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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은 자유시장경제 이념을 바탕으로 한국경제의 발전과 기업하기 좋은 제도적 환경조성을 위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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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e institute for policy research, based on free market principles. It aims to conduct
comprehensive studies and researches on policy issues in Korea to help create a proper
institutional environment where the business can prosper.

Major Publications

With the following foundation objectives, the KERI has been acting as a think-tank for the
private economic sector over the past 30 plus years, probing into current social and economic

설립목적

Founding Objectives

issues and making policy propositions on a non-governmental level.

첫째, 한국경제와 기업의 장·단기 발전과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효율적인 자유시장경제체제 구축과
건전한 기업성장을 이루어 국민경제와 세계경제의 성장·발전에 기여한다.

One, to offer comprehensive research on both short and long term development measures
for the Korean economy and business, help establish an efficient free market system and
help the business achieve healthy growth to ultimately contribute to growth and advancement

자유시장

of the national and the global economy.

Free Market

둘째, 현실 경제에 뿌리를 둔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분석, 현장 중심의 조사사업을 토대로 실천적 정책
대안을 개발·제시함으로써 민간경제계의 정책두뇌집단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한다.

Two, to provide a study of theories based on the real-world economy, positive analysis and
field research so as to develop and make policy propositions, hence establishing itself as the
private think-thank for the economy.

자유기업
Free Enterprise

자유시장경제의
발전과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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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rd, through systematic information gathering and analysis regarding national and global
economic and industrial trends, to function as a data bank that can offer practical guidelines
for companies to establish their own global management strategies.

자유경쟁
Free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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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연구원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한국경제 성장의 새로

“The KERI will passionately
meet this historic challenges.”

운 패러다임과 사회통합의 해법을
찾기 위해 달려갈 것입니다.”

Greetings from President
Having been established as Korea’s first private economic research institute in 1981, the

원장 인사말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KERI) embarked its journey to find policy alternatives
for Korean economic development and search for solutions to prosper market economy
where entrepreneurship can be blossomed. By providing policy recommendations based on

한국경제연구원은 개원 31주년을 맞이하며 한국경제가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최고의 민간

theoretical, empirical, and field-oriented studies and analyses, the KERI is confident that it
has played a role in building an advanced market economy in Korea.

싱크탱크로 새롭게 도약하고자 합니다. 국내 최초의 민간 경제연구소로 설립된 한국경제연구원에게 지난 30년은
한국경제 발전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고, 기업가정신이 발휘되는 시장경제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는 고민의

During the five decades of unprecedented condensed economic growth, Korea enabled itself

시간이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현실경제에 뿌리를 둔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분석, 현장중심의 조사사업에 기

to be placed on the world map as one of the most competitive advanced economies; yet now

초한 정책제안을 통해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정착시키고 국민경제의 눈부신 성장에 기여해왔다고 자부합니다.

its economy is in the dire need of searching for a new growth paradigm due to domestic
challenges such as sluggish domestic consumption, job security issue, demand for welfare,
rapidly aging population as well as prolonged global recession. The KERI will passionately

한국경제는 국민소득 2만 달러, 무역규모 1조 달러, 인구 5천만 명을 돌파하며 명실 공히 세계 선진수준의 경쟁력

meet this historic challenges.

을 갖추게 되었지만, 내수부진, 일자리문제, 복지요구, 고령화 사회의 급진전 등 국내적인 과제와 세계경제 침체라
는 외부악재에 직면하여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을 모색해야하는 시대적 요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은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한국경제 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사회통합의 해법을 찾기 위해 달려갈 것입니다.

Based on the principles of fairness and creativity in market economy, the KERI is envisioning
a blueprint and strategy for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that encourages business
innovation, empowers economically vulnerable people, and improves the quality of life. As an
integral part of this vision, the ‘Center for Social Cohesion’ was founded in July this year with

한국경제연구원은 공정성과 창의성이 보장되는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경쟁의 탈락자를

the goal of improving Korea’s ability to mediate social conflict and suggesting practical ways

포용하며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비전의 일환으로 지

to achieve social cohesion.

난 7월 신설된 ‘사회통합센터’는 우리 사회의 갈등조정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제안해

Our journey will prove all the more fruitful with your feedback and participation.

나갈 것입니다.

Thank you for your support.
한국경제연구원의 더 큰 꿈을 향한 도약과 열정을 성원해주시고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September, 2012
Choi Byung-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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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President

한국경제연구원장 최 병 일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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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연혁 History
1963. 01	경제계, 학계, 기술계의 의견교환의 장인 ‘경제·기
술조사센터’를 한국경제인협회에서 발족
1967. 07

전경련 산하 ‘(사)경제·기술조사센터’ 설립

원내 ‘자유기업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재)자유기
업센터’로 분리 독립
2000. 01

한경연의 출범과 성장 (1981~1990)
1981. 04


‘경제·
기술조사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사)한국경
제연구원’ 설립 				
(초대회장 정주영, 원장 신태환 취임)

「시장경제 발전을 위한 KERI 경제정책백과(Ⅰ)」 발간

한경연의 활동과 성과 II (2001~2010)

1967 / 07

2001. 04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창립 20주년 기념세
미나 실시

「연구총서」 제1권 발간

1982. 02

송인상 원장 취임

2001. 10

제1회 ‘한경연 포럼’ 실시

1983. 08

「민간기업주의 발전전략시리즈」 전5권 발간

2002. 04

「시장경제 발전을 위한 KERI 경제정책백과(Ⅱ)」

1987. 02

최종현 원장 취임

1987. 08

정기학술지 「한국경제연구」 창간호 발간

원사로 확대 실시

2002. 05

「한국경제연구원 20년사」 발간

2005. 04

노성태 원장 취임

2007. 04

김종석 원장 취임

2007. 06

‘규제개혁추진단’ 발족 운영

1991. 09


‘행정규제완화민간자문위원회’
발족운영		
(위원장 유창순, 사무국장 구석모)

2007. 12

「규제개혁 종합연구」 발간

2009. 05

김영용 원장 취임

1992. 03	총 649건의 규제완화사안을 발굴하여 「행정규제
완화에 관한 건의」 발간

한경연의 활동과 성과 III (2011~ )
‘한국경제연구원 창립 30주년 기념세미나’ 개최


본원
장기발전계획인 ‘KERI Vision 21’ 수립
CI 제작 및 사무실 리모델링

2011. 12

최병일 원장 취임

Published Vol. 1 of 「Research Series」

1982 / 02

Song In-sang was inaugurated as president

1995. 07

「자유주의시리즈」 제1권 발간

2012. 02

‘대기업정책의 쟁점과 바람직한 방향’ 심포지엄 개최

1997. 04

좌승희 원장 취임

2012. 07

‘한경연 사회통합센터’ 출범

1987 / 08	
Published the first edition of 「Research on
Korean Economy」, a periodical

KERI's Activities and Achievements I (1991~2000)

「한국경제연구원 30년사」 발간

①
④

②
⑤

③
⑥

① 민간경제계획을 토의하고 있는 경제·기술조
사센터 (1963.3.23)
② 민간경제연구소 설립 추진 (전경련 역대 회장
단 간담회) (1980.4.14)
③ 민간경제계의 싱크탱크인 한국경제연구원 설
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개최 (1980.6.25)
④ 한국경제연구원 10주년 기념 리셉션 (1991.4.1)
⑤ IMF경제위기 1년반 평가와 과제 (1999.6.9)
⑥ 「규제개혁 종합연구」 보고서 전달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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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 / 08

1987 / 02 	C h e y J o n g - h y u n w a s i n a u g u r a t e d a s
president

2011. 09

1995. 05

1981 / 04	
ETRC was expanded and reorganized to be
KERI (Chung Ju-young was inaugurated as
Chairman; Shin Tae-hwan as President)

1983 / 08	
P u b l i s h e d 5 v o l u m e s o f 「A S e r i e s o n
Development Strategy for the Private
Business」

정기간행물 「규제완화」 창간호 발간
조석래 원장 취임

Published vol. 1 of 「A Liberalism Series」

1997 / 04

Jwa Sung-hee was inaugurated as president

	E x p a n d e d a n d r e o r g a n i z e d i n - h o u s e
Center for Free Enterprise, making it an
independent juridical foundation
2000 / 01

Published 「KERI Encyclopedia of Economic
Policy to Advance Market Economy (I)」

KERI's Activities and Achievements II (2001~2010)

발간

‘창립 10주년 기념 지상좌담회’ (한국경제신문) 개최

1993. 02

1995 / 07

KERI's Launch and Growth (1981~1990)

1991. 03

1992. 09

E conomic and Technological Research
Center as an incorporated body, established
under the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FKI)

development plan for the institute with CI;
offices renovated

2001. 07	보고서 발송 등의 대 회원서비스를 전경련 전 회

1981. 08

한경연의 활동과 성과 I (1991~2000)

1963 / 01	K o r e a n E n t r e p r e n e u r s ' A s s o c i a t i o n
launched Economic and Technological
Research Center (ETRC) to function as a
field where the business, the academia and
the technological sector can exchange their
views and ideas

1991 / 03	
Hosted a 'Round Table Talks on 10th
Anniversary of KERI' (with the Korea
Economic Daily)
1991 / 09	Launched 'Private Advisory Committee for
Administrative Deregulation'
1992 / 03	Identified 649 issues for deregulation
and published Recommendations on
Deregulation
1992 / 09

Published the first edition of 「Deregulation」,
a periodical

1993 / 02

Cho Suck-rai was inaugurated as president

1995 / 05	Established KERI Vision 21, a long-term

2001 / 04	Co-hosted 20th Anniversary Seminar with
Fair Trade Commission
2001 / 07	Expanded KERI membership services
including report distribution to all FKI
member companies
2001 / 10

Organized the first KERI Forum

2002 / 04	Published 「KERI Encyclopedia of Economic
Policy to Advance Market Economy (II)」
2002 / 05

Published 「KERI: A 20-Year History」

2005 / 04

Noh Sung-tae was inaugurated as president

2007 / 04

Kim Jong-suk was inaugurated as president

2007 / 06

Launched 'Regulatory Reform Group'

2007 / 12

Published 「Composite Study on Deregulation」

2009 / 05

K i m Y e o n g - y o n g w a s i n a u g u r a t e d a s
president

KERI's Activities and Achievements III (2011~)
2011 / 09

Hosted 'KERI 30th Anniversary Seminar'

2011 / 12

Choi Byung-il was inaugurated as president
Published 「KERI: A 30-Year History」

2012 / 02	H o s t e d S y m p o s i u m o n ' I s s u e s o f B i g
Business Policy and the Right Way to Go'
2012 / 07	
Launched Center for Social Cohesion at K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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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 Chart

Main activity

조직도 Organization Chart

주요활동
원장
President

사회통합센터
Center for Social Cohesion

부원장
Vice President

연구지원실
Division of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기획조정실
Division of
Planning and Coordination

홍보팀
Public Relations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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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책연구실

공공정책연구실

거시정책연구실

Division of
Industrial Organization & Regulation

Division of
Public Policy Research

Division of
Macroeconomic Policy Research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Division

기업정책연구실

Division of Industrial Organization & Regulation

거시정책연구실

Division of Macroeconomic Policy Research

기업정책연구실·공공정책연구실·거시정책연구실·사회통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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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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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기반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연구활동을 지향한다.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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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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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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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시정책연구실의 주요 목표이다.

We do in-depth study about governmental policies and regulations which influence the industry

Di vision of Macroeconomic Polic y Research in K ERI per for ms integr ated research on

structure and business activities, and thus contribute to promoting the competitiveness

macroeconomic forecasts and policy analysis, which includes but not limited to economic

and grow th potential of the Korean economy. In detail, we focus on economic regulations

growth, investment, consumption, employment, income distribution, and international trade.

and competition policy. The research field also includes corporate governance, industrial

Main objective of the division is to contribute to the achievement of ef ficient free market

ecosystem, and entrepreneurship along with other market institutions which may change the

principle as well as to provide public and private sectors with accurate analysis and long-term

market structure, firm conduct and performance.

forecasts of current macroeconomic issues along with policy suggestions.

사회통합센터
공공정책연구실

Division of Public Policy Research

Center for Social Cohesion

사회통합센터는 우리 사회의 복잡다기한 갈등을 진단하고 그 속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민의 행복한 삶의 영위라
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사회통합(Social Cohesion)의 방향을 연구하고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구체적 연구분야로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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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행위·기부관련 정책 연구와 기업의 사회공헌 연구, 사회통합관점에서의 정부정책평가·사회이슈 분석 등이 있으며
사회통합 관련 자료를 축적하고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한다.

Established with the vision to achieve sustainable economic growth and social welfare, the
Center for Social Cohesion analyzes complex and various aspects of conflicts in our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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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of Public Policy Research aims to provide policy alternatives for public affairs based on

and suggests policy agenda to drive social cohesion. The core research areas include charity-

the principles of market economy. Guided by its mission to improve efficiency of public policy

related policy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s well as evaluation of the government’s

and social welfare, the division mainly covers finance, taxation, welfare, environment, public

polic y and social issues from a per spective of social cohesion. The center al so aims to

choice, and monetary policy in its research.

accumulate relevant data and create experts’ network on social cohe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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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기획조정실

Division of Planning and Coordination

기획조정실은 연구원의 연구 및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정과 사업실적의 평가를 총괄한다. 또한 대외협력 및 연구 결과

기획조정실·연구지원실

의 홍보와 정책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고 정보서비스를 포함한 각종 회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KERI 포럼 KERI Forum
KERI 포럼 은 한경연 회원사들을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각계의 권위 있는 전
문가 및 정책 당국자를 초청하여, 우리나라 경제 및 사회의 중요 현안들에 대한 고견을 듣고, 이
에 대한 혜안 공유 및 미래를 모색하는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The KERI Forum was launched for KERI member companies, inviting experts and policy-makers from

Division of Planning and Coordination is responsible for planning and coordination of KERI’s

various circles including politics, economy, society, culture and arts. The Forum is designed to be a

research and relevant projects and assessment of project per formance. While providing

venue to listen to their valuable opinions on major social and economic issues in Korea, share insights

various ser vices for KERI members, the division focuses on external relations, publicity of

and ideas and find ways for better future.

research outcomes, and policy marketing.
대한민국 오늘과 내일 그리고 리더

/ KERI Forum

1회
1st

Republic of Korea : Today, Tomorrow and Leader
■ Yoon Yeo-joon former Minister of Environment (February 23, 2012)

프로정신과 리더십

2회
2nd

연구지원실

Division of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3rd

4회
4th

5회
5th

Division of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handles everything related to research assistance

■ 신세돈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12년 4월 27일)

How Did King Sejong Governed the Nation?: Politics and Leadership of Communication
■ Shin Se-don Professor of Economic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April 27, 2012)

■ 김문수 경기도지사 (2012년 5월 22일)

Let's Go Together, Korea
■ Kim Moon-soo Governor of Gyeonggi Province (May 22, 2012)

■ 정몽준 새누리당 국회의원 (2012년 6월 26일)

Leadership We Need in the 21st Century
■ Chung Mong-joon Lawmaker, Saenuri Party (June 26, 2012)

런던 올림픽의 성공 리더십

so that the KERI can continue to be a leader in the private economic sector as a policy thinkThe division is mainly responsible for human resources, accounting, general affairs, data

■ Kim Sung-kun Coach, Goyang Wonders Baseball Team (March 22, 2012)

21세기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십

을 통해 회원서비스 및 대외 협력을 수행하고 있다.

tank by maximizing its research results and generating a creative organizational culture.

Professionalism and Leadership

함께 갑시다, 대한민국

민간경제계의 정책두뇌집단으로 견인하기 위해 연구성과를 극대화하고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반
연구지원을 주관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인사, 회계, 총무, 전산 및 홈페이지 운영, 정보자료 및 회원관리 등을 담당하

■ 김성근 고양원더스 감독 (2012년 3월 22일)

세종은 어떻게 국가를 통치했는가? : 소통의 정치와 리더십

3회

며, 주 3회 게재하는 KERI 칼럼과 매월 조찬형식으로 진행하는 KERI 포럼을 운영한다. 이밖에 각종 세미나, 연찬회 등

6회
6th

processing and managing the website, intelligence data and membership management. We

12

■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2012년 2월 23일)

■ 박종길 대한체육회 선수촌장 (2012년 9월 26일)

Leadership for Success at the London Olympics
■ Park Jong-kil Head of the National Training Center (September 26, 2012)

열린사회와 수평적 리더십

post the KERI Column three times per week and hold the KERI Forum which proceed in the

7회

form of monthly breakfast meeting.

7th

■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2012년 10월 30일)

Open society and lateral leadership
■ Lee Hun-jae Former Deputy Prime Minister (October 3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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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Online DB / Major Publications

한국경제연구원 공식 웹사이트 Official KERI Website

2012년 주요 발간물 2012 Publications

한경연은 회원사 임직원 및 일반회원에 대한 온라인 정보서비스를 강화하고, 효과적인 정보제공을 위한 온라인
북한의 군사력과 군사전략 (이춘근)
한국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역사적 영향요인 고찰 및 시사점연구 (김현종)
계열사 출자에 따른 과세에 대한 논의 및 영향분석 연구 (김현종, 황상현)

정보자료 서비스(www.keri.org)를 제공해왔으며, 2012년 급격한 인터넷 모바일 환경변화에 맞추어 검색기능과
사용자 편의를 강화한 서비스 개편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한경연이 제공하는 온라인 정보자료 서비스(www.keri.org)의 주요콘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연구자료’ 부문은 ‘연구보고서’,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세미나 자료’, ‘규제연구지’ 등 한경연에서 발간되

연구보고서
Research Report

는 모든 자료의 전문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기업경영에 관련된 정부정책 등에 대한 분석이나 최근 경제동향 및
전망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슈분석’ 부문을 통해서는 ‘KERI Facts’, ‘KERI 브리프’, ‘KERI 칼럼’, ‘KERI 국제정세’ 등 주요 경제현안을

김정일 사망 이후 시나리오별 경제적 영향 (조경엽, 변양규, 김창배)
한·중 FTA 협상, 정교하고 치밀하게 접근해야 (최병일, 송원근, 최남석)
유럽위기 확산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김창배 外)
대기업집단 정책의 쟁점과 과제 (황인학)

비롯한 정치·사회·문화·국제정세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층적 진단과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The KERI has provided online database services (www.keri.org) to reinforce its service for
the corporate and individual members and effectively provide information for them. In 2012,
to cope with the radically changing mobile internet environment, the KERI overhauled its

KERI 인사이트
KERI Insight

services to enhance the search function and user-friendliness on its web site.
Major contents provided by the KERI online information service (www.keri.org) are as below.
Publications Section includes: research reports, economic outlook and policy issues,

• Economic Impacts by Scenario after Kim Jong-il's Death
(Cho Gyeong-lyeob, Byun Yang-gyu, Kim Chang-bae)
• Sophisticated and Cautious Approach Needed for Korea-China FTA Negotiations
(Choi Byung-il, Song Won-gun, Choi Nam-suk)
• Impact of Widespread European Crisis on Korea (Kim Chang-bae et al.)
• Controversies and Issues Regarding the Policy of Big Business Groups (Hwang In-hak)

seminar proceedings, journal of regulation studies and other materials published by the
KERI. This section provides a full text service, offering analysis on government policy related

양극화논쟁, 그 오해와 진실 (변양규 外)
한경연 총선 공약 평가 (이태규 外)
대기업 성장의 협력기업 낙수효과 분석 (이병기)
복지공약 비용추정 및 시사점 (조경엽, 유진성)

to corporate management or recent economic trends and outlook.
Issue Analysis Section has KERI Facts, KERI Brief, KERI Column, KERI World Situation,
covering political, social, cultural and international as well as economic issues, with indepth probe and analysis by experts.

정책연구
Policy Studies

정기간행물
Periodic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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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rth Korean Military Power and Strategy (Lee Choon-kun)
• A Historical Review on the Ownership Structure and the Corporate Governance of
Korean Business Groups (Kim Hyun-jong)
• Discussion and Analysis of Taxation on Investment in Affiliates
(Kim Hyun-jong, Hwang Sang-hyun)

• Debate on Divide: Misunderstandings and Truth (Byun Yang-gyu et al.)
• KERI Assessment on Presidential Campaign Promises (Lee Tae-kyu et al.)
• Analysis on Trickle Down Effect for Partner Companies of Conglomerate Growth
(Lee Byoung-ki)
• Cost Estimation and Implications of Welfare Promises
(Cho Gyeong-lyeob, Yoo Jin-sung)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2012. 2)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2012. 5)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2012. 8)

• KERI Economic Outlook and Policy Issues (02/2012)
• KERI Economic Outlook and Policy Issues (05/2012)
• KERI Economic Outlook and Policy Issues (08/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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