화는 오늘날 경제 어려움의 뿌리

좌승희(서울대학교 교수/
경기개발연구원 이사장)

115

11/16(금)

[경제민주화 시리즈 22]
글로벌 기업을 쫓아내는 경제민주화

정규석(강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116

11/19(월) [경제민주화 시리즈 23] 경제민주화와 관료주의

송원근(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17

창업에 도전하게 하려면 먼저 안전망을 쳐주어야
11/21(수)
한다

손정식(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명예교수)

대선 후보님들,
118 11/26(월)
우리도 지금 재정위기에 빠져들고 있어요!

새 경제학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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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ㅣ송원근 外

『새 경제학원론』은 신고전파 이론에 기반을 둔 기존의 경제학 도서들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
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가급적 복잡한 그래프나 수학의 사용을 억제하고, 다양한 사회현상
에 대한 경제학적 사고를 시작할 수 있는 기초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기능 및 의
사결정, 경제사, 복지정책에 대한 분석도 자세히 서술되어 있어 경제원리를 이해하고 경제 현
상에 대한 분석능력을 키워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안재욱 경희대 교수, 김영용 전남대
교수, 김우택 한림대 명예교수,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공동으로 저술했다.

경제민주화의 함정

저자ㅣ좌승희 外

경제민주화에 대한 문제 제기는 반민주, 반인권, 승자독식으로 낙인찍힐 우려가 크다. 그러나
이제 유행을 넘어 시대정신에 오르려 하는 경제민주화를 앞에 두고 차가운 이성으로 경제민주

박동운(단국대학교 명예교수/경제학)

화를 바라봐야 한다. 경제민주화를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저성장과 고령화의 길에 접어든 한

119 11/28(수) 사회복지도 법치의 테두리 내에서

김상겸(동국대학교 법대 교수)

국경제의 문제들을 일거에 해소할 마법의 언어로 포장하는 것은 우리 국민 전체를 함정에 빠뜨

120 11/30(금) 미국과 한국의 대선이 보여주는 유권자 선택

장대홍(한림대학교 명예교수)

121

12/4(화)

법을 법으로 만드는 것

최승재(변호사/법학 박사)

122

12/7(금)

일자리가 시대정신이다

오정근(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민주화를 내걸고 행해지는 개별 정책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것이 한국경제를 재도약시킬 수

123 12/10(월) 투표의 조건

김성준(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있는 방안인지를 살펴야 한다. 이 책은 이를 탐색해가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성찰의 산물이다.

124 12/12(수) 공정거래법 집행의 딜레마

홍대식(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125 12/14(월) 실패한 정책, 한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

허 윤(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126

전원책(자유경제원 원장)

12/17(월) 대한민국 좌클릭

127 12/21(금) 시진핑 시대의 정치경제학

강준영(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128 12/26(수) 시스템 작용과 개인의 의도를 구별하라

손정식(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명예교수)

129 12/28(금) 덴마크 비만세(fat tax) 정책의 실패와 교훈

김상겸(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리는 것이다. 경제민주화의 의미와 지향, 역사적 맥락과 철학적 토대를 면밀히 검토하고 경제

시장의 진화

저자ㅣ복거일

최근 한국사회의 가장 핫이슈로 떠오른 ‘경제민주화’와 그 논의들에 대한 복거일의 생각을 담
은 책이다. 자유시장경제는 실패했고, 정부의 개입을 더 강화하여 분배와 동반성장을 실현해야
한다는 현재의 경제민주화 논의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저자는 정치, 경제,
과학기술 등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모든 것들도 크게 보면 자연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며,
진화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선명하게 보인다고 말한다. 우리
몸이 그러하듯 이 사회도 자연의 순리를 따르면 건강해진다는 그의 의견은 당연해보이면서도
새롭다. 정치와 경제, 과학기술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 변화를 지켜봐온 노장 시장주의자의 통
찰과 혜안이 돋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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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지식정보 서비스 [Cyber KERI]

본원은 회원사 임직원 및 일반회원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고, 회원사 임직원과
의 사이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상호 효율적인 정보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지식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지식정보 서비스는 본원의 연구발간물을 게재하
는 ‘연구자료’ 부문, 다양한 이슈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층적 진단과 분석정보를 제공하
는 ‘이슈 분석’ 부문, 경제동향 및 30대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KERI
DB’ 부문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다.

사업의 목적
온라인 지식정보 서비스 사업은 21세기 디지털 시대를 맞아 회원사 임직원 및 일반회원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고, 회원사 임직원과의 사이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상호 효율적인 정보
교류의 장으로 발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인터넷 환경변화와 스마트 미디어 기기의 발전에 따라 기존 홈페이지 및 모바일 사이트를
새롭게 구축하여 회원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정보 콘텐츠 강화 및 서비스 고도화 전략을
통해 온라인 지식정보의 허브로 자리매김하여 명실상부 ‘자유시장경제를 대표하는 Data Bank’
로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업의 주요 내용
다양한 콘텐츠와 차별화된 서비스, 정보의 구조화 및 사용자 접근성 강화를 통해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 최적화된 온라인 지식정보 서비스의 주요 콘텐츠는 다음과 같다.
‘연구자료’ 부문은 ‘연구보고서’,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규제연구지’, ‘세미나 자료’ 등 본원에서
발간되는 모든 자료의 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기업경영에 관련된 정부정책 등에 대한 분석
이나 최근 경제동향 및 전망을 제공하여 능동적인 기업경영전략 수립, 최근 경기 및 경제정책에
대한 이해 등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슈 분석’ 부문에서는 ‘KERI 브리프’, ‘KERI 칼럼’, ‘KERI 국제정세’ 등 주요 경제현안을 비롯한
정치·사회·문화·교육·국제정세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층적 진단과 분석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잘못된 보도와 오해를 바로잡는 ‘KERI Facts’, 유로존 재정위기의 현황 분
석 및 전망자료인 ‘KERI 모니터링’,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제·개정 법률(안)을 소개하는 ‘KERI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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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동향’ 코너가 새롭게 신설되어 시장경제원리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

연구회·칼럼·도서발간

의 구심점을 잡아주는 역할을 담당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더 큰 대한민국을 열기 위한
과제를 고민하다

다음으로 ‘KERI DB’ 부문은 최근 경제동향 및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의 경제전망 데이터를 제공
하는 ‘경제동향과 전망’ 코너와 우리나라 상위 30대 대규모기업집단의 연도별 순위, 경제성과 추
이, 영위업종 및 계열기업 수, 기업공개 현황 등의 요약정보를 제공하는 ‘30대 대규모기업집단’
DB가 새롭게 구축되었다.
또한 본원 회원사 임직원과의 네트워크 형성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의
견을 나누기 위해 매월 조찬형식으로 진행되는 ‘KERI 포럼’을 동영상으로 제작, 온라인상에서도
접할 수 있게 하여 멀티미디어 시대의 다양한 니즈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그밖에 경제·경영 관련 도서에 대한 전문가 리뷰를 게재하는 ‘KERI 서평’과 본원 연구진과 각계
전문가들과의 학술적 교류 및 연구 지원을 위한 모임인 각종 연구회의 발표자료를 게재하는 ‘지
식네트워크’ 부문 등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양질의 정보를 회원 개개인에게 보다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한 메일링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주 3회 발송되는 ‘KERI 칼럼’과 ‘KERI 브리프’를 비롯하여 각종 행사 안내 및 주
요 콘텐츠를 종합·정리한 KERI Mailzine 등 한 해 동안 총 138회의 뉴스레터를 발송하였다.
본원은 급변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이와 같은 온라인 지식정보 서비스를 수행해 왔
으며 그 결과, 2003년 2월 회원제 사이트로 개편한 이래 현재 회원수가 7만 명이 넘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새롭게 구축한 모바일 웹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환경의 사용자들에
게 본원의 온라인 지식정보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으며, 소셜미디어 서비스인 트위터를 통해서도
정보의 유통과 회원들과의 소통이 활성화되어 열린 지식교류의 장으로 발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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