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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2014년
시장경제연구백서』를
발간하며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한국경제가 ‘고장난 자동차’와 같아서 이대로 가다가는 아시아의
네 마리 용(龍) 가운데 우리만 이무기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위기상황을 진단했습니다. 중국이 우리의 턱 아래까지 쫓아온 상황에서 우리
정부와 기업이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는 화두도 사회에 던졌습니다. 디플레이션 우려를 당국과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전하고, 일본의 잃
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우리 사회에 알렸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기업들의 경영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혁파에 적극 나섰습니다. 저탄소차협력금 제도, 제2금융권에 대한 금융회사모범
규준 도입, 섀도보팅 제도 폐지 등의 규제 강화에 대응한 연구사업을 진행해 시행을 연기하거나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
뒀습니다. 법인세 인상에 대응하는 연구와 세미나를 통해 법인세 인상 논란에 적극 대응했습니다. 곳간만 채우고 있다고 비판하는 기업
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의 철폐에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사회에 변곡점이 다가오는 것을 인식하고 국가 구조개혁의 아젠다 제시에도 힘썼습니다. 정규직 고용보호 완화나 비정규직 규제의
해소가 필요하다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고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올바른 인
재 육성을 위한 교육 부문의 개혁과제도 제시했습니다. 제조업에 비해 현저히 낙후되어 있는 금융산업 규제개혁과 새로운 금융업의 영
역 개척에도 나섰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때맞춰 정부는 지난해 말 노동·교육·금융·공공 분야 구조개혁 방침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내부적으로는 연구의 대외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미국·일본·네덜란드 등 해외 전문가 초청 세미

2014

년,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한 해였습니다. 큰 사건으로 세월호 참사가 있었습니다. 온 국민이 슬퍼하는 중에 경제는

나를 개최하는 등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할 나라들을 연구하는 기회의 폭을 넓혔습니다. 기자간담회를 정례화하는 등 대외홍보 기능을

어려움을 겪었고, 장기간 국회가 공전되기도 했습니다. 통일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었고, 정당해산이라는 최초의 헌

강화해 연구원이 내는 목소리의 사회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연구진들이 기업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연구를 진행하도록

법재판소 판결이 있었습니다. 기업의 경영실적은 악화되었고, 장기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대외

하는 한편, 그 결과가 정부당국·국회·여론에 알려질 수 있도록 전파에 적극 나섰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을 통해 한국경제연구원이

적으로는 미국이 그나마 선전하고 있지만, 세계경제는 전반적으로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유럽은 구조조정의 지연으로 침

재계의 싱크탱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국면이 지속되었으며, 장기불황의 리스크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 주력 산업을 무섭게 추격해 오는 와중에, 엔화 약세를 등
에 업은 일본 사이에 낀 너트 크래커(Nutcracker) 형국도 두드러진 한 해였습니다.

을미년 한 해, 세계경제의 격랑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경제연구원은 기업과 사
회에 꼭 필요한 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또한 연구의 결과가 오피니언 리더나 국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으로 전달

이처럼 우리 사회가 위기감을 느끼는 동시에, 기회도 공존하는 한 해였습니다.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수출액은 5,731억 달러,

될 수 있도록 더 발빠르게 뛰겠습니다. 다산의 상징이라는 양의 해를 맞아 풍요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입액은 5,256억 달러로 전체 무역수지는 474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무역규모는 1조 987억 달러로 4년 연속 1조 달러를 넘었습
니다. 어려울수록 미래에 대비하라는 격언처럼, 우리나라의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을 나타내는 등 미래에 대한

2015년 1월 한국경제연구원장

투자 역시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미래의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들의 구조조정 노력도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이

권태신

처럼 위기와 기회가 이어진 한 해 동안 한국경제연구원은 시의성 있는 연구사업을 전개하며 바람직한 우리 경제의 성장 방향을 제시하
고자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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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09

임원 및 실 소개
한국경제와 기업의 장ㆍ단기 발전과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효율적인 자유시장경제

권태신 원장

체제 구축과 건전한 기업성장을 이루어 국민경제와 세계경제의 성장ㆍ발전에 기여한다.
현실 경제에 뿌리를 둔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분석, 현장 중심의 조사사업을 토대로 실

학

천적 정책대안을 개발ㆍ제시함으로써 민간경제계의 정책두뇌집단으로서의 위상을 확

02-3771-0005 kwontaeshin@keri.org

력	英 카스대 경영대학원(MBA), 美 벤더빌트대 대학원(경제학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립한다.

주요경력


국무총리실장(장관급),
駐 OECD 대표부 대사, 재정경제부 제2차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부위원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 국제업무정책관 등 다수

국내외 경제 및 산업 동향에 관한 체계적 정보 수집 및 분석을 통해 기업의 세계적 경영

전문분야

경제정책, 국제금융

전략 수립에 실용적 지침을 제공하는 데이터뱅크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배상근 부원장
학

조직도

력

02-3771-0023 skbae@keri.org

미주리주립대학교(Univ. of Missouri) 경제학 박사(1998)

주요경력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상무,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 다수

전문분야

거시경제, 화폐금융, 국제금융, 중앙은행(통화정책)

원장

부원장

기획조정실

연구 및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정과 사업실적의 평가를 총괄한다. 또한 대외협력 및 연
구 결과의 홍보와 정책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고 정보서비스를 포함한 각종 회원서비스

기획조정본부

기획조정실

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기업정책연구실

성명

홍보팀

공공정책연구실

직위
실장

경쟁정책, 기업지배구조

송용주

연구원

국제통상, 국제경영

강소라

연구원

공공정책, 재정학

박보희		

연구지원팀

전문분야

추광호

기획 및 조정 행정 업무

거시정책연구실

홍보팀
미래전략연구실

성명
송재형

직위
팀장

전문분야
홍보 및 발간 총괄

양주희 		

출판, 정보자료 관리

정다운		

언론홍보

ANNUAL REPORT 2014

10

2014 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기업정책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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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거시정책연구실

거시경제 분석과 전망 및 거시정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여기에는 실물경제와 관련

study를 수행하며,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기반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정책대안

된 성장, 투자, 소비, 고용, 소득분배 및 국제무역 등의 이슈가 포함된다. 이러한 분석을

을 제시하는 연구활동을 지향한다. 구체적으로는 경쟁정책, 산업정책, 진입 및 가격규

통하여 효율적인 자유시장경제원리의 정착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현안과 관련된 정확

제 등 경제적 규제, 기업가정신, 기업지배구조, 기업생태계에 관한 연구를 포함한다. 이

한 분석과 중장기 전망 및 정책 제언을 정부 및 기업에 제공하는 것이 거시정책연구실

밖에 기업의 선택과 행동,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시장제도에 대해 법경제학적

의 주요 목표이다.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수시로 제시한다.
성명
김현종

직위
실장 / 연구위원

성명
전문분야

기업지배구조, 대규모기업집단 연구, 경쟁정책, 산업조직

황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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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기

선임연구위원

직위

전문분야

변양규

실장 / 연구위원 	거시경제, 노동경제

김창배

연구위원

거시경제 전망 및 모형개발

최남석

부연구위원

경제성장발전, 국제통상투자, 거시경제학

이진영

부연구위원

노동경제

기업이론·정책연구, 기업투자·기술정책, 기업구조조정·퇴출제도

김성훈

부연구위원

거시경제(경기변동), 국제경제(오픈 매크로)

선임연구원

노동경제학, 응용미시, 노사관계

정회상

부연구위원

산업조직론

우광호

김윤경

부연구위원

현금보유, 기업집단, 다각화

김윤진

연구원

금융경제학, 가치론, 금융공학

선주연

부연구위원

산업조직론, 응용미시, 응용계량경제학

김선우

연구원

노동법

김미애

선임연구원

응용미시

정승영

선임연구원

조세법

김수연

연구원

상법(회사법), 자본시장법

미래전략연구실

산업·기술, 노동·인적자본,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바람직한 미래
상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연구한다. 또한 각 분야의 전략적 선

공공정책연구실

택들이 국가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도록 분야 간 정책적 연계를 강화하는 연구를 수행하

공공의 문제(public affairs)에 대해 시장경제원리를 바탕으로 한 정책대안을 제시함으

고, 현안이 되는 국가적 아젠다에 대해서도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로써 공공정책의 효율성과 사회적 후생을 높이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며, 주요 연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범위는 재정, 조세, 복지, 환경, 공공선택, 금융 관련 정책 등이다.

성명
성명

직위

전문분야

조경엽

실장 / 선임연구위원 	재정학, 응용 거시경제학

유진성

연구위원

노동경제, 응용미시/미시계량

윤상호

연구위원

시제간선택, 공공선택, 종교경제학, 응용미시

황상현

연구위원

재정학, 환경경제학

허원제

연구위원

비교경제, 경제체제 전환, 응용미시/미시계량

김영신

부연구위원

규제, 공공선택, 재정, 응용미시

연구지원팀

직위

전문분야

이태규

실장 / 연구위원

금융경제, 응용계량경제, 거시경제

김은혜

연구원

개발협력

민간경제계의 정책두뇌집단으로 견인하기 위해 연구성과를 극대화하고 창의적인 조직
문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반 연구지원을 주관하고 있다.
성명
김정하

직위
팀장

조돌형 		

전문분야
연구지원 총괄, HRD
회원관리

박현숙		

전산, 홈페이지 관리

이은주 		

예산, 감사

문경필		

재무, 회계

김소현 		

연구지원

한양선 		

연구지원

강제봉		

전산, 연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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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81년 4월 1일 정부산하 연구기관에 상응하는 민간경제 연구기능의 확충ㆍ강화를 위해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경제기술조사센터」
(1967년)를 확대ㆍ개편해 사단법인 「한국경제연구원」을 설립

1980
2000. 01

1990

2000

2010

제5대 회장 김우중 취임

1980
2010. 12

「한국경제연구원 동우회(원우회)」 창립총회 개최

1980

1990

2000

2010

198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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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 02

제2대 원장 송인상 취임
부원장 김진현 취임 (상근부원장제 실시)

1984. 11

부원장 구석모 취임

1987. 02

제2대 회장 구자경, 제3대 원장 최종현 취임

1980

부원장 조규하 취임

1988. 02

부원장 구석모 취임

1989. 02

제3대 회장 유창순 취임

2000

2010

2000

2010

법경제연구실과 기업연구실을 기업연구실로 통합
외교안보연구실 신설

2000. 02

제6대 회장 김각중 취임

2011. 02

제10대 회장 허창수 취임

2001. 04

부원장 이규황 취임

2011. 12

제9대 원장 최병일, 부원장 박대식 취임

「회원서비스센터」 신설

2012. 01

연구조정실을 기획조정실로 변경, 기획조정실 내
대외협력팀 신설, 기존 7실 연구조직을 「기획조정실」,
「기업정책연구실」, 「공공정책연구실」, 「거시정책연구
실」, 「연구지원실」, 「홍보팀」, 「대외협력팀」 등의 5실
2팀으로 조직 개편.

2003. 02

제7대 회장 손길승 취임

2003. 03

「국제경제연구센터」 신설

2004. 02

제8대 회장 강신호 취임

2004. 10

「규제연구센터」 신설

2012. 02

‘대기업정책의 쟁점과 바람직한 방향’ 심포지엄 개최

2005. 04

제6대 원장 노성태 취임

2012. 07

‘한경연 사회통합센터’ 출범

2005. 07

기존 8센터 3개 실의 연구조직을 「경제연구본부」
「기업연구본부」 등 2개 본부 및 「연구조정실」
「연구지원실」 등의 2개 실로 개편

2013.12

사무실 이전 (하나대투증권 8층 → 전경련회관 45층)

2006. 03

「경제교육본부」 신설

2014.03

제10대 원장 권태신 취임

2007. 03

제9대 회장 조석래 취임

2014.05

부원장 배상근 취임

2007. 04

제7대 원장 김종석 취임

2007. 06

「규제개혁추진단」 발족 운영

2007. 12

『규제개혁 종합연구』 발간

1990. 02

이사회 개편 (사외이사제도 도입)

2008. 03

경제교육본부 폐지, 연구조정실 내 경제교육팀 신설

1993. 02

제4대 회장 최종현, 제4대 원장 조석래 취임

2008. 12

사무실 이전(전경련회관 12층 → 하나대투증권 8층)

1995. 02

부원장 손병두 취임

2009. 05

제8대 원장 김영용 취임

1995. 05

 원의 장기발전계획 「KERI Vision 21」 		
본
수립 및 CI 제작

2009.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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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04

부회장 조석래, 제5대 원장 좌승희 취임
(상근원장제 실시)

2009. 10

1998. 09

본원의 「자유기업센터」 → 「(재단법인)자유기업원」
으로 분리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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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경제기관연구협의회」 발족 (회장: 유창순)

1987. 10

1990

1990

기획조정실 내 대외협력팀 폐지, 한경연 사회통합센
터 출범으로 5실 1센터로 조직 개편

 래전략연구실 신설, 사회통합센터 폐지, 연구지원
미
실을 연구지원팀으로 개편
 존 5실 1센터를 「기획조정본부」, 「기획조정실」,
기
「기업정책연구실」, 「공공정책연구실」, 		
「거시정책연구실」, 「미래전략연구실」, 「홍보팀」,
「연구지원팀」등 1본부 5실 2팀으로 조직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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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흐름을 읽고
한국경제의
미래를 열다
글로벌 경제 불황의 그늘이
한국경제에도 깊게 드리워 있다.
불황을 뛰어넘기 위해
세계는 어떤 변화를 모색하고 있을까?
주요 선진국의 경제정책과 제도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그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인사이트를 얻어야 할지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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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극복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안을
강구하다

고용선진국과 한국의 노동시장 지표 및
유연안정성 비교

취약한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촉구하고

OECD 고용선진국과 한국의 노동시장

연구배경 및 목적

지표를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 노동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률 제고가 최우선 국정과제가 되면서 OECD 국가와의 노동시

장의 취약점은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

장 비교가 정책 추진의 기준이 되고 있지만,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 대상을 세

가율, 고령층의 높은 경제활동참가율, 낮

분화하여 보다 정확한 진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이에 OECD 고용선진국과 한국의 노

은 유연성, 개선이 미흡한 고용안정성인

동시장 성과 비교에 대한 팩트(fact)를 제공하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노동시장

지속가능한 성장의 대안을 제시하다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여성의 경력단
절 방지, 노동력 사용에 대한 직접적 규
제 철폐 등 취약점 극복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변양규 | 연구위원, 거시정책연구실장
이진영 | 부연구위원

의 향후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연구내용
정책 대상을 명확히 선정하기 위해 OECD 회원국 중 고용률이 70% 이상이고 인구가
1,000만 명 이상인 고용선진 7개국과 한국의 노동시장 지표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노동시장의 취약점은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령층의 높은 경제활동참
가율로 인한 경제활동인구의 고령화로 판단된다. 또한, 지난 15년간 근로자 보호를 위
해 취해 왔던 노동시장 정책은 유연성만 크게 훼손하고 안정성 개선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소득취약 노인가구를 위한 선별적 복지정책
의 확대, 출산·육아기 여성을 위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마련 등 취약점 극복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야 하고, 아울러 노동력 사용에 대한 직접적 규제를 철폐
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시키는 방향으로 노동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평가

PART 1. 세계 흐름을 읽고 한국경제의 미래를 열다

1

한국의 노동시장 지표를 OECD 고용선진국과 비교·분석하여 한국 노동시장의 현 주
소에 대한 이해를 돕고, 취약점 극복을 위한 정책 및 향후 노동정책의 방향을 제시하
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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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근로연계 복지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성·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를 학

연구배경 및 목적

독일의 근로연계형 복지제도는 금융위기

연구배경 및 목적

력 및 혼인상태의 변화로 얼마나 설명가

최근 20년 동안 한국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1%에 정체되어 있어 한국의 성장잠재력을

에도 큰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되었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성장잠재력 약화, 복지수요 증가 등에 직면하여 지속가능

능한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제활동참가율이 특히 낮은 20대 청년층, 출산·육아기

다. 우리나라도 지속가능한 복지제도 구

한 복지제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1990년대 총체적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여성, 50대 이상의 장년층을 ‘고용취약계층’이라 명하고 해당 계층의 경제활동참가율

축을 위해 고용서비스 확대, 기초생활수

독일 복지정책의 특징과 개혁 과정·성과를 소개하고, 특히 독일의 근로연계 중심의 복

추이를 학력, 혼인상태의 추이로 얼마나 설명가능한지 분석한 후 정책적 함의를 제시

급자의 탈수급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지제도 및 관련 제도의 개혁이 우리나라의 복지제도 구축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했다.

로 기존 경제활동참가율 제고정책의 한
계 및 여성 청년층 및 장년층을 위한 맞
춤형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방안을 제시
하였다.
이진영 | 부연구위원

하였다.

연구내용
1986~2012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경제활동참가율·학력·혼인상태의

복지와 근로의 연계를 강화하고, 노동규
제·기업규제 완화 등의 제도적 개혁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
유진성 | 연구위원

연구내용
독일은 조세부담과 실업률의 증가, 시장개입의 증가, 성장과 고용의 정체, 늘어나는
실직자와 복지지출의 증가 등으로 1990년대 초반부터 총체적 난국에 직면하였다. 이

추이를 성·연령별로 분석하고, 요인분해방법을 통해 이들의 상관관계를 정량적으로

를 타개하기 위해 하르츠 개혁과 아젠다 2010 프로그램을 실행, 근로연계형 복지제도

추정하였다. 그 결과, 학력 변화는 20대 후반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추이를, 혼인상

를 구축하였으며 고용규제와 기업규제도 완화하였다. Difference in Differences 분석방

태의 변화는 20대 후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추이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

법을 사용하여 독일 개혁의 효과를 추정한 결과, 개혁 이전과 비교하여 2009~2012년

났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학력과 혼인상태가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변화를 잘 설명하

에 실업률은 1.79%~3.04% 포인트 감소, 고용률은 4.81%~5.30%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지 못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1)여성 청년층을 위한 스펙초월 채용정책의 보완

분석되었다. 뿐만 아니라 주민 1인당 실업급여 지출액도 개혁 이후 감소하였으며, GDP

책 마련, (2)기업에게 출산·육아기 여성 고용의 인센티브 제공, (3)여성 장년층을 위한

대비 사회복지지출액 비중도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2000년에서 2012년 사이에 증가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정책 보완 등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는 모습을 나타냈으나 독일은 오히려 26.6%에서 25.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
리나라도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사례를 참고

평가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실업자에게 직업훈련이나 재취업을 위한 고용 서비스를 확대

경제활동참가율의 추이를 성·연령·사회경제적 특성을 이용하여 세분화한 소집단별

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탈수급 유인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고용의 경직성을 완

로 분석하였다는 점과 분석 결과를 통해 여성 청년층 및 장년층을 위한 현 정부의 경

화하여 외부자에게도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도입·활용할 필요

제활동참가율 제고정책의 보완점 제시 등 소집단별 맞춤형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는

가 있으며,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평가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및 제도가 아직 선심성, 임기응변적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
는 현실에서 독일의 근로연계 복지제도 개혁의 내용과 성과를 소개하고 이로부터 우
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복지제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PART 1. 세계 흐름을 읽고 한국경제의 미래를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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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2000~2012년 사이 한국 기업의 글로

연구배경 및 목적

현재 우리 정부는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연구배경 및 목적

벌 가치사슬 참여 확대로 인해 생산가능

한국 제조업의 주요 수출 상품별로 현재 우리나라에 축적되어 있는 생산가능지식의

같이 모든 정책을 동원해 경기활성화에

일본 정부는 수요진작을 위한 양적완화 정책 및 재정지출 확대 정책뿐만 아니라 법인

지식이 확충되고, 기업의 생산성이 증가

수준을 파악하고,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확대를 통한 상품의 복합성 개선방안을 제시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정작 아베노

세 인하, 규제 개혁, 전략시장 육성 등 공급측면의 신성장 정책으로 대변되는 아베노

하며, 새로운 수출상품을 개발하고 비교우위를 개선할 경우 관련 제조업 부문에 속한

믹스는 성공을 낙관하기엔 이른 상황이

믹스를 통해 경기부양을 꾀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한국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

국내 중소기업의 내수판매 및 매출증진에 미치는 수출의 낙수효과를 분석하였다.

다. 아베노믹스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년”을 답습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아베노믹스와 같은 강력한 경기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낙수효과 분석
결과, 상품복합성이 높은 10대 유망수출
상품의 수출이 2011년에 31.8% 증가하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우리는 규

여 동일 산업 내 수출중소기업과 내수중

제개혁, 법인세 인하 등 성장 중심의 정

소기업의 내수판매가 각각 약 39.6%와
5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남석 | 부연구위원

연구내용
2000~2012년 사이 수출상품의 복합성 통계를 활용해 수출의 낙수효과를 분석한 결과,
상품복합성이 높은 10대 유망수출상품의 수출이 2011년에 31.8% 증가하여 동일 산업
내 수출중소기업과 내수중소기업의 내수판매가 각각 약 39.6%와 52.8% 증가한 것으로

책 기조에 무게중심을 둬야 한다.
조경엽 | 선임연구위원, 공공정책연구실장
허원제 | 연구위원

양 정책으로 경기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아베노믹스의 성공 여
부에 대한 평가에는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아베노믹
스를 점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현 시점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정책과
버려야 할 정책을 선별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추정했다. 이와 같은 실증결과는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확대에 따른 생산가능지식 확

연구내용

충 및 기업의 생산성 증가는 10대 유망 수출상품을 생산하는 산업에 속한 기업들 중에

아베노믹스의 첫 번째 정책(1st arrow)인 양적완화 정책은 디플레이션 악순환과 엔고

중소 수출기업들 뿐만 아니라, 중소 내수기업들에 대해서도 비교우위 수출상품 개발에

문제 해결에 역부족이며, 두 번째 정책(2nd arrow)인 공공사업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

따른 내수판매 제고효과가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10대 유망 수출상품을

정책은 경제적 효과가 미약한 가운데 재정구조 악화만 초래하고 있다. 마지막 세 번째

생산하는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정책(3rd arrow)인 신성장 정책은 구체적이지 못한 정책과 대증처방의 나열로 인해 시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치과용 기기 제조업, 방사선 장치 제

장의 미온적 태도를 유발하고 있다. 이에 아베노믹스의 성공을 낙관하기엔 아직 이르

조업, 물질검사·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등의 부문에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비교우

며, 오히려 아베노믹스를 반면교사의 기회로 삼는 것이 현재로선 아베노믹스 정책에

위 수출상품을 개발할 경우 국내 중소기업의 내수판매 및 매출증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아베노믹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선,

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일본과 달리 공염불에 그치지 않는 법인세 인하, 규제 개혁, 재정지출 축소 정책들을
제대로 펼쳐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 점을 한국경제에 대한 아베노믹스의 시사점으

평가

로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의 부가가치 무역자료와 기업실적 자료를 수출상품의 경제적 복합성 자료와

PART 1. 세계 흐름을 읽고 한국경제의 미래를 열다

연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에 따른 상품복합성 증진

평가

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는 점과 둘째, 글로벌 가치사슬 참

일본의 경기부양 정책인 아베노믹스의 실패론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아베노

여 및 비교우위상품 개발에 따른 수출의 낙수효과가 10대 유망 수출상품을 생산하는 산

믹스의 단기처방 위주의 정책이 초래한 문제들을 답습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을 지

업에 속한 기업들 중에 중소 수출기업들 뿐만 아니라 수출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중소

적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경제가 보다 나은 방향으로 경기부양책을 설정하고 추진해

내수기업들에 대해서도 존재함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나가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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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협력업체의 성과분석
: 4대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의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연구배경 및 목적

4대 기업집단 대표 계열사를 기준으로

연구배경 및 목적

감소는 성장률 하락으로 귀결되므로 이

저출한 고령화로 인한 잠재성장률의 하락추세를 막기 위해서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협력업체들의 자료를 수집·분석한 결과,

최근 국내 대기업이 세계시장에서 이룬 성과의 이면에는 대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이민 확

분을 충당할 수 있는 인구유입이 필요하디. 이에 일정 수준의 잠재성장률을 유지하기

거래 대기업의 성과는 협력업체의 성과

착취의 결과라는 극단적인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를 비롯한 정치권은 현상에 대

위해 필요한 이민 규모를 추정하는 한편 이민의 단계적 목표치를 설정하고 목표치를

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내

한 적확한 규명과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일부 특정 협력업체의 피해 사례가 마치 협력

달성할 경우 얻어지는 경제적 효과 및 이민 확대를 위해 필요한 현 이민정책에 대한

었으며, 특정 협력업체의 사례나 거래관

관계의 일반적인 사례인 양 각종 규제와 법안들을 발의하며 이에 편승하고 있다. 이에

대가 필요하다. 이에 이민 확대에 따른
경제적 효과 및 필요 이민자 수를 추정하
고, 이를 받아들이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조경엽 | 선임연구위원, 공공정책연구실장
강동관 | IOM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내용
이민 확대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추
정을 하였다. 먼저 이민유입을 생산가능인구의 2%, 5%, 10%로 각각 설정하였을 경
우 잠재성장률은 현재의 인구구조 추세인 기준 시나리오에 비해 단기적으로는

계의 한 측면만을 강조하여 대기업과 중
소기업 간 협력관계를 왜곡시키기보다
신뢰가 전제된 진정한 상생을 위한 방안
모색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신현한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소연 | 연세대학교 경영연구소 박사

4대 기업 집단 협력업체 성과를 분석하고 비협력업체와의 비교를 통해 협력관계가 어
떠한 효과를 갖는지 분석하고자 했다.

연구내용
일반적으로 대중소기업의 관계에 대하여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비용을 전가하여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고 믿고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대기업의 성과와 협력업체의

0.07~0.33%p, 장기적으로는 0.00~0.01%p 증가하였다. 즉 생산가능인구의 10%까지 이

성과가 오히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대기업의 협력업체와

민자를 확대하여도 성장률 증가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다.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잠

비협력업체를 비교하였을 때, 납품단가를 반영하는 매출총이익률의 경우는 협력업체

재성장률 1%p 제고를 위해 필요한 이민자 수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2020년에는 약 5

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대기업과 거래하는 협력업체의 자본회전율을 높

백만 명, 2060년에는 약 1천7백만여 명으로 추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생산가능인구

여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에서 나타난 결과로 해석했다. 영업이익률과 매출액이익률에

의 감소를 막을 수 있는 이민유입을 가정하였다. 이 시나리오를 위해서는 2017년부

서는 대기업의 협력업체와 비협력업체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기업

터 2060년까지 연평균 30만 명 이상의 이민자 증가가 지속되어야 한다. 이 같이 이민

의 최종 성과인 총자산이익률과 자기자본이익률에 있어서는 오히려 대기업의 협력업

목표치를 설정하면 잠재성장률은 기준 시나리오에 비해 완만하게 하락하여 2040년까

체가 비협력업체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 3%대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이후 2060년까지 2%대의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 전망

대기업 협력업체의 매출액이익률이 비협력업체보다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총자산

이다. 현재의 인구구조 변화 추세가 지속된다면 장기적으로 막대한 규모의 이민이 필

이익률과 자기자본이익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대기업 협력업체가 자산을 효율적으로

요하나 현재 이민정책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다수를 점하고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있는 단순인력에 대해서 숙련화 및 정주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이민에 대해 보
다 과학적인 분석과 이민자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평가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의 거래 관계를 납품단가 측면만을

PART 1. 세계 흐름을 읽고 한국경제의 미래를 열다

3. 평가

보고 판단하는 것은 협력관계 왜곡의 우려가 있으며, 대기업의 성과가 협력업체의 성

과감한 이민 확대 정책 없이는 생산인구감소에 따른 성장률 하락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한 만큼 대기업의 성장을 억제하는 규제의 시행에는 신중함

구체적 수치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이민 확대정책의 필요성을 보다 명확히 전달하였다.

이 요구된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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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경기동조화와 지역통화통합에 대한 시사점

동아시아 지역 내 국가들의 경기변동이

연구배경 및 목적

이미 상당 부분 동조화되어 있다는 점,

통화통합은 지역 경제통합의 최후의 단계로, 거래비용의 대폭 축소와 환율의 변동성

통화통합으로 인한 독자적인 통화정책의

제거 등으로 국제무역을 촉진시키나, 지역 내 국가의 금융시장과 경제발전의 성숙 정

포기에 따른 비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도가 상이하다는 점은 통화통합의 가능성에 대해 여러 의문을 제기한다. 본 연구는 동

점, 통화통합 이후 경기변동의 동조화가

아시아 주요 10개국을 대상으로 지역 내 통화통합을 위한 핵심 선결조건인 경기동조

더 증가할 것이라는 점은 동아시아 지역
의 통화통합 가능성에 긍정적으로 작용
할 수 있다.
송원근 | 선임연구위원, 전경련 경제본부장
허현승 |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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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장 원리에 기초하여
세제와 복지제도를
제안하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자유로운 시장의 원리가 올바로 서도록
살피고 검증하고 방향을 제시하다

화를 실증분석하고 지역 내 통화통합의 가능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내용
경기변동에서 핵심변수인 GDP가 세계교란, 지역교란 및 국내교란에 어떻게 반응하는
지를 도출하고 이에 기반하여 지역 내 국가들의 경기변동의 동조화 수준을 평가하였
다. 실증분석 결과 GDP의 변동은 당기를 제외한 모든 기간에서 주로 아시아GDP교란
에 의해서 설명되었다. 싱가포르와 타이완은 예외로 세계GDP교란이 가장 중요한 요
인이었으며 이 교란은 다른 국가의 경우도 유의적인 설명력을 나타냈다. 아시아GDP
교란과 세계GDP교란에 대한 10개국 GDP반응은 모두 같은 방향이었으며 경기변동 구
간에서 높은 상관도를 나타냈다. 또한 비교를 위해 1999년 유로화 출범 이전의 기간
에 유로존 주요 10개 국가간 GDP의 동조화 수준을 추정한 결과 유럽GDP교란이 각 국
GDP변동에 가장 높은 영향력을 보였으며 GDP반응의 국가간 상관도는 0.68로 나타났
다. 동아시아지역의 현재 경기동조화 수준은 유로화 출범 이전의 유로존 국가간 경기
동조화 수준과 큰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통화통합으로 인한 독
자적인 통화정책의 포기에 따른 비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 결과와 통화통합 이
후 경기변동의 동조화가 더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는 동아시아 지역의 통화통합
가능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평가
동아시아 지역 내 국가들의 경기변동이 상당 부분 동조화되어 있어 통화통합에 긍정
적인 증거로 간주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동아시아 지역 경제통합과 재편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PART 1. 세계 흐름을 읽고 한국경제의 미래를 열다

PART 1. 대한민국 생존전략 이슈를 살피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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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한계실효세율 추정과
투자·고용 효과 분석 연구

2014년 세법개정안은 기업소득 환류세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정치권에서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

연구배경 및 목적

제, 근로소득 증대세, 그리고 배당소득

2014년 세법개정안의 특징은 기업소득 환류세제, 근로소득 증대세, 그리고 배당소득

담 수준에 대한 논쟁과 더불어 법인세 인

최근 정치권에서 우리나라의 법인세 수준에 대한 논쟁과 더불어 법인세 인하가 기업들

증대세라는 소위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증대세라는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3대 패키지를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하가 기업들의 투자 증대로 연결되는지

의 투자 증대로 연결되는지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재원 확보를 위

것이다. 이에 실증적 분석을 통해 금년도 세법개정안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해 법인세 부담을 강화하자는 주장도 커지고 있다. 이에 법인세 부담이 기업들의 투자에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기업들에 대한

미치는 영향과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3대 패키지로 요약할 수 있다. 3대 패키
지가 우리나라 경제, 특히 기업활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중심으로 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을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했다.
조경엽 | 선임연구위원, 공공정책연구실장
유진성 | 연구위원
윤상호 | 연구위원
황상현 | 연구위원
허원제 | 연구위원
김영신 |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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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담이 증가할수록 기업들의 투

연구내용
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을 평가하고 우리나라 경제 및 기업활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타진했다.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3대 패키지는 기본적으로 기업경영을
왜곡시킬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경우 기업경영의
자율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기업의 세부담을 증가시켜 투자 위축, 생산 둔화, 기계

자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고용이 감소하
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
향이 초래될 수 있다.
황상현 | 연구위원
설 윤 |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연구내용
1986~2012년 사이 우리나라의 비금융업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법인세 부담이 기업
들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평균실효세율을 이용한 세부담은 다양한 추
정방법에서 기업투자에 음(-)의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실효세율
1%p 증가는 기업의 총자산대비투자를 약 1.3%p 감소시키고, 한계실효세율의 경우 총

소득 감소라는 경제의 악순환 구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근로소득 증대세의 경우

자산대비투자를 2.7%p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어 세부담이 증가할수록 기업의 투

생산성을 상회하는 임금인상을 요구할 경우 생산 위축으로 가계의 실질소득을 감소시

자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켜 내수 둔화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반면 배당소득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분할하여 살펴본 실증분석 결과에서는 평균실효세율을 이

증대세의 경우 코리아디스카운트, 주식시장의 불안전성, 자원배분의 왜곡 등 저배당

용한 세부담의 투자효과가 대기업에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략적 평균실효세율의

으로 야기되는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고용투자세제

1.0%p 증가는 대기업의 총자산대비투자를 약 2.0%p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공제 강화의 고용 증가 효과는 미미한 반면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어 구 임시투자세액

계실효세율로 측정된 세부담은 대기업에 대해 전체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결과를 보였

공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조세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민생안정 세법개정안이 모

으나 이와 대조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한계실효세율의 1.0%p 증가는 약 4.2%p의 총

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외 자회사 범위 축소를 골자로 하는 간접외국납부

자산대비투자를 감소하는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액공제 개정안은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진출을 저해하고, 해외합작 투자를 위

또한 법인세 부담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평균실효세율과 한계실효세

축시키며, 해외 영업이익의 국내 유입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재고되어야 한다.

율을 이용한 세부담의 고용효과는 전체적으로 음(-)의 값으로 추정되었다.

평가

평가

2014년 세법개정안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실

우리나라의 기업별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경우 기업들의 투자와 이에 따른 고용의 효

증적으로 분석해 기업소득 환류세제, 근로소득 증대세, 배당소득 증대세라는 3대 패키

과를 구체적으로 실증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현재 비과세·감면 축소

지를 포함해 2014년 세법개정안이 안고 있는 근본적 문제점과 함께 개선방향을 제시

등을 통해 대기업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현 정부의 법인세 정책 방향에 대한 비판은 지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바람직한 법인세 정책 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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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조세정책평가모형 구축을 위한 연구

향후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연구배경 및 목적

세금은 자원배분과 소득분배를 왜곡시켜

연구배경 및 목적

경우 국제경쟁력이 저하되어 기업들의

세계 각 국가들은 자국 내 생산시설 등을 유치하여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해 법인세 부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에 영향을 미치

세금이 가져오는 다양한 효과를 고려할 때 기존의 부분균형모형을 통한 분석은 한계

해외직접투자는 증가되고, 이에 따라 국

담을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세계적 추세와 반대로 가고 있

고 현재와 미래의 가격체계에 영향을 미

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에 세금을 통한 재원조달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평가하기

다. 이에 우리나라의 법인세 정책이 국내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고

쳐 시점간 자원배분과 현재와 미래세대

위해 다부분, 다계층을 대상으로 한 완전동태적 연산이 가능한 일반균형 모형(DCGE:

용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실증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의 형평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dynamic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구축하였다.

내고용은 감소될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
라의 경제성장을 낙관적으로 기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
여 자본의 해외 유출을 막는 동시에 국내
고용을 촉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황상현 | 연구위원
이승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세금을 통한 재원조달의 효율성과 형평

연구내용
2002~2011년 사이 해외직접투자를 하고 있는 제조산업 내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국
내 법인세 부담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평균실효세율과 한계실효세율은 모두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유의하며 긍정적인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실효세율과 한계실효세율이 1%p 증가하면 기업의
총 해외직접투자액은 각각 평균적으로 약 1.28%p, 4.98%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분

성을 평가하기 위해 다부분, 다계층을 대
상으로 한 완전동태적 연산이 가능한 일
반균형 모형을 구축하였다.
조경엽 | 선임연구위원, 공공정책연구실장
황상현 | 연구위원
우광호 | 선임연구원

연구내용
모형의 분석대상은 27개 산업부문, 12개의 소비재화, 7개의 자본재, 10분위 소득계층
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 자본과세의 특성에 맞게 자본을 세분류하고 관련 세목들을
반영함으로써 자본과세 정책의 효과를 보다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하였고 소득세와 소비세도 구체적으로 반영하였다. 소득세는 근로소득세, 배당소득
세, 양도소득세, 사업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으로 세분하여 반영하고 있다.

석기간 동안 한계실효세율의 해외직접투자 효과는 평균실효세율의 투자효과보다 큰

구축된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법인세가 2%p 인상되면 향후 3년간 연평균 8조

것으로 분석되었다.

7,547억 원 잉여 손실이 발생하는데, 법인세의 세부담은 소비자가 32.8%, 생산자가 67.2%

또한 해외직접투자가 기업의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

를 부담할 전망이다. 생산자 잉여 손실은 16%가 노동에 귀착되고 51.2%가 자본소유주에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균실효세율의 증가로 인한 해외직접투자가 1%p 증가

게 귀착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본의 잉여 손실은 배당에 4.5%, 설비·건물에 21%, 토

하면 고용수준은 평균적으로 약 21.3%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소분 중에서

지 0.8%, 무형 및 현금성 자산 30.9%, 사업소득에 -6%에 귀속될 전망이다. 법인세가 인상

평균실효세율의 변화가 약 18.7%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계실효세

되면 지니계수가 0.02~0.034%p 상승하여 소득재분배가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율의 증가로 인한 해외직접투자가 1%p 증가하면 고용수준은 평균적으로 약 26.4%p

법인세가 인상되면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의 감소폭이 저소득층에서 크게 발생하기 때문

감소하며 이 중에서 한계실효세율의 변화가 약 18.6%를 설명함으로써 평균실효세율

이다. 법인세 인상되면 소비자물가는 0.12% 증가하고, GDP는 0.33% 감소할 전망이다.

과 한계실효세율의 변화가 고용수준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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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지금까지 국내외 실증분석 연구들은 데이터의 가용성 때문에 단순화된 모형에 의존하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이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국

고 있어 분석결과가 비현실적이고 적용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본 보고서는 이

내고용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실증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경제성장을

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데 역점을 두었고, 현재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

낙관적으로 기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

여 수시로 발생하는 세제개편이나 재정정책의 변화를 시의성 있게 평가할 수 있는 모

책적 함의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제 관련 정책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형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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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가구의 빈곤탈출 요인분석과 시사점
: 빈곤층 취업활성화를 중심으로

최근 국제기준 권고사항에 따라 우리나

연구배경 및 목적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연구배경 및 목적

라의 국가부채를 산정한 결과 공기업 부

최근 우리나라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사회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저출

지원제도는 근로유인 취약구조로 되어

우리나라 복지정책이 빈곤가구의 탈빈곤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고 빈곤가구의 빈곤탈

채를 포함한 국가부채가 해외 국가에 비

산·고령화 등 내재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까지 심화되면서 중앙 및 지방정부는 심각한

있어 빈곤탈출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으

출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과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

재정부담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국제기준 권고사항에 의거해 국가부채 산출에

로 나타났다. 따라서 근로유인 강화 및

였다.

서 제외되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부채를 모두 계상해 잠재적 재정위협 요인에

취업서비스 중심의 빈곤층 지원제도로

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밝히고 국가
재정의 선제적 관리를 위한 재정준칙의
도입이 필요하다.
김영신 | 부연구위원
허원제 | 연구위원

대비하고 국가 재정 현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였다.

연구내용
2014년 2월 정부가 최신 국제기준(PSDS)에 따른 국가채무 및 공공기관 부채를 ‘공공
부문 부채’라는 명칭으로 산정·공표하였는데, 여전히 불투명한 사각지대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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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하여 재정부담은 줄이고 복지의 지
속가능성은 높일 수 있는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유진성 | 연구위원
허원제 | 연구위원

연구내용
2006~2013년도에 걸친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가
구에서 기초생활보장금 수급가구의 빈곤탈출 확률은 비수급가구보다 최대 35%p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정부지원금을 수급하는 가구도 비수급가구보다 빈곤탈출
확률이 최대 12%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제도가

을 밝히고 있다. 국가부채 산출에서 제외되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부채를 모

빈곤층이 열심히 일하면 복지혜택이 사라지는 근로유인 취약구조로 되어 있어 빈곤탈

두 계상할 경우 그 규모는 크게 증가할 수 있다. 2012년 기준, 일반정부 채무에 중앙

출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비영리공공기관 및 공기업(중앙비금융공기업+중앙금융공기업+지방공기업)의 부채

반면 가구주가 취업하는 경우 빈곤탈출 확률은 최대 28% 증가하며, 가구 내 취업자가

를 단순 합산한 ‘국가부채’ 총괄치는 일반정부 채무 대비 764~775.3조 원만큼 증가한

2~3명으로 증가하면 미취업가구보다 빈곤탈출 확률이 20~31%p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

1,207.1~1,218.4조 원을 기록했다. 이는 당해 연도 GDP의 94.9~95.7%에 이르며, 동년

되어 빈곤층에 대한 취업지원이 빈곤탈출에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중(34.8%)의 2.5배를 초과하는 것이다. 여기에 공적연금 및

따라서 향후 빈곤감소를 위해서는 근로의욕을 강화할 수 있는 생산적인 복지정책이

퇴직수당 충당부채 및 미적립부채까지 고려한 발생주의 회계기준 ‘광의의 국가부채’ 산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예컨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수급기간의 제

정치는 앞선 우리나라 ‘국가부채’ 산정치의 약 1.4~1.8배에 달한다. 이 같은 수치는 명목

한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탈수급 유인체계를 제고할 필요

GDP대비 166.9~167.8%에 이른다. 국가부채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국채나 차입금 등에

가 있으며, 직업훈련, 재취업기회 알선, 맞춤형 취업정보 제공 등 취업서비스를 확대하

따른 이자비용이 증가하여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는 한편 취업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더불어 시장에서도 양질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부지출을 통해 재정건전화를 꾀

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되어야 하는 만큼,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

할 수 있도록 지출준칙과 채무준칙에 대한 헌법적 토대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업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평가

평가

저성장 기조 하에서 세수 부족과 복지지출 증가 등 우리나라의 장기 재정 건전성이 위

빈곤탈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효과를 회귀분석의 기법을 사용하여 실증적으로

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최신 국제기준에 맞춰 투명하고 엄밀한 국가부채 산정과 국제

분석하였으며, 그동안 빈곤층의 빈곤탈출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었던 복지정책의 실

비교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효성을 검토하고 향후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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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의 영향과 정치경제학

정부의 공공부문 부채관리 강화 방안만

연구배경 및 목적

반값등록금이 학력 인플레 심화와 청년

연구배경 및 목적

으로는 공기업이 자력으로 부채를 감축

정부는 최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근절하고 부채관리를

실업, 만년대학생 및 재수생 증가, 부실

2012년 총선 및 대선에서 큰 이슈로 부각된 반값등록금의 대두 배경과 발전과정, 부작

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가 보유하

강화할 것을 발표하였다. 공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권, 관료, 이익집단 등 사적 편

대학 구조조정 지연 등의 부작용을 양산

용, 그리고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해 재검토하고 합리적 대응방안을 도출하였다.

고 있는 공기업 일정 지분을 매각함으로

익을 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지 않는 한 투명성 제고는 요원할 것이다. 이에 공

하고 국내총생산(GDP)과 고용에도 부정

써 공기업과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제고

기업의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정부의 개혁방향이 바람직한지 점검하고 정부의 재원을

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등록

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공기업 지분매
각은 공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김영신 |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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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기업 시장가치를 추정함으로써 공기업 지분 매각(부분 민
영화)을 검토해 보았다.

연구내용
부채 중점관리대상 공기업들과 한국은행에서 해마다 발간하는 「기업경영분석」의 전

금 문제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
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교육기회의
형평성 차원에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중심의 등록금 지원정책이 바람직하다.
유진성 | 연구위원

연구내용
반값등록금은 등록금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 유권자 중 대학생의 비
율이 높기 때문에 대학생의 표가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반값등록금으로 인한 인위적인 등록금 인하는 대학진
학률을 증가시키고 더불어 청년고용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
학진학률과 청년고용률(15~29세 기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음의 상관관계(상관

산업(종합)과 대기업의 재무성과를 비교·분석해 본 결과, 주요 공기업의 수익성(매출

계수 -0.55247)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예상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리고 반값등

액영업이익률)과 안정성(부채비율)뿐만 아니라 유동성(현금흐름)이 민간기업에 비해

록금은 소득재분배 효과는 크지 않고 국내총생산(GDP)과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열악함을 밝혔다. 최근 3년간 주요 공기업의 부채상환계수, 이자보상비율(%), 총차입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대 민주통합당의 반값등록금 정책은 연평균 국내총생산

금/EBITDA의 재무지표를 통해 공기업의 부채상환능력을 점검해 본 결과, 공기업이 자

(GDP) 0.71%, 고용 0.60%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현 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 또

력으로 누적된 부채를 감축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자본잠식 상

한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0.51%, 고용 0.42%를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태에 있는 몇몇 공기업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감당하기도 쉽지 않은 것으로 나

국가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실현가능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전면적인 등록

타났다. 정부가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에게 지원하는 예산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금 지원보다는 등록금의 결정은 시장의 자율에 맡기되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

부채규모를 크게 감축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과다한 부채가 누적

적인 등록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향후 대학교육의 질과 교육효과를

되어 있는 공기업이 자력으로 부채감축과 경영효율을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에

고려한 부실대학 정리, 교육시장 개방, 대학 내 불필요한 고비용 구조개선, 기여입학제

공기업의 민영화가 공기업 재정건전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실증분석을 통해

의 신중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의 시행이 불가

밝히고, 정부의 주요 공기업 지분 매각으로 약 43조 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음을 분

피하다면, 보편적 지원에 가까운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 중심으로 축소하고 규모도 경

석했다.

제상황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평가

평가

본 연구는 공기업 부채관리의 필요성을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정부의 공기업

반값등록금이 정치적 포퓰리즘과 어떻게 연계되었는지를 설명하는 한편, 반값등록금

지분매각이 가능해지면 공기업의 경영효율성이 제고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원 조달

의 부작용 혹은 문제점을 살펴보고 반값등록금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검토하여

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평가할 수 있다.

향후 반값등록금 및 대학등록금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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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교육감 직선제를 중심으로

자사고 폐지나 혁신학교 확대 여부는 교

연구배경 및 목적

2014년 6월에 실시된 광역시도단체장과

연구배경 및 목적

육 수요자의 선택과 만족도에 따라 결정

6.4 지방선거 이후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기존의 교육정책과 새롭게

교육감 선거결과를 토대로 중위투표자

창의적 글로벌 인재양성이야말로 우리 경제를 한 걸음 도약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할 사항이며 학교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시도되는 진보진영 교육정책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치이념을 추정해 정치적으로 편향적

데 이견은 없다. 하지만 지방자치제 도입 후 교육감에 의해 입안되고 운영되는 교육정

자사고 폐지, 혁신학교 확대,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 등 교육정책들을 검토·평가하

인사가 현행 직선제 하에서 교육감으로

책이 창의적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민의

고, 향후 바람직한 교육정책의 방향 모색 및 정책적 시사점 제시하였다.

선출되고 있음을 분석했다. 이러한 문제

를 반영하고 정치적 편향성을 배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제한하는 정책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보편적 교육복지도 선별적 복지로 전환
하여 저소득층 중심의 지원정책을 추진
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교육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유진성 | 연구위원

의 해결책으로 공천제도, 러닝메이트제

연구내용
자사고가 전체 고등학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에 불과한데도 공교육 부실화의 모
든 원인이 자사고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논리이다. 초·중·고등학교 출국유학생 수
는 2008년 27,349명에서 2012년 14,340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초·중·고등학생 사

등을 도입해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교육
감 선출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윤상호 | 연구위원
허원제 | 연구위원

연구내용
지방의 교육자치제가 시행된 이후 교육감은 간선제를 거쳐 현재 주민직선제를 통해
선출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감 후보에 대한 정보 부재 등으로 민의를 제대로 수용하는
교육감이 선출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교육감

교육 참여율도 2009년 75.0%에서 2013년 68.8%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오히려 공교육

직선제의 국제적 정합성을 검토하고 광역시도단체장과 교육감 선거결과를 비교분석

불신을 감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자사고의 폐지는 교육 수요자의 선택과 만

해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교육감이 선출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미국, 영국, 독

족도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며 문제가 있다면 공정한 기준과 심사를 통해 해당 학교에

일, 그리고 일본과 같은 교육선진국의 사례는 임명제, 간선제, 그리고 직선제를 포함

한하여 폐지를 결정할 사항이라 할 수 있다. 혁신학교의 경우 서울에서 2011년에 혁신

해 각 국가가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교육감 선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선제만

학교로 지정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향상도를 분석한 결과 2012년과 2013년 사이

이 유일한 방안이 아님을 보여준다. 또한 우리나라의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감의

교과별 학교 향상도는 평균 2.3%p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어 혁신학교 지정 이후 학력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정당의 교육감선거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으나 오히려

저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혁신학교는 일방적으로 확대할 것이 아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교육감을 선출하고 있는 역설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미

니라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주고 수요를 반영하여 확대 혹은 축소 여부를 결정하

검증된 교육감 후보가 난발해 겨우 20%의 득표율만으로도 교육감으로 선출되는 등 민

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무상급식, 무상교육 등 보편적 교육복지는 재

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교육감 직선제가 야기시키고 있는 음

정적으로 막대한 부담을 야기하여 투자가 필요한 타 부문의 예산을 전용하게 되기 때문

성적 정치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공천제도, 러닝메이트제 등에 대한 도입이 검토되어

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보편적 복지

야 한다고 제시했다.

에서 선별적 복지로 전환하여 저소득층 중심의 지원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평가
3. 평가

교육감을 어떤 방식으로 선출해야 민의를 반영시키는 결과가 가능한지 분석했으며,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자사고 폐지, 혁신학교 확대,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등의 주요

최초로 지역별 중위투표자 정치이념을 추정해 광역시도단체장과 교육감 선거결과를

교육정책을 검토·평가하고, 각각의 논란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비교분석하고 제도적 개선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정책적 의사결정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PART 1. 세계 흐름을 읽고 한국경제의 미래를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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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원발의 규제입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선진국의 제도적 통제과정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선진국의 의원발의 규제입법은 국회와

연구배경 및 목적

정부의 밀접한 연계와 소통, 충실한 의

우리나라는 입법발의가 시민단체의 의정활동 평가의 주요 지표다 보니 16대 국회 이후

원입법 지원기구의 지원, 입법평가와 같

의원입법발의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규제를 만들고 싶은 정부부처는 굳이 까다

은 규제입법 심사를 위한 장치, 의원입

로운 규제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으려 한다. 설상가상으로 국회 내의 규제검토 시스템은

법과정의 투명한 공개 등을 갖추고 있음

규제타당성을 따져볼 평가지침이 없다. 국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입법규제안이 실증

을 발견했다.
김태윤 |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홍완식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성이 |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승준 | 서울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주찬 | 광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혁우 |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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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적 도전이 가능한
기업환경 조성방안을
고찰하다
아이디어가 사업화되고 나아가
우리 경제를 일으킬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자유로운 기업경영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를 고민하다.

적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당위와 규범적 논리에 의해 심사되고 통과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의원발의 규제입법에 대한 심사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의 근거를 마련
하기 위해 선진국 의원발의 규제입법에 대한 심층연구를 시도했다.

연구내용
의회의 법제정 활동은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의 본질적인 측면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이
루어져서는 안 된다. 국회의 입법품질을 따져보고, 만약 입법절차나 입법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바로잡아야 한다. 주요 선진국의 규제입법절차는 제도적·관행적으로 매우 신중
하게 이루어진다. 규제입법안이 발의되어 최종 의결되는 과정을 보면, 발의단계에서부
터 그 타당성이 면밀하게 검토된다. 의원의 규제법안 발의는 형식적으로는 의원, 혹은
위원회의 외형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과정에서 정부, 관련 이해당사자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진다. 조금이라도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개선방향이 검토되어진다.
우리나라에서도 의원발의 규제입법의 품질개선을 위해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다. 대
상선정, 주체선정, 평가항목과 기준설정, 절차마련 하나하나가 구체적인 단계로 들어
가면 다시 새로운 논쟁을 유발시킬 만큼 복잡하다. 이런 논쟁이 정리되면 다시 국회법
개정과 관련 지침마련 등 제도화의 과정이 남는다. 정부발의 규제입법과의 통합관리
체계의 구축도 간단한 일은 아니다. 그래도 문제제기에 머물렀던 지금까지의 움직임
을 이제 제도설계의 수준으로 공론화의 질을 높여야 할 때다.

평가
우리나라 의원발의 규제법안의 품질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근거로
선진국의 관련제도를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PART 1. 세계 흐름을 읽고 한국경제의 미래를 열다

PART 1. 대한민국 생존전략 이슈를 살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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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와의 FDI 관련
법제도·서비스 분야 규제 비교분석

국제 비교를 통해 국내의 열악한 제도적

연구배경 및 목적

FDI 유치에 있어서 월등한 싱가포르의

연구배경 및 목적

요인들을 살펴보고 기업투자활성화를

한국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받는 요인 중 하나는 바로 경쟁국 대비 낮은 ‘경

경쟁력을 경영환경·조세제도·노동시장

싱가포르의 제도적 요건과 규제적 요인 개관 및 의료·관광·IR 각 부문별로 우리나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실증분석

제 자유도’ 수준이다. 이에 체계적인 실증분석을 통하여 국내 기업투자활성화의 장애

등 규제제도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의

와 비교분석함으로써 FDI 유치를 위해 필요한 개혁과제를 제시하였다.

결과를 토대로 기업투자활동에 대한 제

요인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언하여 성장의 전제조건인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에 대

료·관광·IR 각 서비스산업 부문별로 우

도적 영향요인으로서 정책불확실성, 국

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리나라와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가청렴도, 건설승인비용 등이 중요한 변

의 FDI 활성화를 위해 요구되는 개혁과

수임을 밝혀내었다.

제를 제시하였다.

김현종 | 연구위원, 기업정책연구실장

연구내용
스탠포드大 스콧 베이커(Scott Baker) 교수진의 연구방법론에 의거하여 한국의 언론보
도 기준 경제정책불확실성지수(Economic Policy Uncertainty, EPU)를 작성하고, 이러한

김현종 | 연구위원, 기업정책연구실장
김수연 | 연구원

연구내용
싱가포르의 탁월한 경영환경·조세제도·노동시장이 국가경쟁력으로 작용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 성공과 서비스 산업발전을 성취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의 최고 법인세율
17%, 최고 소득세율 20%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각각 22%, 38%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
며, 납세관련 행정규제도 싱가포르에 비해 절차·시간에 있어 2배 이상 소요된다고 조

정책불확실성지수의 증가가 기업 투자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결과를 도

사됐다. 창업비용의 경우 싱가포르는 1인당 GNI의 0.6%에 불과하나, 우리나라는 과중

출했다. EPU가 1단위 증가하면 자산대비 투자비율이 0.08%p 감소되며, 한국은행 기업

한 법인등록면허세로 인하여 14.6%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규제 관련, 싱가

경기실사지수(BSI)와 EPU 간에는 반대방향의 추이를 나타냈다.

포르는 최저임금제가 없으며, 임금조정에 대해서도 사실상 정부의 영향력 하에 안정

또한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에서 발표하는 국가청렴도지수

적으로 통제되고 있다. 이는 경직적이고 기업부담적인 한국의 노동시장 규제와 비교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가 개선될수록 기업투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되는 점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의료산업에서는 주식회사형 민간병원의 설립을 허용

다고 밝혔다. 국가청렴도지수 1단위가 증가할 경우 한국 상장기업의 자산대비 기업투

하고 있는 싱가포르와 비영리의료기관만 설립가능한 우리나라 간의 상이한 진입규제

자비율이 0.58%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외국인 의료관광유치 유인, 투자력 등에서 현저한 차이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주장

기업투자에 대한 건설승인비용 회귀분석결과를 이용할 경우 1인당 GDP대비 건설승

하면서 진입규제 완화를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교육산업에 있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인비용 비율을 1%p를 감소시키면, 상장회사의 경우 2012년 기준으로 6,349억 원의 투

재정적 지원 뿐 만 아니라 단독법인, 합작법인 등 다양한 형태의 영리교육법인 및 과

자 증대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송금을 허용하는 등 규제로부터 자유로움을 지적했다. IR의 경우 2010년 싱가포르
에 설립되어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부상한 마리나베이샌즈(미국 샌즈그룹 투자), 리조

3. 평가

트월드 센토사(말레이시아 겐팅그룹 투자)가 부담하는 규제요소 비교를 통해 비효율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해 ‘불확실성 감소’와 ‘건설승인비용’ 감소가 중요한 요인이지만

적인 우리나라의 IR 진입·영업규제의 개선 및 완화를 제시하였다.

그 외에 ‘국가청렴도 제고’의 중요성도 부각시켰다는 점이 이 연구의 특징이다. 보고서

PART 1. 세계 흐름을 읽고 한국경제의 미래를 열다

는 청렴도 강화를 위해 정부정책의 투명성 강화와 정책의 객관적 의사결정이 전제되어

평가

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투자는 성장의 가장 본질적인 전제이다. 이에 한국 경제 공동체

싱가포르와 우리나라의 제도를 경영환경, 조세, 노동제도 뿐만 아니라 의료·교육·IR

의 영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업투자활성화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적 요인들을

각 부문별로 다각도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에서의 FDI 유치를 위한

시급히 개선하여 경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시점이 도래했다고 제언하였다.

규제개혁 과제를 통합적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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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최근 규제개혁은 대기업의 규제부담을

연구배경 및 목적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제도는 간접적으

연구배경 및 목적

경감시켜주는 것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최근 규제개혁이 단순히 대기업의 규제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이라는 부정적인 인식

로 강제수단을 갖추고 있어 조사대상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는 일반 행정조사에 해당되지만, 준사법적 성격이 있어서 조사

팽배해 있다. 본 연구는 규제 완화가 기

이 팽배해 있다. 이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분해를 통해서 진입, 퇴출, 자원재배

개인과 기업이 모두 권리 침해를 당할

대상자에 대해서 권익을 침해하는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반면, 세법 등과

분 및 기업 내 생산성 향상이 산업 생산성 향상에 미친 영향의 정도를 분석하였다.

소지가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EU, 미국,

는 다르게 해당 피조사자에 대해서 권리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법률 및 법령 규정 등을

라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저성장을 극복

일본의 사례와 우리나라 세법의 내용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와 같이 미흡한 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하고 성장률을 제고하는 방안의 하나라

참고하여 피조사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업들의 부담을 경감해주는 차원이 아니

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병기 | 선임연구위원

연구내용
진입규제 정책 및 자원재배분 정책 등 규제개혁 작업의 방향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고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로 2011~2011년 기간 중 제조업의 진입률은 15.9%, 퇴출률
은 13.1%로 나타나고 있다. 존속기업의 비중은 평균 약 61.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
다. 협의의 기업교체율은 약 29%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로 진입률이 높았던 산업에서는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하
였다.
정승영 | 선임연구원
김수연 | 연구원

연구내용
EU, 미국, 일본 등의 입법례와 우리나라의 세무조사제도를 비교하여 ① 피조사인이
제도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방어권에 대한 명시화(변호인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
리), ② 법령 이상 수준에서 규정하여야 할 규칙 조항들의 내용(조사 개시 및 심사의

기업의 퇴출률도 높은 현상이 관찰된다. 셋째로 전체 분석기간 중 우리나라 제조업의

개시일 등 기간, 진술조서, 조사공무원의 증표 등), ③ 자료 또는 물건의 영치의 통제를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평균 2.1%로 나타났다. 넷째로 Hyytinen-Maliranta 방법론을 사용

위한 법령 명시화 문안(독점규제법 시행령 이상에서 영치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규정

한 분석에서 기업 내 생산성 효과는 1.63%로 총요소생산성 증가의 약 70.6%를 설명하는

하여 영치로 인한 피조사인과 위원회 간 마찰을 최소화)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것으로 나타났다. 순진입(net entry)효과는 총요소생산성의 약 13.2% 정도를 설명하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 중 퇴출효과가 음(-)로 나타나고 있고 진입효과는 총요소생산

평가

성 증가의 약 24%를 설명하고 있다. 다섯째로 대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전체 기

조사대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느끼게 되는 권리 침해 문제 등에 대해서 근본적으

간 중 연평균 3.5%, 중소기업은 연평균 1.63%로 나타나고 있어 대기업의 생산성 증가율

로 접근하여 해결할 수 있는 수단과 방안을 법률에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공정거래위

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강진입규제의 존재는 산업의 생산성을 크게 낮

원회의 조사제도가 좀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추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정부독점, 지정, 허가, 면허, 인가, 승인과 같은 규제는 사실상
당해 산업으로 진입하는 기업들에게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게 되어 경쟁을 억제하고
당해 산업 내 기업들의 효율성을 낮추게 된다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평가
진입·퇴출의 생산성 효과 분석을 통해서 법적인 진입규제는 대폭 완화되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진입·퇴출장벽의 제거, 연관 산업 간 자원의 재분배, 효
율·비효율기업 간 자원이동을 제약하는 이동장벽 제거 등 법제도 차원의 기업정책의
방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PART 1. 세계 흐름을 읽고 한국경제의 미래를 열다

ANNUAL REPORT 2014

44

2014 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금융감독기구의 규제거버넌스 및
감독구조 연구에 대한 고찰

45

연구 및 정책제안

현안정책 대응

세미나·컨퍼런스

연구회·도서발간·정기간행물·
온라인 지식정보 서비스

시장친화적인 기업구조조정 제도 구축방안

효과적 금융 규제 및 감독에 대한 연구과

연구배경 및 목적

현행 기촉법·통합도산법상의 기업구조

연구배경 및 목적

제 발굴을 위해 감독기구의 규제거버넌

세계적 금융위기는 금융 규제·감독의 부실에서 비롯되었다는 비판과 각성이 지배적

조정 제도의 문제점, 채권은행을 통한

기존의 법원, 채권은행, 사모투자펀드(PEF)를 통한 기업구조조정 제도상의 문제점이

스와 감독구조에 대한 기존 연구를 조사

이다. 이에 효과적인 감독에 관한 두 가지 큰 요건, 즉 감독기구의 규제거버넌스와 감

기업구조조정, PEF를 통한 기업구조조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그 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하였다. 향후 금융감독자의 사적유인체

독구조 각각에 대한 기존 이론 및 실증 논의들을 소주제별, 방법론별, 관점별 등 다각

정 방안 및 기업구조조정 관련 조세제도

계를 반영하는 연구와 감독기구의 규제

도로 조사하여, 향후 이 분야에서 심층적인 연구를 발전시키고 감독정책 결정하는 데

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향

거버넌스와 감독구조가 전체 금융시장,
개별 금융시장, 특정 산업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김인배 |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에 있어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

연구내용
본 연구를 통해서 매우 흥미로울 뿐 아니라 시급한 연구주제들이 발견되었다. 우선 초
기 연구와는 달리 최근 들어서 규제거버넌스의 수준 향상이 금융안정성 혹은 경제발
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다는 결과를 보인 논문들이 발견된다. 이에 대해 특히 공공
선택이론적 시각에서 규제유예와 같은 관료적 속성에 대한 비판과 다른 한편으로는

후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채무자 관점의 제도개선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병기 | 선임연구위원
신석훈 | 부연구위원, 전경련 기업정책팀장
김미애 | 선임연구원
정승영 | 선임연구원
김수연 | 연구원

연구내용
최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통합도산법 및 사모투자펀드(PEF) 제도 등 기업구조조정
기구와 관련된 제도개선 작업이 진행 중인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촉법의 타당성
근거로 자리 잡아 왔던 효율성 외에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세계화와 법치주의 관점에
서 기업 회생절차 제도를 점검하며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도산법의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다. 또한 채권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구조조정, 즉 워크아웃의 개괄적인
내용과 체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각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법
정외 구조조정제도로서 채권은행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채

금융감독자의 사적유인체계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제시되

권 유동화 시장과 Bad bank 설립을 통한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에의 적극적 참

었다. 따라서 이러한 시각의 접근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감독

여를 유도하고 기존 제도가 가진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행 자본시

기구의 규제거버넌스 및 감독구조가 전체 금융시장, 개별 금융시장들, 또는 특정 산업

장법상 사모투자전문회사에 관하여 살펴본 후, 사모투자전문회사와 관련된 문제점을

의 다양한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아직 학계에서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고, 정형

검토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현행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기

화된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매우 미흡하다. 반면 시간이 흐를수록 이러한 질문들의 답

업구조조정 관련 세제상 법령 조항들의 내용과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사

변에 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그만큼 향후 검증작업을 거쳐야 할 연구주제는 다양

례 내용들도 검토하였다. 기업구조조정세제 전반에 제도적 모델을 제공하고 있는 미

하게 제시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실제 감독과정까지 포착할 수 있는 좀 더 정교한

국의 기업구조조정세제 내용을 참고하여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하였

규제거버넌스 대리변수의 발굴, 거버넌스연계론에 등장하는 주요 부문들 사이의 연계

다. 마지막으로 법원·채권은행·PEF를 통한 구조조정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시장

성, 감독구조 변화의 원인과 효과, 감독에 있어서 중앙은행의 역할, 통화정책과 감독체

친화적인 기업구조조정 정책대안들을 제시하였다.

계의 연관성 등, 이들 모두 세계화로 금융불안정 개연성이 날로 심화되어가는 시점에
서 시급히 연구해야 할 주제들이다.

평가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제도미비로 나타날 수 있는 구조조정 애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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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인 및 지연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해외 선진국의 기업구조조정

금융감독기구의 규제거버넌스와 감독구조에 대한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

제도와의 비교 등을 통해 채무자 관점의 시장친화적인 기업구조조정 제도개선 방안을

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적인 기여가 있다고 평가된다.

ANNUAL REPORT 2014

46

2014 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기업자금조달시장으로서의 회사채시장의 중요성
: 시장안정화 방안의 필요성 검토

47

연구 및 정책제안

현안정책 대응

세미나·컨퍼런스

연구회·도서발간·정기간행물·
온라인 지식정보 서비스

적극적인 기업 혁신을 뒷받침할
법인세제(R&D 조세제도) 개혁 방안에 대한 연구

계속되는 경제침체로 인해 기업의 재무

연구배경 및 목적

기존 R&D 조세제도가 비용공제 중심으

연구배경 및 목적

상황이 악화되면서 기업자금조달시장으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건전성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업의 자금조달에 있어 은행대출

로 설계되어 있는 방식에서 R&D 성공

우리나라는 2010년 기준 R&D 지출총액 532억 달러(세계 5위), GDP 대비 3.7%(세계 3

로서 회사채시장도 급속히 위축되고 있

보다 회사채발행에 의존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계속되는 경제침체로

에 따른 기업의 수익을 낮은 세율로 과

위), 특허출원 8,519건(세계 5위), 지식재산권 지수 70(세계 24위)로 외형적인 모습은

인해 기업의 재무상황이 악화되면서 자금의 유동성마저 낮아지게 되자 회사채시장도

세하는 방식의 Patent Box 세제 도입에

세계적인 혁신 국가 대열에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자본 또는 노동 등 요소투입에만 기

급속히 위축되면서 시장안정화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가

대해 검토하고, 그 타당성에 대해서 제

대는 요소투입형 성장모델을 취하고 있어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문제

다. 경제회복을 촉진시기 위한 노력의 일
환으로 안정적인 금융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들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
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신속인수제에 대해 실효성 분석을 통해 장기적인 시장안정
화 체계로 발전시켜야 함을 주장하였다.

시하였다.
정승영 | 선임연구원

점에 봉착해 있다. 따라서 제도적 개선 방안 중 하나로 R&D 과세특례제도를 패러다
임에서부터 재정비하여 개선하는 방안을 제기해보고자 하였으며, 그 내용 중 하나로
‘Patent Box Regime’의 도입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김미애 | 선임연구원

연구내용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의 자금조달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전략을 선호하는 성향

연구내용

이 두드러지고 있다. 은행대출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저금리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우량

‘조세제도 내에서의 혁신’이란 ‘단순하게 기술의 진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확대되었으며 직접금융시

으로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인가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러한 평가를 시장을 통해

장에서는 회사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서 평가 수준을 측정하는 것’이라고 재정립하여 접근해보고자 하였다. 이에 영국, 네덜

장기화되는 경제침체로 인해 회사채시장도 성장이 둔화되고 시장의 유동성이 낮아지

란드, 벨기에 등 유럽 주요국에서 점차 채택이 확대되어가고 있는 ‘Patent Box Regime’

고 있어 자금조달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고에서는 시장에서 성공한 지식재산의 수익의 증가가 혁신

본 보고서에서는 회사채시장의 유동성이 기업자금조달비용에 미치는 효과를 직접적

의 성과라는 평가 아래 ‘Patent Box Regime’을 도입하여 혁신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으로 분석하고 과거 회사채시장 안정화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최근

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R&D 활동이 증가하게 된다면, 국가 지식재산의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회사채신속인수제에 대해 실효성이 높은 제도로

축적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 효과도 발생하여 그에 따른 소득세 세수 확보

평가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안정성 유지를 위한 체계로 발전시켜야 함을 강조하였

분도 발생하게 되는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에 토대를 잡아

다. 또한 기존 연구결과를 분석하여 적용함으로서 안정적인 회사채시장은 기업입장에

‘Patent Box Regime’을 도입함에 있어서 중요한 뼈대는 적격 지식재산의 범위와 그에

서 뿐만 아니라 침체기에 있는 경제 회복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주장하

따른 소득 범위, 그리고 이에 대하여 적용할 세율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였다.

평가
평가

창조경제 정책 키워드에 맞춰 기업의 R&D를 적극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제도 중 하나

본 보고서는 회사채시장의 유동성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킴으로써 경제회복에 긍정적

조세제도를 보고, 이에 따라 별도의 법인세율을 규정하여 낮은 세율을 유도할 수 있도

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장안정화 방안

록 과세논리를 제공하였다.

을 장기적 제도로 발전시켜야 함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연구라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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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및 경제 현안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보고서(2014)

중소 제조업체는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연구배경 및 목적

기업·기업인 호감도는 작년보다 높아지

연구배경 및 목적

제품의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판매장려

2013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판매촉진 목적과 관련이 없는 판매장려금 항

고 국민들이 느끼는 반기업 정서 체감도

반기업·반시장 정서가 높은 우리의 국민정서는 여론을 형성하는 정치적 과정을 통해

금을 지급하고서라도 대형유통업체에 납

목들을 위법으로 규정했다. 이에 판매장려금의 역할을 판매촉진에만 국한시켜 이해하

는 낮아졌지만, 외국에 비해 반기업 정서

경제활동을 규율하는 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우리 국민의 기업관·경제

는 공정위의 입장을 선행 연구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유통업체에 판매장려금을 지급

는 여전히 높은 편이다. 정부와 기업, 기

관의 실태와 특징을 주기적으로 조사·분석하여 향후 국민 EIQ 개선을 위한 연구의 기

한 제조업체는 이에 대한 반응으로 도매가격을 올리고 이는 유통업체로 하여금 소매

업 주변의 이해관계자에 이르기까지 기

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했다.

품하려고 할 수 있는데, 만약 판매장려금
을 규제하면 이러한 기회마저도 사라지
기 때문에 이들의 입장에서는 불리한 정
책이 될 수 있다.
정회상 | 부연구위원

가격을 올리게 하여 결국 경쟁을 감소시킨다는 주장이 현실의 자료로부터 뒷받침되는
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중소 납품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판매장려금 규제
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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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기업가의 역할과 시장원리에 대한 이
해도 제고 및 반기업 정서 개선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황인학 | 선임연구위원
송용주 | 연구원

연구내용
기업에 대한 호감도는 지난해 63%에서 올해 65%로 높아졌고, 기업인에 대한 호감도는
전년 51%에서 60%로, 전문경영인에 대한 호감도는 66%에서 79%로 크게 상승했다. 기
업과 기업인에 대한 호감도가 가장 낮은 직업은 공무원(기업 58%, 기업인 52%)으로 나

판매촉진과 상관없어 보이는 판매장려금 항목들을 위법으로 규정한 공정위는 경쟁력

타났다. 또 반기업 정서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를 묻는 설문에는 ‘반기업 정서가 높

있는 제조업체를 가려내기 위한 수단이나 제품의 품질이 높다는 것을 유통업체에 신

다’란 응답이 59%로 조사를 시행한 3년 중 가장 낮았다. 향후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한

호하기 위한 수단 또는 희소한 진열공간 제공을 위한 유인 제공 등 판매장려금의 다양

요건으로는 기업가정신을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가장 선호하는 직업은 공무원

한 효율성 제고 기능을 이해하여 이를 폭넓게 정의하고 인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

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혁신과 규제개혁 정책에 대해서는 국

리는 판매장려금이 소비자가격을 올려 경쟁을 저해한다는 주장의 실증적 증거가 충분

민의 2/3가 동의했으며, 국민행복을 위한 최우선 정책과제로는 일자리 창출과 안정,

하지 못함을 발견하였다. 더욱이 중소 제조업체는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제품의 판로

소득 향상, 치안·안보 등 사회 안전 제고 순으로 조사됐다. 국민 대다수는 ‘우리 사회

를 확보하기 위해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서라도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하려고 할 수 있

에서 법과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인식했다. 한편, 국민행복에 대한 설문에서는

는데, 만약 판매장려금을 규제하면 이러한 기회마저도 사라지기 때문에 중소 제조업

현재의 삶에 만족한다는 답변이 과반 이상이었으나, 3~4년 이후에 ‘삶의 질이 나아질

체들의 입장에서는 불리한 정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판매장려금 규제정책

것이다’란 응답은 27%, ‘비슷할 것이다’란 응답은 63%로 나타나 미래에 대한 희망이 크

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평가

판매장려금은 업계에서 오랫동안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온 수직적 거래관행이며, 최근

국민인식 조사는 대개 단발성으로 이루어지나 본 연구에서는 장기간 시계열적 분석과

에 공정위가 규제방침을 공표하여 관심을 끌고 있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국가 간 비교분석을 염두에 두고 조사문항을 구성, 조사·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차별

학문적 연구는 매우 희소한 편이다. 또한 기존의 국내 연구도 대부분 개념적이거나 기

화된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에 대한 인식을 추가로 조사

술적 연구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판매장려금을 이론적·실증적으로 분석한 본 연구는

하였는데, 국민행복과 경제발전을 위해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축적이 시급함을

실무적·학문적 의의가 높다.

밝혔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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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조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의 효과 분석

현재 SI 적합업종과 관련해서 신규 지정

연구배경 및 목적

LED 조명 산업은 그동안 블루 오션 산업

연구배경 및 목적

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SI 사업 분야

SI 사업 분야 중 5억 미만의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품목을 적합업종으로 신

적인 지위에서 벗어나 레드오션화 되고

동반성장위원회는 2011년 11월 제조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2차로 발표하면

가 중소기업 사업 업종으로 인식되는 것

규 지정하고자 신청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응하고자 SI 사업 전반이 적합업종제도의 대

있다. 레드오션으로 변화하는 LED 등 산

서 LED 조명 등기구를 포함하였다. 즉 LED 조명 기구에 대해 대기업은 참여할 수 없도

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논리적인 비판이 요청되고 있다.

업에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은 궁극적

록 하였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공공 기관에 LED 조명 제품을 공급하지 못하

적으로 적합업종제도를 비판하고, SI 사

으로 국내 LED 등 산업의 가격 경쟁력을

도록 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정책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LED 조명 산업의 영

업 분야가 우리나라의 글로벌 산업 경쟁

저해할 것으로 판단된다.

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전반

력을 보다 확실하게 갖추기 위해서는 적
합업종의 신규 지정 논의가 비합리적이
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김진기 |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연구내용
국내 SI 사업의 각 분야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대기업의 생태계 구성 현황에 대해서

향을 살펴본다.

최성락 | 동양미래대학 경영학부 교수

살펴보고, 해당 SI 사업 네트워크 내에서 대기업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해서 검토해보았

연구내용

다. 특히 SI 사업 전반은 단편적으로 금액별 분할을 하여 적합업종제도로 나누는 것이

LED 조명 시장에 대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은 사회 전체적으로 LED에 대한 투자액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공공사업에서의 SI 사업 역시 금액별 대기업 진입 제한을 가

을 급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대기업 시장을 중소기업 시장으로 변경하는 효과

한 까닭에 산업 전반의 발전에 저해되고 있다는 문제점도 언급하였다.

는 크지 않았다. 그리고 LED 중소기업 내에서 소수 중소기업들이 시장점유율 증대와
매출 증대의 효과를 거의 다 획득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중소기

평가

업적합업종 선정이 있기 이전보다 시장점유율과 매출액이 낮아지고 있어, 중소기업을

단순하게 5억 미만의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할하여 지정하는 것은 SI

보호하고자 하는 원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소수 중소기업에 의한 독

사업 분야 전반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시장 논리에

과점도가 증가되고 있으며, 외국 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가격 경

위배되는 문제점을 야기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를 통하여 SI 사업 분야 전반이 적

쟁이 중요성을 띄고 있는 LED 조명 산업에서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 구조는 향후 소비

합업종제도의 신규 지정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비판하는 근거 논리를 마련하였다.

자 가격 하락을 막는 비효율성이 점차 증가될 것으로 추정된다.

평가
LED 조명 시장에서의 자료를 이용하여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의 효과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대기업은 참여할 수 없고 중소기업만이 운영할 수 있는 품
목을 규정하여 중소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가 오히려 대다수
의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고 있지 못함을 실증적으로 보였다는 점에서 본 보고서의 기
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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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기업집단의 사업 다각화와 경영성과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의 본질과 문

연구배경 및 목적

30대 민간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구배경 및 목적

제점을 평가하는 한편, 두부산업을 대상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되면서 동 제도의 효과(부작용)와 지

다각화 지수를 산출하고 그 변화추이를

대규모 기업집단의 다각화에 대한 비판 속에서 신규 순환출자 금지 및 계열사간 거래

으로 관련 기업의 행태와 시장구조에 미

정·재지정 기준의 합리성에 대한 논란이 비등하고 있다. 이에 중기 적합업종 제도 운용

살펴보는 한편, 다각화가 해당 기업집단

에 대한 규제들이 신설·강화되고 있음에 비해 다각화의 순기능에 대한 담론은 찾아보

과정에서 나타난 쟁점을 재평가하고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었던 두부제조업을 대상으로

의 경영성과(수익률)와 안정성(수익률 안

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30대 민간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사업구성(다각화) 전략 및

동 제도가 해당 기업의 행태(conduct)와 시장구조(structure), 시장성과(performance) 및

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분

행태가 어떻게 변하여 왔으며, 또 다각화가 해당 기업집단의 경영성과(수익률)와 안정

친 영향을 사례 분석하였다. 특히 과점시
장 이론에 기초하여 사회적 손실(Dead
weight Loss)을 추정하는 모형을 도출하
고, 동 제도가 자원배분 비효율에 미친 영
향을 평가하였다.
황인학 | 선임연구위원
한현옥 | 부산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사회 후생(social welfare)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사례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내용

석하였다.
황인학 | 선임연구위원
최원락 | 전경련 규제개혁팀

성(수익률 안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

연구내용

지배기업이론에 기초하여 사회적 후생손실 비용을 추정한 결과, 적합업종 지정 이

2001년에서 2012년까지 30대 민간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다양한 다각화 지수를 산출

후 두부 시장에서 사회적 후생손실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

한 후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기업집단의 규모(순위)와 사업의 범위는 대체로 비례적

에서 사회적 비용이라 함은 소비자들이 상품 구매에 지불하는 가격이 사회적으로 바

인 관계를 보여 총 다각화 지수는 4대 그룹에서 가장 높고 21-30대 기업집단군이 가장

람직한 수준보다 높고(가격왜곡), 그에 따라 상품의 생산 및 소비량이 사회적으로 바

낮으며, 사업 관련률(관련 다각화지수/총다각화 지수)은 4대 그룹이 가장 높은 특징을

람직한 수준 이하에서 결정(생산량 왜곡)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중손실(deadweight

보였다.

loss) 비용을 뜻한다. 즉, 경쟁이 충분히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생산과 소비에서 기회손

다각화를 설명변수의 하나로 포함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관련 다각화는 기업

실이 발생하는 정도를 금전적 비용으로 측정한 것이다. 추정 결과, 적합업종 지정으로

집단의 수익성(ROA)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비관련 다

인해 2013년도 두부 시장의 사회적 후생손실 비용은 2011년 대비 최소 6.5배에서 11.6

각화는 수익률 안정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긍정적 영향을 미친 다는 결과를 얻

배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회적 비용을 지배기업 3사의 매출액과 비교하

었다. 이처럼 비관련 다각화가 기업집단의 수익률 변동 위험을 완화시키고 기업집단

면, 2011년에는 0.2%에 불과하였으나 2012년에는 1.3%로, 그리고 2013년에는 3%까지

의 재무적 안정성에 기여했다는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선택과 집중은 선, 비관련

증가하였다.

다각화는 악’이라는 일반적 통념과 다르다는 점에서 기업의 다각화 전략 선택과 관련
하여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평가
적합업종 지정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일고 있지만 이에 대해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평가

있는 이론적 기초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과점시장의 미시이론에 기초하

경영자원론적 시각에서 민간 대기업집단의 경영다각화 행태와 그 추이를 살펴보고 관

여 적합업종 제도가 관련 기업의 행태와 사회적 자원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

련 및 비관련 다각화가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을 실증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로 설명하는 이론적 분석틀의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여기서 한발

특히,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비관련 다각화가 수익률 안정성에 기여한다는 연구결

더 나아가 실제 사례에 적용을 통해 적합업종 제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과는 기업의 다각화 전력선택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

있음은 본 연구의 특징이자, 강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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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체제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효과
: 소유경영과 전문경영의 비교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

연구배경 및 목적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들을 소유

연구배경 및 목적

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의 주요 선진국가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제도부터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부침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경영 기업과 전문경영 기업으로 나눈 후

세계적으로 가족기업이 보편적인 기업 소유구조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에도 유

들, 특히 경제규모로 대국에 속하는 독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본 연구는 유럽 선진국 6개 국

2009~2012년 사이 두 경영체제의 경영

독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집단의 소유경영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가(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벨기에, 네덜란드)에 대해서 해당 국가별 문헌연구

성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내생성과 경영

소유경영과 전문경영 중 어떤 경영형태가 더 우월한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

를 통하여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글로벌 금융시장 개방화 이후 유럽

형태 외 경영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도 엄밀한 과학적 방법론의 토대 위에 깊이 있는 실증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일, 프랑스, 이탈리아와 상대적으로 개방
형 소국이라고 할 수 있는 스웨덴, 벨기
에, 네덜란드의 소유지배구조 현황과 사
례들을 분석하고, 그로부터 우리나라 기
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정책에 대한 정
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우성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MOT대학원 겸임교수
이병기 | 선임연구위원

의 기업소유지배구조의 변화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내용
유럽 주요 선진 국가들의 기업 소유지배구조 비교분석을 통해서 도출되는 Stylized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더라도 소유경영이
전문경영보다 더 효과적인 경영체제인
것으로 밝혀졌다.
추기능 | 해군사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이에 대기업집단의 경영 체제를 소유경영과 전문경영으로 구분한 후 경영체제의 선
택에 따라 경영 성과가 달라지는지의 여부를 실증 규명하고자 했다.

연구내용

Facts는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정리할 수 있다. 각 국가별로 변화동인과 제도적 배경

경영체제를 소유경영과 전문경영으로 구분하고 두 경영체제 사이에 경영성과의 차이

이 주는 시사점, 법적 규제에 대한 고찰이 주는 시사점, 2000년대 이후의 글로벌 금융

가 존재하는가의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2009년에서 2012년까지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

시장의 개방 확대에 따른 영향 분석을 통해 도출되는 시사점, 마지막으로 피라미드 출

사들로 구성된 패널 자료를 구축하였다. 구축한 패널 자료를 기초로 대응표본, 정태적

자구조와 상호출자, 순환출자 구조의 사례들을 통해서 도출되는 시사점 등이다. 이 같

패널, 동태적 패널 분석 방법론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였다. 실증분석은 경영성과가 경

은 분석을 통해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유럽 선진 국가들은

영체제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인 내생성을 포함하여 경영체제 이외의 요인들이

공통적으로 자국 기업집단의 지배권 안정을 위한 방어적 제도를 발전시켰다는 점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수행하였다. 강건한 분석결과를 얻기 위해

다. 두 번째는 출자구조와 관련하여 지주회사 및 피라미드 출자 관련 소유 규제가 없

기업 간 이질성을 다룰 수 있는 고정효과 모형과 종속변수인 성과변수의 지속성을 반

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일반적으로 상호출자나 순환출자의 소유와 관련한 직접적인

영할 수 있는 동태적 패널모형을 비롯한 다양하고 과학적인 분석방법론을 활용하였다.

규제가 없었다는 점이다. 네 번째는 1990년대 후반 이후 개별 기업들의 기업지배구조

실증분석 결과, 내생성을 포함하여 경영형태 외의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더라도 소유경

원칙이 제정되고 주주권한의 강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다섯 번째는 최근 신규 상

영이 경영성과를 높이는데 전문경영 보다 더 효과적인 경영체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업의 소유분산화와 다국적 기업의 주식시장 진출로 전체 주식시장에서 소유분산
화된 기업 비율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여섯 번째는 전통적인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

평가

조 체계는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곱 번째로 기업집단의 피라미드 출자구조, 상호

그동안 국내 대기업집단의 성과와 관련한 많은 연구는 주로 지분율을 중심으로 이루

출자구조, 순환출자구조의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어져 왔으며 기업집단 소유지분 구조의 부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연구결과가 적지
않았다. 반면, 전문경영과 소유경영이라는 두 가지 경영형태에 주목하여 경영체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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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선택에 따라 기업성과가 달라지는지를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이번 연구는 객관

최근 유럽 주요 선진국의 소유지배구조 현황에 대한 주요 논문들을 정리하고 국가별

적이고도 엄밀한 방법론에 의해 소유경영이 전문경영에 비해 경영성과를 높이는데 더

비교분석에 따른 시사점과 Stylized Facts들을 도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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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사회공헌(CSR)의 경제학

‘지나치게 높은 기업현금’이라는 평가에

연구배경 및 목적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규범적 측면이

연구배경 및 목적

대한 반론을 제기한 연구이다. 외감기업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경제 여건은 기업들에게 미래를 대비한 현금에 대한

아닌 가치중립적 측면에서 분석하는 경

우리나라 기업활동에 대한 왜곡된 시각은 심각하다. 기업의 이윤창출 행위를 나쁜 행

은 과거의 결정모형과 유사하게 자산대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 그럼에도 국내에서는 기업의 현금 증가를 부정적으로 해석하

제학적 접근방법을 소개하고 이론 및 사

위로 보며, 이윤창출 대신 공익활동을 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또한

는 한편 정부의 세법개정안의 배경이 되고 있다. 현금보유 현황, 결정요인 및 운용을

례분석을 시도했다. 기업의 사회공헌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규범적으로 접근하는 편향적 시각도 팽배하다. 이에 기업의

실증적으로 검토하여 기업 현금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했다.

동을 투자행위로 바라보고 수익창출과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이론 및 사례분석을 통해 사회적 압력이 기업에 오히려 손실을

비 현금비율을 결정하였으므로 전보다
과도한 현금의 증가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또한 과거보다 현금을 더 많

사회후생증진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함

이 보유한 기업이 연구개발 투자를 증가

께 달성하는 사회공헌에 대한 접근방식

시킨 결과를 통해 현금의 중요성을 제시
하였다.
김윤경 | 부연구위원
신현한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소연 | 연세대학교 경영연구소 박사

연구내용
2000년대 우리나라의 상장 및 비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는 기존 이론에서
제시된 변수들 각각의 의미를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다시 한 번 되짚어 보았다.
기업의 현금을 전 기간에 걸쳐 하나의 모형으로 추정하였다. 이어서 과거의 현금수요
모형을 검토하고 이를 이후 기간의 실제 데이터를 이용하여 최근(2005-2012년)의 현금

을 제시했다.
현진권 | 자유경제원 원장
윤상호 | 연구위원
이창민 |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끼치고 결과적으로 국가경제에 해롭다는 새로운 시각을 모색했다.

연구내용
세 가지 분석을 통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방식, 이론적 고찰을
통한 전략적 측면, 그리고 사례분석을 통한 실증적 측면을 동시에 다루었다. 우선 첫
번째 분석은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한 경제학적 논문들을 고찰하고, 그 의미와 정책시

보유를 평가하는 연구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2000년대 초반(2001-2004년)의 현금

사성을 도출했다. 또한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한 규범적 접근으로 발생하는 각종 경제

보유결정 모형으로 추정한 기업의 현금보유가 실제 현금보유와는 유의적으로 다르지

적 문제점을 밝혔다. 두 번째 분석은 환경분야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을

않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최근 기업 현금의 증가가 과도하다는 지적은 부적절하다.

시도했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전략적으로 사용되며, 강제될 시에는 사회공헌활동

아울러 본 연구는 과거보다 증가한 기업 현금을 무조건적인 비판에 대한 반론으로 과

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동기가 상실된다. 따라서 시민사회와 기업 간 자발적 절충을 통

거보다 많은 현금을 보유한 기업이 연구개발비를 증가시킨 결과를 제시하였다. 기업

해 상호 이익을 실현하고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

내부의 현금이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연구개발비에 사용된다는 것을 들어

다. 세 번째 분석은 기업의 사회공헌 관련 정책들 중 의도치 않게 사회후생을 악화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 재원이 될 수 있는 현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재고를 제안

키는 정책들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전략적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더 높은 사회적 가치

하였다.

를 창출한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한 예로 가맹점 기업은 기업가들이 새로운 시
장 진입자로부터 가맹주들을 보호하고 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시키려는 정부의 온

평가

정주의적 정책을 선호하지 않는 현상을 유발한다. 오히려 증진된 사회후생은 기업과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기업현금 보유가 과거와 유의적으로 다르지 않음을 통해

가맹점들 간 전략적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실현된다고 제시했다.

기업 현금에 대한 평가 전에 현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연구개발 투자가 과거보다 현금이 많은 기업에게 크게 나타났음을 들어 기업의 장기

평가

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내부자금의 필요성을 보인 데 의의가 있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이해할 수 있는 경제학적 분석방식을 소개함으로써 사회적으
로 확산되고 있는 기업의 역할 및 목적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투자행위로서 이해하
는 분석방식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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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집중 통계의 허와 실

용어의 왜곡은 정책의 왜곡을 낳아 한국

연구배경 및 목적

30대 민간기업집단에 대해 GDP를 분모

연구배경 및 목적

의 미래를 저당 잡을 수 있다. 자본주의를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설명하기 위해 어떤 용어들이 사용되느냐에 따라 관련

로 하여 측정한 QDM(Quick and Dirty

경제력 집중의 실상을 보여줄 수 있는 대안지표를 추정하여 경제력집중의 실상을 재

‘시장경제’, 승자독식 자본주의를 ‘소비자

정책의 성패가 갈릴 정도로, 용어는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이에 경제학적, 철

Measure) 경제력집중 지표의 문제점을

평가하고 국제비교를 통해 대기업의 존재가 각국 경제성장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학적 검토를 통해 시장경제에 대해 부정적 느낌을 갖게 하는 기존의 언어를 대체할 몇

지적하고 새로운 대안지표를 추정하여

규명하고자 했다.

가지 용어사용을 제안하였다.

경제력집중 실상을 재평가 하였으며 상

선택 자본주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을 ‘기업의 사회공헌’, 재벌을 ‘대기
업집단’, 시장점유율을 ‘소비자선택율’, 시

장사를 대상으로 산출한 기업 GINI 계수

장지배적 사업자를 ‘소비자선택 사업자’

의 국제비교와 Fortune지의 글로벌 500

로 대체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강규형 | 명지대학교 기록대학원 교수
김인영 |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
유동열 |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임병인 |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조희문 | 인하대학교 예술체육학부 교수
현진권 | 자유경제원 원장

연구내용
사람들에게 이미 익숙해져 버린 용어를 바꾸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른
다. 그러나 더딘 걸음이라도 이 연구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는 용어의 왜곡은 정책의
왜곡을 낳고 그것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저당 잡힐 수 없기 때문이다. 기존의 언어를
대체할 몇 가지 용어 중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가지 소개하면, 자본주의를 ‘시장경제’, 승
자독식 자본주의를 ‘소비자선택 자본주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기업의 사회공
헌’, 재벌을 ‘대기업집단’, 시장점유율을 ‘소비자선택율’,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소비자

대 기업에 포함된 대기업의 수가 각국 경
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규명하
였다.
황인학 | 선임연구위원
최원락 | 전경련 규제개혁팀
김창배 | 연구위원

연구내용
QDM으로 인한 집중도 편의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부가가치, 매출, 자산의 3가지 기준으
로 경제력집중을 재평가한 결과, 부가가치 기준 30대 기업집단 집중도는 2001년 6.3%에
서 2012년 11.8%로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4대 그룹의 비중은 2001년 61%, 2012년 63%로
비교적 변화가 적었다. 국가자산을 기준으로 산출한 30대 기업집단 자산 집중도는 9.0%
에서 15.4%로 증가하였으며, 이 중 4대 그룹의 비중은 53%에서 50%로 약간 감소하였다.
30대 기업집단 내의 경제력 편중 현상 파악을 위해 30대 기업집단을 100으로 하는 상
위 4대 그룹 집중도(CR4)와 허쉬만-허핀달 집중도(HHI)를 추정한 결과, CR4와 HHI는

선택 사업자’, 급진적 자본주의(libertarianism)를 ‘순수자유주의’, 자유방임주의(laissez

1990년대와 2000년대 초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을 보였다.

faire)를 ‘불간섭주의’로 대체하자는 것이다. 이 밖에도 ‘한국전쟁(Korean War)’을 ‘6·25

한국을 포함한 20-50 국가와 강소국의 상장기업 매출을 이용하여 GINI 계수를 산출함

남침전쟁’으로, ‘사회민주화’는 ‘복지확충’으로, ‘경제민주화’는 ‘경제적 평등의 추구’로,

으로써 기업규모 불균등도를 측정한 결과, 우리나라 상장기업 매출규모 불균등도는

‘보수-진보’를 ‘우파-좌파’로, ‘democracy’를 본래의 개념인 ‘다수정’으로, ‘복지수요’를

‘20-50 국가’에 속하는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제 패널

‘복지욕구’로, ‘복지투자’를 ‘복지지출’ 또는 ‘복지재원투입’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자료를 구성하고 Fortune 글로벌 500대 기업에 포함된 각국 대기업 수를 설명변수로

‘사회보험 미 적용지대’로,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과 같은 ‘무상’시리즈에 대

포함시켜 성장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대기업의 수가 1인당 GDP 증가율 향상에 기

해서는 ‘국가’ 혹은 ‘정부’나 더 적극적으로는 ‘세금’이라는 접두어를 붙여 부르는 것(세

여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금급식, 세금의료, 세금보육)을 제안하였다.

평가
평가

우리 사회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경제력집중 지표는 그 수위나 추세변동에서 심각

시장경제를 올바르게 알리고 전파하기 위해 용어의 중요성이 크다는 사실을 환기시키

한 과대추계의 문제가 있음을 규명하고 이론에 부합되는 대안지표를 통해 경제력집중

고 시장경제에 대해 부정적 느낌을 갖게 하는 기존의 언어를 대체할 용어 사용을 제안

의 실상을 객관적으로 재평가하는 한편, 국제 횡단면 실증분석을 통해 대기업이 많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수록 국민소득 증가율이 높아짐을 밝힘으로써 본 연구는 한국 특유의 경제력집중 억
제시책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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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다
신흥국의 거센 추격, 중국과의 기술격차 축소,
엔저를 등에 업은 일본의 가격경쟁력 상승으로
‘新샌드위치 위기’에 봉착한 한국경제.
무엇이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제자리걸음을 하게 만들고 있을까?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주요한 이슈들을 진단하고,
소통을 통해 나아갈 길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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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에 대한
긍정적 여론을
선도하다

임원보수 개별공시 논의에 대한 쟁점 및 평가

사내유보금, 순환출자, 임원보수 공시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임원보수 수준이

연구배경 및 목적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사실을 국제비

2013년 5월 28일,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2013년 사업보고서에 임원의 개인별 보수가

교를 통해 증명하고, 미등기임원의 법적

공시되면서 다양한 쟁점들이 부상하였다. 이에 각 쟁점들을 경제학적 분석 및 법적 근

지위 검토를 통해 공시확대 논의 비판 및

거를 통하여 검토하고 개정된 임원보수 관련 규제의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특정 부분만 부풀려져 왜곡되어 있는 대기업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긍정적 여론을 형성하는 데 노력하였다.

해외입법례, 과도한 개인정보침해, 타규
정과의 부적합성을 근거로 분·반기 공시
규정의 개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김현종 | 연구위원, 기업정책연구실장
김수연 | 연구원

연구내용
차별과 차이에 대해 경직적 인식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대기업 임원의 고액 보수는 감
정적 반감을 형성시켰다. 그러나 우리나라 임원의 평균 보수 수준은 외국에 비해 높지
않으며, 기업가치가 증대될수록 임원의 보수도 증가하고 임원과 종업원 간 격차가 증
가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임원 보수 공시에 대해서는 정치적 이슈로 변색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한편, 미등기임원의 개인별 보수에 대해서도 공
개하자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 그러나 미등기임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나 해석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선임절차, 보수, 업무수행권한, 책임 등 등기임원
과 구분되어 운용되는 미등기임원에게 등기임원과 동일한 보수공시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법체계상 형평성을 결여한 것이다. 임원보수 공시개정과 관련하여 부상한 쟁점
중 하나는 분기·반기별 보고서에서도 임원의 개인별 보수를 공시하도록 규정되어졌
다는 점이다. 임원의 보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공시대상도 일정
연봉기준 이상의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연도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는 것만으로도
임원보수 공시목적은 충분히 달성되므로 개인정보 침해 등 문제의 소지를 해소시키기

PART 2.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다

1

위해 분기·반기별 보고서에서 임원 보수의 개인별 공시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가
임원의 보수 공시 이슈가 정치적으로 변색되지 않도록 포퓰리즘적 접근을 지양할 것
을 주장하였다. 또한 미등기임원의 법적지위를 검토하여 보수 공시대상 확대 논의를
비판하고, 해외 입법례와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 타 규정과의 부적합성을 근거로 임원
보수 반기·분기별 공시규정의 개선 필요성을 주장하였는바 실증적이고 체계적인 연
구라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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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판례분석을 통한 경영자의 배임죄 적용에 있어
이사의 적정 주의의무 수준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13.9.26. 선고 2013도5214 판결을 중심으로

2015년 1월 Shadow Voting 제도 폐지

연구배경 및 목적

배임죄에 대한 논의의 축적은 나쁜 경영

연구배경 및 목적

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

2015년 1월 1일자로 예탁결제원의 중립적 의결권 행사제도인 Shadow Voting 폐지를

결과가 발생한 사안의 경우 배임죄로 단

우리 법원은 배임죄 적용에 있어 경영판단의 원칙을 고려하고 있지만, 이러한 경영판

에 대한 대안으로 부칙 개정을 통한 ‘2년

앞두고 있다. 이에 Shadow Voting 제도 폐지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고 주주총회 결의

정 지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 이에 실제

단의 원칙이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함에 있어 적절하게 고려되고 있지 않고 있다. 본

와 관련한 상법 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면서, 대안을 제시하였다.

판결을 근거로 분석하여 현재 배임죄 적

보고서는 경영진의 경영의사판단에 대한 배임죄 적용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유예’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Shadow
Voting 논의의 전제인 상법상 주주총회
의 결의와 관련하여 보통 의결정족수 및
감사·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 제한 규
정의 개정을 요청하였다.
김수연 | 연구원

용의 이사의 적정의무 수준을 점검하여

연구내용
Shadow Voting은 외국 입법례상 보편적이지 않은 특수한 제도로서 이로 인해 주주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최승재 | 변호사, 법학박사

연구내용
이사의 경영판단에 대한 배임죄 적용은 사후적 고찰에 의해서 배임죄에 의한 제재에 포

의사가 왜곡되거나 대주주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하기로 개

함 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 점에서 아래의 각 점이 법원의 판단에서 고려될 필요가

정되었다. 하지만 당장 내년 상당수 기업들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하여 주주총회가

있다. 첫째, 미필적 고의와 과실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판단의 여지가 있을 때는 경

무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3% 초과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감

영판단의 원칙에 의한 추정을 통해서 과실로 추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감사위원 선임 건의 경우 더 심각하다. 예탁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상장법인

경영판단의 원칙을 입증책임전환의 원칙으로 활용하면 배임죄의 고의 판단 시 미필적

의 약 40%가 동 제도를 이용하였는바, 중·소형사 및 주주분산이 잘 되어 있는 기업일

고의라는 분류 하에 일부 과실범적 요소가 고려될 가능성을 제한하여 법리에 의한 사

수록 Shadow Voting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폐

후적 고찰의 배제가 가능해질 것이다. 둘째, 상법은 2011년 개정을 통해서 상법 제542조

지하는 것이 회사법적으로 바람직하나, 상당수 기업들이 주주총회를 정상적으로 진행

의13(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을 신설하여 준법지원인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기

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안 없이 2개월 이후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과도

업경영에 대한 의사결정의 절차적인 면은 판사가 사후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사후적 고

하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부칙의 개정을 통해 2016년까지 본 제도의

찰의 가능성이 적지만, 내용적 통제의 경우에는 이미 경영판단의 결과를 알고 있으므로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더불어 감사·감사위

사후적 고찰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점에서 절차적인 면에서 내부통제가 적절하게

원 선임시 의결권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주주총회 보통결의 정족수를 출석의결권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배임죄의 고의 판단에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과반수 기준으로 완화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들도 주주총회 활성화
를 책무로 수용하고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를 독려하는 자세로 전자투표, 서면투표 또

평가

는 위임장제도의 활용을 진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경영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경우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
사 책임의 적정화가 필요하다. 이사의 책임을 부담시킴에 있어 특히 경영의사결정에서

PART 2.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다

평가

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민사책임으로 해결하는 것

기존 Shadow Voting 폐지에 따른 문제해결 대안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함께, 부칙 개

이 효율적이며, 경영판단의 원칙이 고의 판단에 있어서 경영의사결정에 대한 적법추정

정을 통한 ‘2년 유예’ 필요성을 합리적으로 주장하였다. 또한 본 제도와 관련 논의의 전

을 하는 역할을 하도록 법리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 배임죄로 인해서 이사

제가 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관련하여 의결정족수 및 감사·감사위원 선임시 의결권

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상당부분 억제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제한 규정의 개선 과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심도 있고 체계적인 연구라 평가된다.

위험인수를 가능하게 하여 국가경제의 건전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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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거래 증여세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

과거 주주간 과세형평성을 위해 도입되

연구배경 및 목적

2014년 1월 개정된 세법 시행령 개정안

연구배경 및 목적

었다가 실효성 부족과 문제점들로 폐지

일부 정치권에서 기업이 사내에 현금 또는 자금을 쌓고 있으나 투자와 고용을 하지 않

에서 일감몰아주기 과세 내용을 시행령

정부는 2014년 1월 개정된 세법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보완하면서 일감몰아

되었던 유보금 과세를 재도입하기보다

는다는 비판과 함께 사내유보금 과세 재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재도입 논의

시행 후 최초 신고기한부터 적용할 수 있

주기 과세에 관한 세부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을 대상으로

의 한계를 구 법안, 외국입법례와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 기업 현금의 증가와 보유

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소급과세의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지적하고, 향후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의 폐지를 검토하는 것이

동기를 검토하여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지적하고 일

합리적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기업현금 보유동기나 투자인센티브를 직
접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김윤경 | 부연구위원

감몰아주기 과세제도 자체의 폐지를 제

연구내용
舊 적정유보초과소득과세와 미국과 일본의 제도는 배당을 부당하게 이연하여 배당소

시하였다.
정승영 | 선임연구원

연구내용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대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완화 방안으로 중소·중견기업에

득세의 회피를 방지하는 주주 간 과세 형평성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므로, 과세를 통

적용되는 정상거래비율을 30%에서 50%로 변경하였고, 중소·중견기업 지배주주의 한

해 사내유보금을 강제로 유출시켜 투자를 증가시킨다는 재도입 목표는 부적절하다.

계보유비율은 일반 기업과 차별을 두어 3%에서 10%로 변경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인

회계학적으로 유보금과 투자는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므로 유보금의 감소가 투자의 증

수혜법인의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전액을 일감몰아주기 거래 매출에서 제

가로 직결되기도 어렵다. 실제로 유보금이 증가한 동시에 투자증가율도 상승하였고,

외하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되는 범위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면

시행 국가들조차 현금성자산의 증가와 투자위축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과세

서 다른 기업집단 소속의 법인에 대한 매출액을 일감몰아주기 거래 대상으로 보고 있는

를 강행할 경우 구 제도의 문제점을 답습할 뿐만 아니라 기업활동을 왜곡하게 된다.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개정 내용은 중소·중견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거래에

과세불공평성을 야기시키고 재무구조를 악화시켜 폐지되었던 제도인데다 장기적인

대한 과세 완화 방향에 초점을 두고 있을 뿐, 일감몰아주기 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투자전략을 저해하고 법인의 해외이주 가능성을 높이며 국부유출을 가져올 우려가 있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다른 기업집단 소속의 법

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은 불확실성을 대비한 예비적 동기에 의해 현금을 증가

인과의 거래를 일감몰아주기 거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시행령 개정 후 최초 신고기

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기업환경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유보금 과세 논의보

한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급과세의 논란도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시행

다는 현금 보유동기나 투자 인센티브를 직접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

1년 만에 벌써 점점 복잡해지는 과세제도 내용을 무리하게 운영할 필요 없이 일감몰아

요하다.

주기 과세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합리적인 과세 제도를 구축하는 방안이다.

평가

평가

투자를 하지 않아 사내유보금이 증가했다는 오해에서 출발한 재도입 논의에 대해 과

시행령 개정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소급과세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였고, 앞으로 일감

세목표의 잘못된 방향성을 지적하고, 유보금 과세를 통해 투자 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몰아주기 과세제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일감몰아주기 과세제

없음을 보였다. 현재의 기업현금 증가는 기업환경의 불확실성에 기인한 것이므로 과

도의 폐지에 관한 합리적인 논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기여하였다.

세가 아닌 실질적 투자유도 정책으로의 전환을 제시한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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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출자규제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기업구조조정을 진행중인 기업에서 계열

연구배경 및 목적

신규순환출자금지는 기존 규제의 역효

연구배경 및 목적

사 매각 시 해당기업이 모기업으로부터

기업구조조정을 진행중인 기업에서 계열사를 매각하는 경우 계열분리를 조건으로 계

과에 대한 지양과 기업들의 원활한 구조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구조조정 차

분리되는 것이 핵심적인 전제조건이 된

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국내 대기업계열 관리감독규제상 기존 모기업

조정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현재의 유예

원의 신규순환출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으로부터 계열회사를 분리하는 것이 쉽지 않으면 계약이 무산되거나 매각이익이 감소

기간을 연장하거나 적용제외 조항을 허

규제할 경우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에 장애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제도의 적용에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기 위해 현재의 유예기간을 연장시키거나 적용제외 조항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을

다. 하지만 대기업계열 감독규제상 계열
분리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된다면 매각
계약뿐만 아니라 기업구조조정에도 차질
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김미애 | 선임연구원

김현종 | 연구위원, 기업정책연구실장

제시하였다.

연구 내용
보고서는 기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계열사 매각에서는 모기업으로부터

연구내용

계열사가 분리되는 것을 조건에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국내 대기업계열 관리

신규순환출자 규제조항 및 시행령안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한계점을 갖고 있다. 첫 번

감독규제상 기존 모기업으로부터 계열회사를 분리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째, 구조조정과 회사의 권리 실행으로 인한 출자관계에 대한 허용 필요성에 대한 외면이

있다. 만일 매각한 기업의 계열분리가 어렵게 되면 계약이 지연되거나 매각 자체가 무

다. 우선 대물변제 등 회사의 권리실행을 목적으로 하는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할 경우

산될 수 있고 매각이익이 감소하여 기업구조조정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채권자 등의 다양한 선의의 이해관계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다. 이는 기업구조조정 대기업 계열사의 경우 모기업이나 다른 계열사의 부실로 인해

는, 기업구조조정 차원에서도 신규순환출자가 형성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한

신용이 하락되었거나 저평가되어 있고 금융권 신용대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

제한은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기업 스스로 최적의 판단을 통한 체질개

이며, 기업의 신용상승이나 매각대금 대출이 가능해지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계열에

선 계획과 그에 따른 기업의 경제활동을 방해할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서 분리되어야만 성공적인 매각이 될 수 있다. 이는 곧 투자자의 기대이익이 감소함을

또한 시행령은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본 보고서에서

의미하기 때문에 기업구조조정매물에 대한 매력이 감소하게 되어 또다시 M&A시장은

가장 우려하고 있는 점은 일률적으로 회피유형을 규정할 경우 계열사 임원들이나 거

냉각될 것이므로 선제적인 기업구조조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계열분리 심사에 있어

래관계에 있는 회사가 소유한 계열사 주식지분을 명의도용으로 오판할 수 있는 문제

서도 현실성 있는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 발생할 수 있어 정상적인 주식소유에 대한 권한침해가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재검
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평가
PEF 등 시장투자자의 참여로 기업구조조정이 촉진되려면 계열사 매각에서 계열분리

평가

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고 현실성 있는 정책적 판단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순환출자에 대한 일률적 규제는 기업의 자생적이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

의미가 있다.

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순환출자를 규제함으로서 기업의 ‘창조적인’ 경제활동을 그저
획일적으로 재단하고 제한해 버리는 장애요인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순환출자에
대한 일률적 규제가 아닌 다양한 적용제외조항의 허용과 유예기간 연장을 해야 함은
물론, 신규순환출자 규제 관련 시행령안에 대한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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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규제개혁’의 화두는 매일 신문지상과 매

연구배경 및 목적

현재 세법상의 특수관계인의 기본적인

연구배경 및 목적

스컴을 장악하다시피 했지만, 일반 국민

각 설문조시기관 별 규제개혁 체감도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원인을 분석한 결과, 기업

범위가 1970년대 설정되어 큰 변화를 거

현행 세법상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1970년대에 만들어진 틀에서 크게 변화하지 못한

들이나 시장참가자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과 국민의 규제개혁 체감도는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는 4개 조사기관(규제개

치지 않았다는 점에 기초하여 현재 사회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을 비롯한 세법상의 특수관계인 관련 조항의 범위

혁위,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공회의소, KDI)의 개혁만족도 결과를 종합적으로 비교분

적인 인식과 세법의 전체적인 체계를 조

재설정과 현실의 트렌드에 맞는 특수관계인 범위 제시 등이 필요함을 환기시키고자

석하여, 규제개혁을 체감하기 어려웠던 요인을 선정하고 개선방안과 시사점을 도출하

율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상의 특수관

했다.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보고서는 그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개
혁 체감도 저하에 대한 논의 및 점검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김현종 | 연구위원, 기업정책연구실장

였다.

연구내용

계인의 범위를 6촌에서 4촌 이하로 조
정하는 등의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정승영 | 선임연구원

연구내용
국세기본법 등 국내 세법 전반의 특수관계인 범위가 개별 세법별로 상이하게 구성되

4개 조사기관의 개혁만족도 분석한 결과, 기업과 국민들이 규제개혁을 체감하기 어려

어 있고, 이를 토대로 다른 법률에서도 참조하여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설정되고 있다

웠던 요인은 △ 후속조치의 지연, △ 미흡한 실질적 개혁성과, △ 소극적 의견수렴인

는 점을 지적하면서 현행 세법상의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개선되는 것으로 다른 경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규제개혁 정책의 후속집행이 신속히 진행되지 못하는 데에는

법률에서도 변화를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외국의 입법 사례로 미국,

개혁이행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됐다. 후속조

캐나다, 일본의 사례를 검토하였으며, 해당 국가들을 실제 생활관계에서의 가족 범위

치의 신속성이 떨어지는 원인중 하나는 규제존재에 대한 당위성이 과도하게 대립하기

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제한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때문이다. 둘째로, 실질적 규제개혁 성과가 부진한 원인에는 정부의 정책이 ‘실제 비용

현재 세법상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대로 개별 세법에서 적

부담’과 같은 정성적 개혁보다 ‘소요시간 및 절차 단축’의 정량적 위주 개혁에 비중을

용할 수 있는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내용상으로는 현재 사회에서 인식하

두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규제개혁 체감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에는 규제부담비용을

는 바를 국세기본법 내용에 그대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국세기본법상의 특수관

증대시키는 세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데, 조세는 행정규제기본법상 적용제외로 되

계인의 범위의 기본적인 틀인 6촌 이내의 혈족 범위는 1974년 국세기본법 제정 이래,

어있어 규제개혁적 차원의 개혁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로, 공무원의 자세변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온 것이어서, 현실과의 괴리가 크다. 사회에서는 대다수의 사람

가 미흡하고 국민의견 수렴정도나 기업과의 소통이 부족한 원인에는 현재 부처별 규

들이 친족 범위를 4촌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가장 많다는 통계조사에 근거하여 현

제개혁 평가기준에서 국민과 기업의 애로제기사항 수용률에 대한 비중이 과소하기 때

재 6촌 이내의 혈족을 특수관계인의 범위로 설정하고 있는 사항을 4촌 이내 혈족으로

문이다.

좁히고, 그에 맞춰 인척의 범위도 3촌 이하의 범위로 좁혀 실제 친족으로 인식하는 범
위와 부합되도록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평가

PART 2.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다

규제개혁을 통한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발전을 위해서는 개혁 체감도에 대한 기

평가

업, 국민의 동의와 공감대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성과 중심적 평가 제도

세법상의 특수관계인의 설정 범위에 대한 인식을 환기하고, 현실에 맞는 특수관계인

로 전환, 규제범위 적용제외 축소 그리고 규제개혁기구의 역할과 권한 강화를 제언하

범위의 설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입법 개선안에 반영될 수 있는 기

였다.

초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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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금과 배당
: 정부출자기관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부채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재

연구배경 및 목적

기업의 높은 유보금으로 인해 정부는 배

연구배경 및 목적

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공공기관에 관한 주요 이슈 중 하나는 부채의 급속한 증가와 이로 인한 재무건전성의

당확대 정책을 시행 준비 중이다. 그러

정부는 기업의 높은 유보금에 대한 비판과 함께 2014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배당 확대

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 중 하나로 민간

악화이다. 이는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적인 운영을 감시·감독하는 국정감

나 정부출자기관의 유보는 법적으로 더

를 정책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연구의 대상을 민간기업이 아닌 정부출자기관으로 옮

사, 감사원 감사,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 주무 부처의 감독 등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

큰 규모로 인정되고 있으며 실제 유보금

겨 관련 법률과 현황을 통해 내부유보와 배당의 기업 선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여기서는 공공기관 부채관리를 위해 민간 기업들의 재무 상태

도 많다. 상대적으로 성장중심적 기업이

한다.

기업의 재무 상태를 규율하는 메커니즘
을 공공기관 부채관리에 적용해 볼 수 있
을 것이다.
정회상 | 부연구위원
김미애 | 선임연구원

를 규율하는 메커니즘을 공공기관에 적용해 보고 그 결과를 시험적으로 제시하여 공
기업 재무구조 평가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연구내용
주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약정 대상 선정 시 실시하는 재무구조 평가를 8개 주요 공기
업에 대해 적용하여 그 결과를 시험적으로 제시했다. 재무평가는 2010년부터 2013년

아니며 위험성이 낮은 정부출자기관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유보
한 것과 같이 각 기업 특성에 따라 최적
의 배당-유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
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김윤경 | 부연구위원

연구내용
국유재산법은 정부가 배당수입을 얻을 수 있는 출자기관과 배당 결정과정에 대한 일반
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익금의 처리 순서, 이익금 적립 의무, 준비
금 항목과 같은 세부사항은 각각의 정부출자기관이 준용하게 되는 상법 또는 많은 경우
에 특별법을 따르고 있다. 현금배당의 일정비율을 적립하는 민간 기업에 비해 정부출자

까지의 각 공기업 재무 자료를 바탕으로 수익성, 채무상환능력 및 재무안정성 등 5가

기관은 대부분 당기순이익의 일정비율을 적립하며, 사업확장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으

지 항목에 대하여 실시했다. 평가결과 가스공사, 한전, 코레일, 토지주택공사의 경우

므로 법적으로 내부의 유보를 더 큰 규모로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비금융 정부출자기관

재무구조가 취약한 측면이 있으며, 특히 (주채무계열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가스공사와

의 유보금은 일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보다 큰 약 50조(47조 1,415억)에 이르고 있으며

토지주택공사의 재무구조가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발견했다. 이는 주로 국책사업 추

전체 비금융 유가증권 상장사의 8.62%를 차지한다. 정부가 부여한 독점적 지위와 위탁

진으로 인한 부채증가나 각종 요금 규제로 인한 영업적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결론

사업으로 위험이 낮은 정부출자기관이 배당보다 유보를 선택한 이유는 현재 겪고 있는

적으로 향후 공기업 부채관리를 위해 논의된 여러 방안과 더불어 공기업의 재무 자료

적자나 과도한 부채와 같은 미래의 경영악화 사업 또는 대규모 공공사업과 같은 투자의

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이들의 재무 상태를 평가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공기업으

재원을 대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기업의 최적 배당은 현재 이익잉여금의 규모

로 하여금 재무구조를 개선하도록 하는 체계적인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는 평균적 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기업의 미래 수익성과 투자 계획을
반영한 적정모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인위적 배당압력에 따른 일시적 배당

평가

증가보다는 기업의 생존과 건전성을 바탕으로 배당정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부채절감 방안으로 주로 정부부채와 공기업 부채의 통합관

PART 2.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다

리, 구분회계제도 확산, 예비타당성 조사 실효성 제고,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마련, 부

평가

채의 총량규제, 공공요금의 현실화, 경영평가제도 개선, 민영화 등이 논의되었다. 민

본 연구는 정부출자기관의 배당과 유보 현황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이를 바탕으로

간 기업의 재무 상태를 규율하는 메커니즘을 공공기관 부채관리에 적용함으로써 공공

민간기업의 배당과 유보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도운 데 의의가 있다. 정부출자기관

기관들도 자신의 재무 상태를 건전하게 유지하려는 인센티브를 가지게 하는 방안을

과 마찬가지로 필요에 의한 유보를 인정해야 하며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거나 성장가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능성이 큰 기업일수록 배당보다는 유보가 유의미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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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기업집단의 투자 추이와 시사점

대기업이 투자활동에 소홀하다는 비판

연구배경 및 목적

이 부각됨에 따라 2001년에서 2012년까

대기업들이 투자활동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부각됨에 따라 대기업의 투자실적을 점검

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30대 기업집단 비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01년에서 2012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30대

금융업의 투자 추이를 살펴보고 투자 수

기업집단 비 금융업의 투자추이를 살펴보고 그 수준이 미흡한지의 여부를 분석하여

준이 미흡하지의 여부를 분석하였다. 분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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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를 모색하다
한국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살펴보았다.

석 결과, 대기업이 투자에 소홀하다는
주장은 통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최원락 | 전경련 규제개혁팀

연구내용
대기업이 투자에 소홀하다는 주장은 매출액 영업이익율이 감소 추세인 반면, GDP 대
비 설비투자 비율은 상승추세를 보인 점, 30대 기업집단 비금융업 투자의 연평균 증가
율이 영업이익 연평균 증가율을 상회하며 국민계정상 명목 고정투자 증가율의 2배를
넘는 점을 감안할 때 통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 즉, 대기업은 2001년에서 2012년
중 영업이익의 증가속도나 경제전체 투자 증가속도 보다 더 빠른 속도로 투자를 늘려
온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기업이 투자에 소홀하다는 견해에 근거한 기업소득 환류
세 도입계획은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제도도입 취지인 배당촉진 및 투자
촉진에 의한 내수 진작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는 반면, 분석기간 중 대기업집단의 사
내유보와 투자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사내유보의 인위적 축
소는 기업 재무구조 악화를 통한 대기업의 투자 위축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
이다.

평가
대기업의 투자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실제 통계에 의해 뒷받침 되지 않음을 보이고 이
러한 비판에 기초하여 도입된 정책의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 지적하고 바람직한 정
책방향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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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근로시간단축 등 노동정책 이슈와
우리나라 임금경쟁력 검토

통상임금 판결로 인한 대기업과 중소기

연구배경 및 목적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휴일근로 및 연장

연구배경 및 목적

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통상임금판결로 인해 노·사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연구들은 통상임

근로 중복할증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나

최근 우리나라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요 노동정책 이슈는 짧은 기간 내에 상당한 임금

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통상임금 판결은

금 범위와 판결 시 발생될 비용에만 집중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상임금 판결로

라 임금경쟁력은 크게 하락할 것이다. 따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통상임금의 증가가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의 중복

인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를 분석하여 기존 연구에

라서 노사정대타협 방식으로 할증임금을

적용과 겹칠 경우 우리나라 산업의 임금경쟁력이 크게 하락할 전망이다. 이런 법률적

서 간과하고 있는 임금격차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했다.

하향조정하거나 일정 기간 임금인상을

변화가 우리나라의 임금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대·중소,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격차
가 확대될 수 있어 범위판결에 있어 신
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변양규 | 연구위원, 거시정책연구실장
우광호 | 선임연구원

자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연구내용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통상임금 범위 확대 시, 제조업 500인
이상 사업장 정규직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은 435만 7천 원 증가하는 반면, 비정규직

한다.
이상희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융합학부 교수
변양규 | 연구위원, 거시정책연구실장

연구내용
만약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 할증임금을 중복
하여 지급해야 한다면 휴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유급휴일(100%), 해당 근로의 대가

근로자는 51만 7천 원 증가하는데 그쳐 임금격차가 384만 원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

(100%), 휴일근로 할증임금(50%), 연장근로 할증임금(50%) 등 총 300%의 임금이 지급

다. 또한 영세사업장부터 대형사업장까지 제조업 전반에 걸쳐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

되어야 한다. 반면, 일본은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며, 휴일근로가 법정근로시간 8

금격차가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뿐만 아니라 제조업 500인 이상 사업장과 1~4

시간을 초과하더라도 휴일근로 할증임금(35%)만 지급하면 충분하고, 야간근로에 해

인 사업장의 연간 1인당 임금총액 격차도 현 3,447만 원에서 3,865만 원으로 약 418만

당할 경우에만 야간근로 할증임금(25%)이 중복 가산되어 최대 160%의 임금만 지불하

원 증가하는 등 사업체 규모별 임금격차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 최고임금

면 된다. 정기상여금의 50%만 통상임금에 포함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은 현행

업종-최저임금업종 간 임금격차도 현 3,617만 원에서 3,893만 원으로 276만 원으로 확

대비 약 12.5% 상승할 전망이다. 또한, 추가로 휴일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중복

대되어 업종 간 임금격차까지 심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하여 지급해야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은 현행 대비 무려 32.1% 증가하게 된다.
동일한 근로자가 일본의 임금체계 하에서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 1일당 현행 우리나라

평가

대비 55.8%에 불과한 임금을 받게 된다. 따라서 현재에도 일본의 임금체계 하에서 받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관한 논의에 있어 임금 및 노동비용 상승문제에만 초점을 두기

을 수 있는 휴일임금의 약 1.8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할증임금이 중복 적용

보다는 임금격차 확대로 인한 부작용도 고려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된다면 추가적인 임금경쟁력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따라서 노사정대타협 방식으

점에서 본 연구는 임금격차 확대 정도를 분석하여 그 근거 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다는

로 할증임금을 조정하거나 일시적으로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할 필요가 있다.

평가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 중복할증이 우리나라 임금경쟁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리나라와 유사한 노동법 체계를 가진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구체
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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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 활용원인 및 시사점

우리나라 정규직 개별근로자에 대한 고

연구배경 및 목적

사내하도급을 비용절감이 아닌 유연성

연구배경 및 목적

용보호는 OECD 평균 이상이며 해고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 논의는 문제의 핵심인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과도

측면에서 분석을 시도했다. 분석결과 사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사내하도급은 그 활용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와 원인에 대

용까지 감안할 경우에는 최고 수준이다.

한 고용보호를 완화하는 것은 논의되지 않은 채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만

내하도급 사용의 주된 목적은 유연성 확

한 분석이 부실한 상황에서 논의 되어 왔다. 이러한 현실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

논의되고 있다. 정규직 근로자의 과도한 고용보호 완화가 필요함을 지적하기 위해 현

보로 나타나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합

는 해결책 찾기란 어려워 보인다. 이에 이념적, 법적인 논의에서 벗어나 사내하도급의

재 우리나라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호 정도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법적인 사내하도급 활용으로 기업의 경

활용실태와 원인을 파악하였다.

고용위축 가능성을 줄이면서 비정규직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변양규 | 연구위원, 거시정책연구실장

쟁력 확보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연구내용

우광호 | 선임연구원

연구내용

OECD 고용보호지수 중 우리나라의 정규직 개별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호는 34개국 중

사업체자료를 살펴본 결과, 전체 산업의 약 21.2%가 사내하도급을 활용하고 있었다.

12위로 높은 편이다. 뿐만 아니라 OECD 고용보호지수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는 해고

활용원인에 관한 응답은 고용유연성이 40.9%로 가장 높았으며 업무성격, 인건비절감

관련 비용까지 고려할 경우 우리나라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호는 OECD 최고 수준이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인건비 절감만을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주장과는 차이

며 예멘, 이란, 칠레, 온두라스와 유사한 수준이다. 특히, 대기업·유노조·정규직 근

를 보이고 있다.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업체들은 고용과 임금경직성의 부담 완

로자의 경우에는 단체협약을 통해 해고의 사전합의 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어 중소기

화, 그리고 고용유연성 확보를 주 목적으로 사내하도급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업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훨씬 높은 고용보호를 받고 있다. 통계분석에 의

났다. 반면, 임금수준은 사내하도급활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하면 정규직의 고용보호가 높을수록 여성, 고령층, 청년층과 같은 취약계층의 고용 가
능성은 더욱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정규직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불

평가

합리한 차별을 금지시키는 정책을 시행함과 동시에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고용보호도

사내하도급 활용과정에서 개선 및 보완되어야 할 부분은 틀림없이 존재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완화하여야 고용가능성 제고 및 비정규직 차별금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사내하도급을 무조건 불법계약이라 간주 혹은 불법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금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규직 고용보호 완화는 모든 정규직 근로자의

지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사내하도급이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기

고용을 불안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저성과자와의 근로계약 해지절차를 보

존의 주장과는 다르게, 유연성 관점에서 살펴본 연구라는 점이 차별성을 갖는다고 할

다 현실적으로 만들거나 부당해고로 판결난 근로계약일지라도 금전적 보상을 통해 현

수 있다.

실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도입해야 한다.

평가
일부의 주장과는 달리 우리나라 정규직의 고용보호 수준이 OECD 최고 수준임을 보였
고, 특히 전체 정규직의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들 필요 없이 기업에게 고용유연성을 제
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PART 2.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다

ANNUAL REPORT 2014

80

2014 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근로시간 단축과 영세사업장 인력부족 심화

81

연구 및 정책제안

현안정책 대응

세미나·컨퍼런스

연구회·도서발간·정기간행물·
온라인 지식정보 서비스

원/달러 환율의 거시경제적 영향

근로시간단축의 논의가 인력부족에 대

연구배경 및 목적

분기별 거시경제모형의 분석을 통해 환

연구배경 및 목적

한 고민 없이 진행되는 현실에서 단축으

현재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임금감소와 그에 따른 인력부족 심화가 산

율하락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면서 수출 및 우리 경제에 중요한 단기적 위험요인으로 부

로 발생한 인력부족을 분석하였다. 분석

업 전반에 미칠 영향은 간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결과, 2014년 4분기 원/달러 환율이

각되고 있다. 이에 최근 환율하락의 추이를 살펴보고 수출 및 성장 전반에 미치는 파

시 임금감소와 인력부족 분석결과를 제시해 근로시간 단축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

1,000원/달러에 이르면서 연평균 1,029

급효과를 본원의 거시경제모형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해보았다.

시하고자 진행하였다.

원/달러를 기록할 경우, 순수출의 부정

결과 근로시간 단축 시 중소 사업장에서
인력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
다. 따라서 인력부족을 고려한 점진적인

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 전체 국내총생

근로시간 단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산(GDP)을 약 0.21%p 하락할 것으로 보

판단된다.
변양규 | 연구위원, 거시정책연구실장
우광호 | 선임연구원

연구내용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12)를 분석한 결과, 근로시간단축에 따라 제
조업 임금은 월 평균 4.2%(14만 7천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하지만 규모별로
는 300인 이하 사업장은 4.4% 감소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인력확보가 용이한 300인

인다.
변양규 | 연구위원, 거시정책연구실장
김창배 | 연구위원

연구내용
한국경제연구원의 분기별 거시경제모형의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환율하락의 거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금년 4분기 원/달러 환율이 1,000원/달러에 이르면서
연평균 1,028.5원/달러(3.7% 하락)를 기록할 경우, 수입재화의 가격하락을 통해 구매
력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유발하여 민간소비는 0.31%p 증가, 설비투자는 0.34%p 증가

이상 사업장에서는 3.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시 약 54만 7

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재화와 서비스 수출(실질)은 0.46%p 감소하는 반면 수입

천 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데 300인 이하 사업장에서 약 44만 명, 300인 이

은 0.20%p 증가하면서 순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종합할 경우, 내수의 긍정

상 사업장에서 약 10만 8천 명의 인력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문제는 인력

적인 효과보다 순수출의 부정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 전체 국내총생산(GDP)을 약

부족 원인에서 발생한다. 요구학력 및 자격 지원자의 부재, 요구경력 지원자 부재로

0.21%p 하락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원/달러 환율 하락이 내수확대 효과 보다는 순수

인해 충원하지 못하고 있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달리 중소기업은 기피직종 및 낮은

출 감소 효과가 더 크다는 분석결과는 정부가 환율하락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

임금수준을 이유로 인력부족을 격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리한 근로시

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우선은 환율하락이 내수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미온적 시각

간 단축은 대형 사업장 지원 쏠림현상을 가중시켜 중소기업 인력부족을 심화시킬 것

보다는 내수활성화를 통해 환율하락 압력을 완화하려는 적극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으로 분석되었다.

현재로서는 기준금리 동결 기조 유지, 부동산 규제완화 확대를 통해 과도한 소비위축
을 차단하고 투자활성화와 상충되는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실

평가

효적 규제완화로 투자심리를 회복하는 것이 내수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과제다. 기업

근로시간 단축에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할 부분인 인력부족에 대해 간과하고 있는 상

들도 품질 및 브랜드 경쟁력 제고, 글로벌 생산비중 확대, R&D 역량 강화, 결제통화 다

황에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 연착륙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변화 등 수출의 환율 민감도를 낮추기 위한 장기적인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부분을 지적해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평가
2014년 엔저·원고 현상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는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보고서였으며
원/달러환율 급락의 효과를 모형분석을 통해 계량적 수치로 보여줌으로써 많은 언론
에서 관심 있게 보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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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적 노사관계와 임금결정 및 기업성과

현재의 저물가 상황은 단순히 경기변동

연구배경 및 목적

대립적 노사관계로 기업과 국가경쟁력 향

연구배경 및 목적

적 요인에 의한 현상보다는 고령화 등으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0년대 평균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생산자물가는

상에 발목이 잡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협

한국의 대립적 노사관계로 인해 국가경쟁력이 약화되고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임을

로 인해 민간소비성향이 추세적으로 감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디플레이션 관련 수요 및 공급 측면 요인들을

력적 노사관계가 근로자 임금과 기업성

잃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주지하는 사실이다. 글로벌 무한경쟁 하에 협력적 노사관

살펴보고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파악하였다.

과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

계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요구된다. 노사관계의 출발점이라 볼 수 있는 임금교섭 데

히, 1990년대 일본처럼 디플레이션 가능

를 실증데이터를 통해 검증하였다. 협력

이터를 이용, 협력적 노사관계를 정의하고 노사관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

성이 지난 2013년 2분기 이후 지속적으

적 노사관계를 통한 노사 모두 상생할 수

소하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 특

로 상승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변양규 | 연구위원, 거시정책연구실장

연구내용
디플레이션과 관련된 수요 및 공급 측면 요인들을 살펴본 결과, 우선 성장률이 하락하
면서 수요측면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점차 약화되는 상황이다. 또한 민간부문 소비지

있는 문화 구축이 절실한 시점이다.
우광호 | 선임연구원

펴보았다.

연구내용

출과 투자도 경기변동과 무관하게 2000년대 중반부터 추세적으로 위축되는 모습이다.

분석결과, 노사 간 이견이 커 양측 제시율 격차가 심할수록 협상기간은 길어지고 기업

특히,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은 금융위기 발생 이전부터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민

성과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긴 협상기간은 임금인상률에

간소비 위축이 단순히 경기적인 요인에 의한 것만은 아님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에

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노사관계가 기업성과에 주는 영향을 임금상승 영향의 약 5

너지, 원자재, 곡물가격의 슈퍼 사이클을 추정한 결과 공급 측면에서 에너지, 원자재,

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나 노사관계의 중요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노사가 사전에 협

곡물가격의 하향안정세가 지속될 전망이어서 공급 측면 인플레이션 압력도 상당히 낮

의하여 양측 제시율 격차를 1%p 줄일 경우 단기적으로는 3.8일의 협상기간 단축, 매출

은 수준에 있다. 따라서 현재의 저물가는 단순한 경기순환적 요인뿐만 아니라 고령화

액이익률 2~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금협상을 두고 매해 반복되는 마찰을 줄이

의 진전과 같은 구조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는 것이 노사 양측 모두에게 이익을 준다는 것이다.

IMF의 디플레이션 취약성 지수를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수정·추정한 결과, 아직 디
플레이션 취약성 지수는 보통 단계에 머물고 있으나 2013년 2분기 이후 지속적인 상승

평가

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도 1991~1992년 현재 우리와 유사한 상황이

본 연구는 한국 경제발전에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노사관계를 실증데이터를

었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 디플레이션 취약성 지수가 크게 상승했고 그 이후 실제 디

통해 분석해 대립적 노사관계가 노·사 모두에 이익이 되지 않는 점을 밝혀 협력적 노

플레이션이 발생했음을 감안하면, 당분간 디플레이션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야 할

사관계의 필요성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것으로 보인다.

평가
현재의 저물가 상황이 단순히 경기침체에 의한 수요부족뿐만 아니라 고령화 등으로
인한 구조적인 요인에 의한 것임을 지적하였고, 특히 1990년대 일본처럼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처음으로 경고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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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행정해석·판례 간 불일치 사례와 시사점

탈산업화와 직종의 세분화로 근로자의

연구배경 및 목적

향후 복리후생비·성과급이 임금인지, 경

연구배경 및 목적

성과를 근로시간 기준으로 평가하기에

제조업중심이던 산업구조 변화와 직종 세분화로 모든 근로자의 성과를 근로시간으로

영상 결단에 관한 사항이 일정 요건 하에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휴일근로의 연장근로 산입여부) 쟁점이 이슈화 된 과정을 살

는 부적절한 부분이 많다. 따라서 해외

평가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근로시간의 정확한 계측

적법한 파업목적이 될 수 있는지와 관련

펴보면, 행정해석·판례 또 판례 상호 간 불일치 상황이 선행되었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 어려운 직종에서는 초과근로수당 지급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

한 쟁점도 2013년 통상임금 사태와 유사

산업현장의 혼란으로 연결되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이로 인해 기업투자 및 고용

제의 해결방안 중 하나로 화이트칼라이그젬션제도 도입을 검토하였다.

한 방식으로 쟁점화 될 수 있다. 행정해

창출도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며 동일한 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사 쟁점을 찾고 대

면제제도 검토와 한국 노동시장 데이터
를 바탕으로 통한 관리자, 전문가 직종
에 적합한 면제제도 도입을 통해 해당

석·판례 간 불일치 사례들의 예측가능성

직군 종사자에게 업무와 시간에 대한 재

을 높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고 법적

량권 부여가 필요하다.
우광호 | 선임연구원

연구내용
1993년부터 2013년까지 데이터를 통해 살펴본 결과, 제조업 비중은 52%에서 33%까지
감소하였고 직종에서는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김선우 | 연구원

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연구내용
개별적 근로관계법 영역에서는 현재 복리후생비와 성과급의 임금성 판단과 관련해 행

이는 비제조업 및 해당 직종 종사자가 늘어남에 따라 평가기준도 근로시간 중심에서

정해석·판례 간 판단기준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지급의무’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

성과 중심으로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해외 대부분의 국가에 실시되고

로 하는 판례들과 ‘지급의무가 있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

있는 제도인 면제제도 도입을 통해 불필요한 초과근로를 지양해 장시간근로관행을 없

여 좌우되는 것은 임금이 아니’라는 판례들이 병존하여 판례 간에도 일치된 기준이 정

애고 업무에 맞는 업무형태와 근로시간 배분으로 생산성 향상 및 일과 삶의 균형을 위

립되어 있지 않다. 집단적 노사관계법 영역에서는 최근 판례가 경영상 결단에 따른 근

해 제도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로조건의 유지와 향상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경영상 결단에 관한 사항과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의 구분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이

평가

전 판례와 비교해 보아도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정당성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해진 시간 외 근무에 대해 초과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은 산업화 시대의 방식이므로

우리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무엇보다 고용노동부의 역할이 중요하

지식경제사회에서는 적절하지 못하다. 화이트칼라이그젬션제도에 대한 소개와 대상

다. 구체적으로는 주요 판례 모니터링을 통해 이를 신속하게 지침에 반영해 법치행정

근로자 분석을 통해 현 산업과 직종 비중에 맞는 근로시간제도 도입 모색이 필요함을

을 구현하고 법원 판단 후에도 법해석을 둘러싼 쟁점이 있다면 입법을 통해 선도적으

제시하였다.

로 방향을 제시할 것이 요청된다.

평가
향후 있을 법해석과 관련해 이슈화될 쟁점들을 찾아 환기시켰다는 점, 우리 산업현장
에서 고용노동부의 선도적 역할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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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이
국내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 지식기반 제조업을 중심으로

소득취약 노인가구·모자가구·1인가구

연구배경 및 목적

글로벌 아웃소싱으로 인해 활성화된 대

연구배경 및 목적

의 증가는 각종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켜

2013년 현재, 전체 소득취약가구의 70%인 약 184만 가구가 소득취약 노인가구·모자가

기업의 경영활동이 지식기반산업 전체의

글로벌 아웃소싱이 국내고용에 부정적이라는 일부의 주장과는 달리 기술집약산업에

사회의 잠재적 위협요소로 작용할 수 있

구·1인가구로 최근 7년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해당 가구의 특징 및 소득구

활성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파

서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는 고용 등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일 수 있다. 실제로 기존 연

조 분석을 통해 소득취약계층을 위한 현 정부 정책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소득취약계

급효과를 가져온 것을 실증분석을 통해

구들은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확대가 기업의 생산성, 부가가치, 고용의

층 탈출을 돕기 위한 정부 지원정책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확인하였다. 대기업의 생산성, 부가가치

확대를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지식기반산업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

다. 소득취약 모자가구 및 한부모가구를
위한 정책대상의 확대 및 가구주를 위한
일자리 정책 마련, 독거노인을 위한 현

및 고용이 각각 1% 증가할 경우 산업전

금급여 지원 정책 강화 등을 통해 특정

체의 생산성, 부가가치 및 고용이 약

소득취약가구 수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진영 | 부연구위원

연구내용
소득취약계층은 가구의 경상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에 해당하는 가구라 정의
된다. 소득취약계층의 증가는 재정 부담의 증가, 사회적 계층 갈등의 심화 등 여러 사

0.6%~1% 정도 증가하였다.
최남석 | 부연구위원

시하고 있다. 본고는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통한 국내경제 활성화와 관련, 1995~2009
년 중 약 2배 증가한 글로벌 아웃소싱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내용

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해당 가구의 소득구조 개선을 통해 소득취약계층에서

OECD/WTO의 글로벌 아웃소싱 통계를 활용하여 한국 대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이

탈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분석 결과, 소득취약 노인가구·1인가구의 특

국내 지식기반산업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00년

징은 가구주의 여성화 및 고령화, 가구주의 96%가 고졸 이하 학력자, 20%대의 낮은 취

~2009년 사이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로 인해 대기업의 생산성, 부가가치창출 및 고용

업률, 이전소득 의존적 생계로 나타났고, 소득취약 모자가구의 특징은 가구주의 고령

이 각각 1% 증가할 경우 지식기반산업 전체의 생산성, 부가가치창출 및 고용은 각각

화, 모의 70%가 고졸 이하 학력자, 변동성이 심한 취업률, 근로소득 의존적 생계로 나

0.60%, 0.94%, 1.05%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부가가치창출 가능성이

타났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현 정부정책에 대한 보완점을 제시하면, 소득취약 모자

높은 지식기반 제조업에서 대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가 지식기반산업에 속한 중

가구 및 한부모가구를 위한 정책대상의 확대 및 정책 홍보, 모자가구 및 한부모가구의

소·중견기업들의 평균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결과적으로 산업전체

가구주를 위한 일자리 정책 마련, 독거노인을 위한 현금급여 지원 정책 강화 및 일자

의 평균 부가가치창출 및 고용증대에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대

리 사업의 재편 등을 꼽을 수 있다.

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가 지식기반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국내외 중소·중견 기업 간 자율적 경쟁의 확산 ▽지식기반산업에

평가

서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업종 간 융복합저해 규제완화 ▽생산효율성이 높은 중간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지만 사회의 잠재적 위협요소가 될 수 있는 소득취약

재 수입의 수출기여도 확대를 통한 내수와 수출 간 연계 강화 등에 대한 정책적 노력

노인가구·모자가구·1인가구의 증가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들 가구를 위한 정부 정

이 요망된다.

책의 보완점과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평가
본고는 한국 대기업의 경우에 글로벌 아웃소싱이 국내 지식기반산업의 생산성, 부가
가치 및 고용 활성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국경
제에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기여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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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FTA의 의미와 영향

주요국가들 간 통화정책 상의 공조 노력

연구배경 및 목적

FTA가 발효되면 우리 성장은 약 0.04%,

연구배경 및 목적

이 급격히 약화되어 감에 따라 국제통화

세계경제의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나라마다 그 회복 속도나 전망에도 차이가 점

소비자 후생은 약 5.13억 불 증가하고, 이

2015년 1월 1일 한·캐나다 FTA 발효가 예정되어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캐나다와의

시장의 변덕스러움에 대한 불안감도 커

차 커져감에 따라, 주요국가들 간 통화정책 상의 공조 노력도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로 인해 약 1,046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

FTA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본 연구는 주요통화 대비 원화 가치의 변동성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해 분석하고, 현

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캐나다와의

하였다.

시점에서 우리가 정말 우려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FTA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원화 가치
의 변동성은 이웃나라의 통화정책보다
는 국제투자자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와

캐나다측 수입업자를 상대로 한 마케팅

국제원자재가격의 변화에 더 큰 영향을

강화, 품목다변화를 위한 신규수출품목

받는다.
김성훈 | 부연구위원

연구내용
본 연구는, 적어도 우리나라의 입장에선 국제통화시장의 변동성에 크게 우려할 필요
가 없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우리가 정말 우려해야 할 것은, 2015년 미국경제상황이
지금의 예상치를 밑돌아 미연방은행이 자신들의 정책금리를 올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

발굴, 신재생 에너지 분야로의 진출 확대
검토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김영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무역협정팀장

연구내용
캐나다는 우리의 제23위 교역파트너이자, 주요 자원개발 투자대상국이다. 한·캐나다
FTA는 수준 높고 포괄적인 FTA이며, 특히 우리는 캐나다와 FTA를 체결한 유일한 아시
아 국가로 일본, 중국 등에 비해 가격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FTA가 발효되면 우리 성장은 약 0.04%, 소비자 후생은 약 5.13억 불 증

라고 대답한다. 이러한 주장은 다음 세 가지 기본적 사실에 기초한다. 첫째, 4대 주요 국

가하고, 이로 인해 약 1,046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은 주

제통화 (달러, 유로, 옌, 위안) 대비 원화의 환율은 환율변동성이 커질 때 절하하는 경향

로 승용차, 자동차 부품, 타이어, 냉장고 등에서 수입은 비철금속, 화학제품, 가축육류

이 있다. 이는 한국이 여전히 국제금융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벗어나지 못했

등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유통서비스, 문화서비스, 환경서비스 등에서 서

음을 의미한다. 둘째, 4대 원화 환율 수준 자체 보다는 이들 환율들의 변동성 사이에 더

비스 수출이 기대되고, ISD조항이 포함됨으로써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 확보도 예상된

큰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원화 환율의 변동 폭을 키우는 건 개별국가들 사이의 펀

다. 캐나다와의 FTA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 FTA의 직접수혜자인 캐나다

더멘탈이나 통화정책에서의 차이와 같은 요인들(country-specific factors)보다는 국제투자

측 수입업자를 상대로 한 마케팅 강화, ▽ 품목다변화를 위한 신규수출품목 및 캐나다

자들의 위험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나 국제원자재가격 같은 세계경제에 더욱

시장 진출에 관심있는 중소·중견기업 발굴, ▽ 수입활용도 제고를 위한 관심, ▽ 에너

전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global factors)에서 비롯됨을 의미한다. 셋째, 이러한

지 자원 개발과 연관된 플랜트, 중장비 등 관련 산업 및 신재생 에너지 분야로의 진출

글로벌 팩터들을 고려한 후 정책수단들의 영향력을 분석해 본 결과, 정책금리조정이나

확대 검토, ▽ 해외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 연계한 캐나다 노동시장으로의 진출전

외환보유고 증감 등의 수단들이 외환시장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최근 들어 커졌

략 수립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음을 알 수 있었다.

평가
평가

한·캐나다 FTA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성장률, 소비자 후생,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방향의 통화정책을 추

리 등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향후 정책 대응방향을 시의 적절하게 제안하였다는 점에

구하고 이것이 국제통화시장의 변동성을 키우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오는

서 의미가 있는 연구라 평가할 수 있다.

현시점에서 실제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불안과 변동성을 야기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 냈다는 데 주요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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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안착을 위한
대안을 찾다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영향 평가
: 차종 간 상대가격 조정 효과

기업의 자유로운 도전, 투자 확대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잠정안으로 지난 2014년 5월에

연구배경 및 목적

발표된 보조금·부과금 구간을 2013년 자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2015년 1월 도입을 계획하며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도

동차내수시장 현황에 적용해 저탄소차협

이다. 하지만 아직도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사회후생 및 자동차 내수시장에 미칠 수

력금제도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저탄소

있는 영향 및 변화에 대한 논의는 전무한 상태다. 이에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도입될

차협력금제도가 정부의 계획대로 내년

경우 우리나라 자동차 내수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함께 프랑스가 경험했던 각종

개선과제를 제도적 관점에서 살펴보다

2015년에 도입된다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시장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자동차 내수시장이 왜곡되는 구조적 변
화가 예상된다.
윤상호 | 연구위원

경제적 부작용을 점검해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내재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연구내용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저탄소차에는 보조금을 고탄소차에는 부과금을 적용해 저탄
소차에 친화적인 자동차 시장을 구축하고 저탄소차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이며 수송수단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한다는 목적 하에 환경부가 추진하
는 제도이다. 하지만 보조금·부과금 구간을 적용해 인위적인 환경 변화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반시장적이고 설계적인 제도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현재 국내 자
동차 내수시장에 보조금·부과금 구간을 적용할 경우 국산차의 시장경쟁력 악화, 소비
자 후생의 후퇴 등 경제적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우선 주요 자동
차 생산국 중 유일하게 지난 2008년 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인 프랑스
의 경우 자동차업체의 수익은 감소하고 자국 시장의 외산차 점유율은 증가했다. 또한
지난 5월에 발표한 환경부 잠정안을 2013년 자동차 내수시장에 적용해보면 우리나라
자동차의 시장경쟁력이 악화되며 조정된 가격효과로 가져올 수 있는 환경개선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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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의 존재하지 않아 소비자의 후생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저탄소차협력금제
도의 도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평가
저탄소차협력급제도가 내재하고 있는 본질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온실가스 감축이라
는 원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해 건전한 자동차 내수시장의 환경조
성 및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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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선심성 예산배분의 경제적 비합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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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 관점에서 본 경제성장과 제도개혁

특별교부세는 지자체 간 세원 규모 차이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가 저성장 침체국면을 벗어나

연구배경 및 목적

에 따른 재정력의 격차를 보완·완화해

특별교부세는 시급한 재정보전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배정되어 배분내역이 제

선진국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법치, 작은

최근 한국경제는 저성장 침체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젊은 노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적으로 공개되기 때문에 자의성과 비공개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치적 수

정부, 규제, 시장개방 등 경제자유를 높

동력 부족, 저축감소로 인한 자본증가의 한계, 내수침체와 기업의 투자활동 위축 등의

요에 의해 배분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특별교부세가 정치적 인센티브와 영향력

이는 제도적 요인의 개선이 시급하다. 보

상황에 있다. 이에 우리나라가 저성장 추세에서 벗어나 선진국에 안착할 수 방안을 경

에 의해 배분되어 지역 간 발전에 왜곡되게 이용될 수 있음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

다 자유로운 경제활동은 자원이 보다 효

제자유 관점에서 모색하고 논의하고자 했다.

특교세는 특정 지역구에 선심성 예산으
로 배분되어 자원배분을 왜곡시키고 비
효율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특교
세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가동해 중앙정
부의 자의적 재량권을 견제·축소시키고,
특교세의 배분·사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허원제 | 연구위원
김영신 | 부연구위원

시했다.

연구내용
특별교부세가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았는지를 점검
하기 위해, 본 연구는 2005∼2012년의 전국 15개 광역시도별 자료를 이용하여 특별교

율적으로 이용되게 하고 경제주체들의
부가가치 창출 유인을 강화시켜 경제전
반에 걸친 혁신역량을 제고시킬 것이다.
김영신 | 부연구위원
송용주 | 연구원

연구내용
미국 헤리티지재단/월스트리트저널의 경제자유지수가 발표되기 시작한 1995년부터
최근까지 156개국을 대상으로 경제성장의 변화가 경제자유를 구성하는 하위지수와 구
체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는지 패널분석을 시도했다. 보고서는 2012년도를 기준으로 우

부세 배분과정에서 경제적 요인 이외에도 정치적 요인이 작용했는지를 실증분석 했

리나라와 고소득 선진국 국가의 경제자유지수를 비교해 본 결과 개인 재산권 보호, 공

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특별교부세 배분은 인구학적 특성, 지역별 격차, 지자체 재정

공부문 청렴도, 노동시장 자유, 무역 자유 부문에서 우리나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

여건, 지역발전 수준 등의 경제적 요인과 상관관계가 적은 반면, 광역지자체장의 재선

다고 설명했다. 특히 반부패지수를 반영한 청렴도는 우리나라가 54점으로 조사돼 고소

여부 및 여·야당 소속 여부가 특별교부세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득 선진국 평균 76.7점에 비해 약 22점 이상의 높은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

치적 영향을 최소화하여 특별교부세의 합리적 배분과 사용을 이뤄내고 재정의 효율적

라서 장기간 지속된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경제활동을 제약하거나 이

인 지출에 기반한 지방공공재의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선, 관료출신의

를 왜곡하는 규제를 완화·제거하여 창의적 경제활동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

지자체장과 해당 지역에 대한 특별교부세 감독 프로그램 가동 등 중앙정부의 자의적

요성을 보이고 있다. 경제규제가 증가하면 부패가 만연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지대추

재량권을 견제·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별교부세의 배분 및 사

구활동(rent-seeking activities)이 증가하게 되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따라

용 내역을 국회의원의 정보공개 청구 시로만 제한하기보다는 정기적으로 공개토록 하

서 정부의 재량권 또는 특정집단에 대한 특혜나 특권을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같

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전환하여 배분 방식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 연구

은 제도개혁을 통해 같은 양의 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개인과 기업 등의 경

는 분석하고 있다.

제활동 유인구조가 강화됨으로써 경제 전반에 혁신역량이 증가될 수 있다.

평가

평가

전 국민의 조세부담을 통해 마련된 특별교부세가 정치적 인센티브와 영향력에 의해

경제성장 둔화 추세에 있는 우리나라가 경제혁신을 통해 보다 성숙된 고소득 선진국

특혜적으로 배정량이 결정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재원이전의 방

으로 안착하기 위한 방안을 경제자유 관점에서 분석한 바, 보다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안을 모색했다. 이를 통해 ‘재원배분의 왜곡 가능성’을 차단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가능하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달성함으로써 능률적인 지역경제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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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연구 및 정책제안

현안정책 대응

세미나·컨퍼런스

연구회·도서발간·정기간행물·
온라인 지식정보 서비스

인구구조 변화와 재산세 부담
: 주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의 특질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이

연구배경 및 목적

분석 결과,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득 대비

연구배경 및 목적

지향할 선진적 사회통합의 모델은 북유

오늘날 한국사회의 신뢰 수준은 국제적으로 낮은 편이고, 제반 갈등의 수준은 OECD

세부담은 감소하고, 특히 65세 이상 고

최근 노인가구, 특히 저소득 노인가구에 대해 재산세 경감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럽형 체제가 아닌 미영(美英)형의 자유

국가 가운데 높은 그룹에 속하고 있다. 이는 한국사회가 아직도 그들의 사회구조를 안

령층에서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더 크게

있다. 본고는 소득 대비 재산세 부담과 소득 간의 연관성을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정

정시키기 못하기 때문이다. 이 점을 의식하여 한국사회가 신뢰수준을 증진하여 통합

나타났다. 저소득 고령층 주택보유자의

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제안한다.

지나친 재산세 부담 증가를 완화시켜주

시장경제체제이다. 개인주의 고유의 자
조(自助)와 협동의 정신문화, 그에 입각
한 공정경쟁의 질서, 그리고 경제활동의

기 위해 과세이연제도 도입을 고려해야

전면적 자유를 대대적으로 고양해야 하

한다.

고 정부는 교육과 복지에 그 역할의 중점
을 두어야 한다.
이영훈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연구내용
지난 4세기 간의 한국사회사는 다음 세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한국사회는 오

강성훈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내용
제5차 및 6차 재정패널 자료에 속한 1가구 1주택자를 분석한 결과,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득 대비 재산세 부담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이 밝혀졌다. 특히, 소득 대비 재산세

랜 전통의 직능 단체로 짜인 공동체사회인 유럽대륙의 독일이나 북유럽국가와는 다

부담은 65세 이상 노인계층에서 젊은 계층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소득 측면

르다. 한국은 분산적 개인이 중앙 지향의 관료제적 위계로 통합되어 온 사회이기 때문

에서 재산세제의 역진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65세 이상 노인

에 한국이 지향할 선진적 사회통합의 모델은 유럽대륙과 북유럽의 모델이 될 수 없다.

계층 또는 저소득층에 대해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재산세 부담을 경감해주어야

둘째, 한국이 지향할 선진화 모델은 오히려 미국과 영국의 자유시장경제와 더 친화적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본 분석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유사한 논리

이다. 개인주의 고유의 자조(自助)와 협동의 정신문화, 그에 입각한 공정경쟁의 질서,

로 장애인에게도 재산세 부담 경감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재산세 부담 경감 방안

그리고 경제활동의 전면적 자유를 대대적으로 고양해야 한다. 셋째, 정부의 역할이 앞

으로는 재산세 부담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 수준(예: 5%)을 초과하는 경우

으로도 중요하다. 정부의 통합적 역할은 강건하게 유지되어야 하고, 교육과 복지에 그

에 한해 과세이연제도* 그리고/또는 써킷 브레이커 크레딧(Circuit Breaker Credits)제도

역할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 단기적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사회갈등을 조정하는 역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노인계층, 저소득층, 또는 장애인의

량을 제고하는 일이다. 법치의 원리를 엄격히 고수하는 가운데 제반 갈등을 그 원인과

실질소득을 증가시켜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결국 노인, 저소득자, 또는 장애인의 생

수준에 맞추어 대화, 타협, 강제 등의 다양한 수단으로 관리, 조정할 필요가 있다.

활안정 및 복지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세이연제도: 정부가 일정기준을 만족하는 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일정기간동안 대신

평가

부담하되, 주택이 팔리거나 주택보유자가 사망 시 이연된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

지난 4세기 간의 한국사회의 특질에 비추어 한국사회의 통합을 위한 과제를 구체적으
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평가
소득과 소득대비 재산세 부담이 음(-)의 관계에 있음을 밝히고,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
에서 그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는 사실에 비추어 과세이연제도 도입을 고려해야한다
는 정책적 시사점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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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私法)의 공법화(公法化)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최근 정부가 공기업 부채 절감을 위해 개

연구배경 및 목적

박근혜 정부는 행복추구권은 규범력이

연구배경 및 목적

별 공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

국내총생산(GDP)보다 부채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채에 대한 전

있는 구체적 규범인 동시에 적극적 권리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이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 입법과 더불어 그 본질이 크게 훼손되

률적인 방안을 적용하는 문제점을 안고

반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최근 공기업 부채가 급속하게 증가하여 국가부

이며, 국민의 독립적 기본권이라고 해석

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최근 경제민주화 입법을 통하여 발생한 사법의 공법화 현

채에 위협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공기업 부채의 절감방안에 대해 분석하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만이 행동

황을 파악한 후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고 대안을 제시했다.

의 자유와 사적 자치, 계약의 자유 등을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공기업 부채관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채 총량제 등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공기업

핵심으로 하는 사법이 공공의 필요보다

부채 해결방안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과도하게 공법화되는 것을 차단하는 길

김상헌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연구내용
공기업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부채상환이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공기업 부채 절감 노력이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근

이라고 본다.
전삼현 |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연구내용
우리나라는 1980년 헌법 개정 당시 세계 각국 중 유일하게 일본만이 헌법에 명문화한
행복추구권을 헌법에 명시한 바 있다. 이는 우리 국민들이 그 어느 나라 국민보다도
행복을 추구하는 열망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이 현

본적인 해결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부채절감 방안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을 부

정부의 경제민주화 입법과 더불어 그 본질이 크게 훼손되는 위기를 맞고 있다. 헌법이

여하기 위해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공기업 부채 증가를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이 경제민주화라는 이름하에 서서히 사멸되어가는 이유 중의 하

막기 위해 총량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와 같은 공기업 사장임면 방식

나는 행복추구권의 본질에 대한 잘못된 해석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

에서 탈피해 보다 객관적인 임명절차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공기업의 부채를

“행복추구권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 하나로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

정부부채와 통합 관리하여 부채의 책임을 정부로 이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다섯째,

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고통이 없는 상태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하는

국책사업을 추진하기 전 수익성 확보방안을 사전에 마련해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한

권리”라고 정의하면서도 그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서는 비규범적이며, 기본적 기본권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공기업 부채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관리하

보다는 보충적 기본권에 가까운 소극적 권리라고 해석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기 위해 기존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현실적으로 작성하여 경영평가에 반영해야 한

정부의 정책기조가 국민행복시대이고, 유엔의 2011년 7월 결의안을 고려하여 볼 때에

다. 이와 같은 방안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 무엇보다도 공기업 부채를 책임지고

행복추구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박근혜 정부는 행복추구권은

감시·관리할 기관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규범력이 있는 구체적 규범인 동시에 적극적 권리이며, 국민의 독립적 기본권이라고
해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만이 행동의 자유와 사적 자치, 계약의 자유 등을

평가

핵심으로 하는 사법이 공공의 필요보다 과도하게 공법화되는 것을 차단하는 길이라고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공기업 부채에 대한 정부의 부채관리 방안이 개별 공기

본다.

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방안을 적용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총체
적 관점에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공기업부채 관리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

평가

는 연구라고 평가할 수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 하나인 행복추구권의 본질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지적하
고 사법의 과도한 공법화 차단의 필요성을 상기시켜 현 정부의 정책기조인 국민행복
시대를 열기 위한 포석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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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기부행위 고찰 및 정책시사성
: 2013년 세제개편의 경제적 효과

가격이나 이윤에 대한 규제가 없어서 소

연구배경 및 목적

기부금공제 개편을 통해 세수확보와 민

연구배경 및 목적

비자들의 필요를 경쟁적으로 먼저 발견

기업가정신에 대한 이론적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킨 커츠너 교수의 이론화 이전과 이

간의 자발적 기부 장려를 동시에 이루려

2014년부터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은 15%의 세액공제율, 보장성 보험료는 12%의 세

하여 이윤을 획득하려는 활동이 활발한

후의 기업가정신 이론을 검토한 다음 오스트리아학파에서 최근 기업가정신 연구가 어

면, 종교단체 기부금에 대한 기부금공제

액공제율이 적용된다. 기부금은 최종적으로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의 경우

떤 측면에서 전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현재 창조경제를 강조하고 있는 우리나라

율을 다른 분야의 기부금보다 낮은 수준

2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 확정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소득세제

의 상황에서 기업가정신 연구가 주는 정책적 시사점들을 찾아보았다.

으로 차등 적용하고 한계세율이 낮은 사

개편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자유시장경제에서 기업가정신의 발휘가
가장 활발할 것이다. 정부는 각종 지원보
다는 기업가정신이 발휘되는 환경을 만
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김이석 |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람들에게 기부금공제율을 높이는 방향

연구내용
본 연구는 기업가정신 이론의 전개를 불확실성과 이윤기회의 인지라는 두 축을 중심으
로 삼아 오스트리아학파의 대표적인 이론들을 검토하는 한편, 이 두 축의 관계를 살펴

으로 정책을 재설계할 것을 고려해볼 만
하다.
송헌재 |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연구내용
2014년부터는 소득세법의 특별공제항목에 대한 기존의 소득공제방식에서 세액공제방
식으로 전환된다. 특별공제항목에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장성 보험료가 포함되어

보았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불확실성과 기회의 인지(이윤기회에 대한 기민성)라는 두

있다. 고소득자의 과도한 세금감면을 막고 세수를 추가하여 복지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축이 갈등하는 측면이 있고 서로 비판을 주고받으면서 나름대로 통합된 관점에까지 이

개편 취지는 최소한 기부금공제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기부금공제혜택의

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우리는 불확실성이 너무나 커서 이윤기회를 발견하기

축소로 세수는 추가로 확보할 수 있으나 자발적 기부행위는 이보다 훨씬 더 크게 위축될

어려울 뿐 아니라 손실의 위험이 높다면, 구조적 불확실성을 감당할 정도의 불확실성

수 있기 때문이다. 기부분야별 기부금 가격탄력성을 추정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종교단

(parametric uncertainty)으로 바꾸는 행위 역시 기업가정신의 발휘 대상으로 중요하다는

체에 기부한 기부금의 가격탄력성이 종교단체 이외의 분야에 기부할 때의 가격탄력성

사실을 확인하였다. 기업 내부의 지식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구조나 규칙의 발견에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기부금은 사치재의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대한 논의 역시 오스트리아학파 내부에서 새로이 시도되고 있는 연구였음도 확인하였

가구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기부가격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유인이 있다. 따라서 국

다. 기업가정신이 발휘될 수 있는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가격이나 이윤에 대한 규제가

가 전체적으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3,000만 원 이상의 고액기부에

없어서, 소비자들의 필요를 경쟁적으로 먼저 발견해서 이윤을 획득하려는 활동이 활발

대하여 공제율을 높여주기보다는 한계세율이 낮은 사람들에게 공제율을 높여주는 것

한 자유시장경제에서 기업가정신의 발휘가 가장 활발할 것이고 이에 따라 사람들은 소

이 더욱 바람직 할 수 있다. 정부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기부금을 장려하

비자로서 그리고 생산 참여자로서 그 혜택을 누릴 것이다. 그런 점에서 창조경제를 표

는 것이 사회에서 필요한 곳으로 도움의 손길이 미치는데 더욱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방한 현 정부에서는 규제에 대한 철폐에 전면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으며, 노동시장과

세금징수에 따르는 비용을 낮추어 경제 전반의 활기를 띄우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기

의료시장 등에 널려 있는 가격에 대한 규제를 풀고 정년연장, 근로시간 등에 관한 각종

때문에 전반적으로 기부가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설계할 것을 권고해 본다.

입법들을 자제해야 한다.

평가

PART 2.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다

평가

2014년부터 적용되는 소득세제개편이 개인의 기부행위에 미칠 영향과 이에 따른 경제

대표적 기업가정신 이론 및 최신 연구 동향을 소개하고, 각종 규제 철폐 등 기업가정신 연

적 효과를 분석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소득세제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구가 한국 사회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구체적으로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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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은 ‘재계 논리’ 펴느라 사실 왜곡도” 보도(2월 27일자 경향신문) 관련 한경연 참고자료

2014. 03. 03

동 기사는 한경연이 해외로 동반 진출한 협력업체로 보면 일자리 확대에 기여할 수 있

최남석 | 부연구위원

다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현대차 생산시설이 해외로 가면
서 국내에서 늘어날 수 있었던 일자리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는 점은 고려하지 않았
으며, 협력사를 들이대면서 논점을 회피하였다고 보도한 것이다. 그러나 관련 한경연
보고서에서는 생산시설의 해외이전이 국내 일자리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고려하였다.
또한 생산비 절감을 위해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의 부정적 효과와는 달리
해외 거대시장을 신규 개척하기 위한 해외진출의 국내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 논점을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중국 현지에서 현재
연간 100만 대를 판매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베이징 현지진출이 산업 전체 수준에서
국내 일자리 창출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17개 산업에 속한 국내
중소·중견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보고서를 사실 왜곡의 사례로 제
시한 동 기사는 보고서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지니계수 단순비교의 문제점

2014. 06. 27

PART 2.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다

4

변양규 | 연구위원, 거시정책연구실장

가계동향조사를 근거로 산출되는 통계청 공식 지니계수를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는 OECD 평균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가계금융복지조사나 소득세 정산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된 지니계수를 근거로 하여 우리나라 소득불평등도가 OECD 최
고 수준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OECD 국가들도 가계동향조사와 유사한 가계조사
자료를 근거로 지니계수를 산출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보도는 지니계수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차이를 감안하지 않은 단순 국제비교이기 때문에 오류의 가능성
이 크다. 특히, 소득세 정산자료는 자료의 성격 상 지니계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최근
언론보도는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를 과대평가했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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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정책리스크 쟁점과 평가

2013년 이슈화되었거나 입법화된 정책

개최배경

들에 대하여 정책리스크 관점에서 평가

2013년에는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수많은 정책들이 제안되었고 일부는 입법화되었

하는 자리를 가졌다. 연구원 내부 연구진

다. 이러한 정책리스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상당한 바, 세계 경제의 위축, 미

들이 각각 ‘기업, 노동, 복지, 조세’ 4가지

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 악화된 대외적 여건과 더불어 저성장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우

분야별 주요 정책의 쟁점을 분석하고, 외

리나라의 경제 위기 속에 이에 대한 분석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이에 한국경제연구

부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하는 형식으
로 진행되었으며, 기업인 및 정책 입안자
들의 2014년 효과적인 정책·경영 방향
수립에 일조하였다.
일시 | 1월 20일(월) 14:00∼17:30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중회의실A

원은 ‘기업, 노동, 복지, 조세’ 4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2013년 정책리스크를 분석하는 자
리를 마련하였다. 또한 2014년 기업에 정책리스크로 작용할 쟁점들을 평가함으로써 기
업인들과 정책입안자들에게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프로그램
세션 1

좌 장    조성봉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14 정책리스크 환경
발표자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기업정책연구실장

세션 2
제1주제

기업부문 정책리스크 쟁점과 평가
발표자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자

이상승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제2주제

PART 3. 각계 전문가와 함께 중지를 모으다

1

노동부문 정책리스크 쟁점과 평가
발표자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거시정책연구실장

토론자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지식융합학부 교수

제3주제 복지부문 정책리스크 쟁점과 평가
발표자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경련 경제본부장

토론자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원종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제4주제 조세부문 정책리스크 쟁점과 평가
발표자

황상현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토론자

손원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   영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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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패? 문제는 정치실패다!

한국시간으로 1월 30일 새벽에 발표된 미

개최배경

우리 경제의 빠른 성장 이면에는 국회의

개최배경

국 연방준비위원회의 공개시장조작회의

미국 출구전략을 앞두고 아르헨티나 등 신흥국 금융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의 여

입법폭주,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른 예산

그동안 한국의 대표적 문제로 꼽혀온 소득불균형, 지역격차, 사회갈등, 낮은 수준의 신

(FOMC) 결과는 한국경제의 실물·금융

파가 한국에까지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공개시장조작회

배분의 비효율과 재정악화, 개인의 자유

뢰 등은 주로 산업화의 부산물로, 시장실패 차원에서 인식되고 다루어졌다. 그러나 우

의(FOMC)에서 추가 출구전략을 실시할 경우 신흥국 금융 불안이 더욱 증폭될 가능성

와 재산권에 위협을 가하는 규제더미들

리가 막연히 시장실패의 산물로 인식해온 많은 것들은 사실 정치실패로 인해 비롯된

이 크다.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한국경제연구원과 아시아금융학회는 현지시각 1월

과 정부팽창 등 정치실패가 야기한 문제

것이다. 우리 사회에 팽배한 이러한 오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의 정치실패의 양상과

경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다가올 글로
벌 유동성 수축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여러
전문가들이 한국경제연구원 대회의실에
모여 긴급 좌담회를 가졌다.
일시 | 2월 3일(월) 10:30~12:00
장소 | FKI타워 45층 한국경제연구원 대회의실

30일 새벽에 발표되는 공개시장조작회의(FOMC) 결과에 따른 신흥국 금융 불안이 한
국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책을 모색하였다.

프로그램
모두발언 발표자
제1주제

제2주제

제3주제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아시아금융학회장

가시화되는 신흥국 금융 불안 동향
발표자

백승관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토론자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거시정책연구실장

들이 산적해 있다. 본 세미나를 통해 시
장실패가 아니라 정치실패가 해결되어야
함을 알리고자 하였다.
일시 | 2월 4일(화) 10:00~12:00
장소 | 상공회의소 지하2층 소회의실4

원인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프로그램
발제 1

정치실패, 무엇이 문제인가
발표자

발제 2

국회선진화법을 통해 본 한국의 정치실패
발표자

토 론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상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신흥국 금융불안의 배경

김인영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

발표자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영조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토론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한국에 미치는 영향
발표자

신관호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토론자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제4주제

토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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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책대응방향
발표자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토론자

김기흥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

사 회

김인철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아시아금융학회 명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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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관련 의원입법 개선과제

현재 한국경제의 저성장 기조는 대외여

개최배경

신경제 패러다임의 현실화의 전제로 박

개최배경

건이 호전되면 바뀔 수 있는 일시적 현상

한국 경제는 저성장 기조에 이어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내재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까지

근혜 정부는 국정 최우선 과제로‘규제혁

정부는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민생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신경제 패러다임의 현실화

이 아니다. 이에 신제도론의 관점에서 한

겹치게 되면서 성장잠재력마저 감소하는 중이다. 박근혜정부는 한국 경제가 한 단계

파’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

를 방해하는 요소로써 각종 다수의 불필요한 규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의지를

더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창조경제를 제시하였다. 한국 경

국경제연구원은 한국규제학회 및 동아일

천명하였다. 이에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미 논의되었던 규제개혁 과제를 벗어나 보다

제의 당면한 현실을 감안할 때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론이 착실히 뿌리 내리고 소기

보와 공동으로 이미 논의되었던 규제개

큰 시각에서 기업 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국 경제의 현 위치를 진단하고 새로운 성
장 방정식으로 제시된 창조경제의 구현
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제도 및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는 구체적인 논의
의 장을 마련하였다.
일시 | 2월 10일(월) 14:00~17:30
장소 |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3층 중회의실

의 결실을 맺기 위하여, 한국경제연구원은 창조경제의 요체인 「창의와 혁신」, 「개방과
융합」, 「도전과 인정」의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기조 발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제도 재구축의 방향과 과제
발표자

발제 3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해 개선방안을 모

일시 | 2월 19일(수) 14:00∼17:30
장소 |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3층 중회의실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프로그램

좌 장    최병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세션 1

의원 규제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1주제

규제관련 의원입법의 문제점과 과제
발표자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기업정책연구실장

제2주제

의원규제입법 개선대안 모색

<개방과 융합의 생태계 조성> 산업의 융복합 촉진과 토대 구축

토

이혁우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발표자

세션 2

선진국의 의원입법 제도 비교평가

제1주제

프랑스 의원 규제입법 제도와 과정

<창의와 혁신의 생태계 조성> 혁신 본능에 어울리는 기술·산업 시장 생태계 조성
발표자

발제 2

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각종 규
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프로그램

발제 1

혁 과제를 벗어나 보다 큰 시각에서 기업

허원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도전과 인정의 생태계 조성> 창조경제와 기업, 그리고 창조경영
발표자

패널 토론 사회자
토론자

발표자

정승영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론

발표자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전경련 기업정책팀장
이민화 KAIST 초빙교수,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제2주제

한승준 서울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독일의 의원 규제입법 제도와 과정
발표자

박진택 한국벤처투자협회 실장

김태윤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홍완식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현실 한국경제신문사 논설위원

토 론

김   신 한국행정연구원 국제행정협력센터장

유병규 국민경제자문회의 단장

세션 3

종합토론

이장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정책연구소장

박영도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현출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심의관

정성철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과학기술정책전공 교수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허승호 동아일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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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무엇이 문제인가?

기업의 창의적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고

개최배경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가 실시된 지 3년

개최배경

품질 규제시스템으로의 성장을 위하여

정부는 ‘규제비용총량제’, ‘규제일몰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미등록규제 해소’

되는 해에 즈음하여 중소기업 적합업종

올해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실시된 지 3년째 되는 해이면서 제조업 적합업종 재

기존에는 논의되지 않았던 기업 활동에

등 각종 규제개혁과제 뿐만 아니라, 부처별 기업 활동에 불편을 초래하였던 ‘손톱 밑

제도의 문제점을 다시 고민해 보고자 마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해이다. 더구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서비스업으로 계속

가시’를 해소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이에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2월에

련되었다. 제조업 부문의 중소기업 적합

확대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이어 규제개혁과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금번 세미나에서는 특히 규제개혁 평

업종의 재도입이 적극 추진되고 있고 또

는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되긴 하였지만 많은 문제점을 곳곳에서 드러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각종 규제들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규제개혁 추진
결과에 대한 새로운 평가시스템 논의함
으로써 효과적인 정책 반영의 선순환을
검토하였다.
일시 | 4월 30일(수) 15:00∼17:40
장소 |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룸

가체계와 관련하여 기존 규제개혁 추진결과에 대한 정부 자체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피규제자 규제전문가 중심의 새로운 평가시스템 도입에 대한 논의를 중점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

분별하게 확대되고 있어 동 제도의 재지
정과 확대지정의 문제점을 토론하고 정
책대안을 모색하였다.

프로그램

좌 장    이인실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일시 | 6월 9일(월) 15:00~17:50
장소 |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룸

나고 있다. 따라서 적합업종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의 핵심쟁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제도를 어떤 방향으로 개편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진지한 논의와 점검이 필요하다. 본
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재지정 문제와 서비스업으로 확대 지정하는 문제
로 나누어 그 쟁점사항과 문제점들을 논의하였다.

프로그램

세션 1

규제개혁, 무엇을 논의해야 하는가?

제1주제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세션 1

발표자

제1주제

제2주제

토

론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기업정책연구실장

규제개혁의 현안과 대안들
발표자

김태윤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좌 장    최병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중기 적합업종 재지정, 바람직한가?
발표자

제2주제

조성봉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현옥 부산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발표자
토 론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비스업 중기 적합업종 확대지정: 쟁점과 대안
안승호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세션 2

규제개혁,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제1주제

규제개혁 평가체계의 진단과 평가

세션 2

발표자

종합토론 양만식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제2주제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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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제도가 서비스업 부문으로 무

론

이혁우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한현옥 부산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성과중심적 규제관리시스템 개선방안

오형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발표자

유영식 중견기업연합회 상무               

이종한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여차민 서울시의회 사무처 정책조사팀장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정책본부장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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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환율 전망과 대책
: 트리플 붕괴 환율, 대책은 없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전자

개최배경

최근 들어 원화는 달러화, 엔화, 위안화

개최배경

금융이 확산되면서 인터넷뱅킹을 비롯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등 주요 통화에 대해 절상되는 모습을

달러화, 엔화, 위안화 등 주요 통화에 대해 절상되는 원화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다.

한 모바일뱅킹이 금융 업무의 일상으로

힘입어 비약적으로 확산된 한국 금융 산업의 모습이다. 그러나, 보안의식 및 금융보안

보이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의 수출증가

1997년 외환위기를 초래했던 원화절상비율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의 원화절

기술이 전자금융의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금융 전산시스

율은 마이너스 성장세에 다다르고 수출

상비율을 회고해 보았을 때, 이번 원화절상위기는 결코 가볍게 볼 수준이 아니다. 원

템 해킹 등의 금융보안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금융보안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대

기업들의 어려움이 중소 납품업체들로

화 절상으로 인해 한국의 수출증가율은 마이너스 성장세이며, 이로 인한 내수부진까

자리 잡고 있다. 이에 한국경제연구원,
건국대 금융IT학과, 아시아금융학회는
이번 공동주최 세미나를 통해 급변하는
전자금융 환경에 부응하는 보안의식 및
금융보안기술의 발전의 필요성을 역설
하였다.
일시 | 6월 16일(월) 14:00~17:30
장소 |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토파즈룸(2층)

두되고 있다. 금융과 IT의 융합전문가가 절실히 필요한 이 시점에서 한국경제연구원,
건국대 금융IT학과, 아시아금융학회는 이번 공동주최 정책세미나를 통해, 정보통신업
계와 금융당국의 협조 하에 금융IT 융합인재양성을 위한 정책 방안들을 모색하였다.

학회는 한국경제가 위기 속에서 재도약
고 그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였다.

김경호 하나금융지주 미래경영지원팀 부장
김인석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토 론

강임호 한양대학교 응용경제학과 교수

세션 2

금융IT융합 환경 변화와 금융안정성 제고 및 금융소비자보호 방안
사 회

초래한, 그리고 앞으로 초래할 파장에 대한 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국경제연구원과 아시아금융학회는 이번 공동주최 정책세미나에서 심도 있는 논의
를 통해 원화절상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프로그램
세션 1

노진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금융산업1팀장

세션 3

최근 금융 보안사고와 금융회사의 대응과제

제1주제

오환술 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장

김동규 한양대학교 융합전자공학부 교수

최근 금융 보안사고에 대한 정책과제와 금융IT인력 양성의 필요성
사 회

토 론

제2주제

김동규 한양대학교 융합전자공학부 교수  김인석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원화절상과 국내기업의 수익 및 경쟁력
발표자

토 론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기흥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
김소영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세션 2

최근 균형환율 추정과 정책과제
사 회

제3주제

토 론

김정식 한국경제학회 회장,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근 균형환율 추정과 정책과제
발표자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아시아금융학회장

강임호 한양대학교 응용경제학과 교수  김경호 하나금융지주 미래경영지원팀 부장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거시정책연구실장

최진영 고려대학교 융합소프트웨어전문대학원 교수
세션 4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하반기 환율 전망과 파급 영향
발표자

최근 금융 보안사고와 금융회사의 대응과제
발표자

하반기 환율전망과 파급영향 & 원화절상과 국내기업의 수익 및 경쟁력
사 회

문종진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토 론

사 회

일시 | 7월 9일(수) 13:30~17:30
장소 |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사파이어룸(2층)

지 겪고 있는 한국의 경제가 위험 수위에 다다른 것이다. 이는 원화의 과도한 절상이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아시아금융학회장

금융IT융합 환경 변화와 금융안정성 제고 및 금융소비자보호 방안
발표자

제3주제

다. 이에 한국경제연구원과 아시아금융

최근 금융IT융합 환경의 변화와 전자금융 동향
발표자

제2주제

소비위축 등의 내수부진을 초래하고 있

하기를 기대하며 하반기 환율을 전망하

프로그램
제1주제

까지 확산되어 전반적으로 고용감소와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아시아금융학회장

백승관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신관호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세션 3

급락하는 환율과 대응책
사 회

김인철 한국경제학회 명예회장,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노진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금융산업1팀장  문종진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이영환 건국대학교 금융IT학과 교수  최진영 고려대학교 융합소프트웨어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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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도
: 개선방향의 모색

제4주제

토 론

급락하는 환율과 대응책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개최배경

발표자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각 산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새로운 환

탄소배출권제도와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관리하기 위해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아시아금융학회장

경정책이다. 하지만 세부 시행안 및 하위

대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도들이다. 두 제도는 내년 1월부터 도입이 예정되어 있

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정책의 불확실성

으나 각종 경제적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들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많은 우려의 목소리

이 확산되고 있으며 관련 산업계의 대응

가 각계각층, 특히 경제계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탄소배출권제도와

김정식 한국경제학회 회장,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세션 4

추락하는 환율, 이대로 괜찮나?: 현황과 대책
사 회

토 론

하성근 한국경제학회 명예회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김기흥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
김소영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인철 한국경제학회 명예회장,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김정식 한국경제학회 회장,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백승관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책 마련 또한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다.
이에 배출권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
제도의 문제점을 되돌아보고 정책적 개
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일시 | 7월 16일(수) 14:00~17:00
장소 |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룸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추진되며 간과한 부분, 그리고 두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경제
적 부작용에 대해 정확히 판단해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
하였다.

프로그램
세션 1

신관호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아시아금융학회장

온실가스 감축의 경제적 비용
좌 장

제1주제

배출권거래제의 문제점과 경제적 비용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자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토론자

김수이 홍익대학교 상경학부 교수

제2주제

세션 2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영향 평가: 차종간 상대가격 조정효과
발표자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토론자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온실가스 감축의 재분배 효과
좌 장

제1주제

제2주제

PART 3. 각계 전문가와 함께 중지를 모으다

최기련 아주대학교 에너지학과 교수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

배출권거래제와 저소득층 에너지 소비
발표자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자

김승래 한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배출권거래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발표자

김영덕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토론자

유영성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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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유보금 과세, 쟁점과 평가
: 기업소득환류세제, 무엇이 문제인가?

최경환부총리의 새 경제팀은 세계최초

개최배경

재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 쟁점인 과
세 대상과 제도의 실효성을 논의하고 정
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일시 | 7월 29일(화) 14:00~16:00
장소 |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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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코베대학 오오우치 신야(大內伸哉) 교수 초청강연
및 최근 韓·日 노동입법의 동향과 과제

일본은 최근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 각

개최배경

종 노동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비정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우리 경제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져가는 상황에서 우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새 경제팀은 경제활성화 정책으로 가계소득증대를 발표

직, 고령자 문제 등 우리와 유사한 문제

리 경제의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만 저성장 국가로의 추락을 막을 수 있다는 주

하였다. 정책의 일환인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이지만 세계 최

를 이미 경험한 일본의 최근 노동법제 동

장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경직성과 비효율성으로 국가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초로 투자, 배당, 임금증가라는 새로운 도입목표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경제연

향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노동시장 개혁

노동시장의 개혁은 절실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와 유사한 문제를 이미 경험한 일본

로 기업소득의 가계이전을 위한 과세인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발표했다. 학계와

117

구원은 관련 쟁점인 기업의 현금과 사내유보금 현황, 과거 유사제도의 도입과 폐기 과
정, 정책의 실효성 등을 논의하여 정부의 올바른 정책방향을 모색하였다.

프로그램
주제발표 사내유보금 과세제도 도입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토 론

발표자

김윤경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사 회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연강흠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일본 코베대학
오오우치 신야 교수를 모시고 강연 및 토
론회를 개최하였다.
일시 | 8월 27일(수) 14:30~18:00
장소 | FKI타워 컨벤션센터 3층 다이아몬드룸

의 사례를 통해, 한일 양국의 노동 현안에 대한 비교법적 시각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코베대학 오오우치 신야 교수를 모시고 비정규직 및 고령자문제 등 노동시장의
변화 및 각종 노동법제의 입법동향에 대하여 특별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프로그램
발제 1

발표자
발제 2

이승렬 한국상장사협의회 회원지원본부장
최승재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황인태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최근 日本 労動法制의 改革論에 대해

토 론

오오우치 신야(大内伸哉) 일본 코베대학 법학연구과 교수

高齡·低成長時代의 勞動과 法
발표자

이 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자

주 완 법무법인광장 변호사, 노동법이론실무학회 회장

토론자

김영문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희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거시정책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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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과 한국경제

세션 3

세계경제가 장기적으로 저성장기 또는

개최배경

정체기에 진입하면서 악화되는 고용과

고용과 소득분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세계 학자들과 대중들의

소득분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

엄청난 관심을 모았던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이 한국에서도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떻게 해야 할까? 한국경제연구원과 아시

그러나 과연 피케티의 주장이 한국의 고용과 소득분배의 문제점을 해결해줄 수 있는

아금융학회는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21세기
자본론』의 저자인 피케티의 주장이 과연
한국경제 상황과 맞는지 비교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시 | 9월 16일(화) 13:30~17:30
장소 |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룸(3층)

적절한 대안일까? 한국경제연구원과 아시아금융학회는 고소득층과 자본가에게 고율

사 회

한국경제에 맞는 대책방안들을 제시하였다.

김정식 한국경제학회장,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제3주제

『21세기 자본론』과 한국의 조세정책

토 론

이인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

세션 4

『21세기 자본론』과 한국경제

발표자

세금을 부과하면 소득분배가 개선된다는 피케티의 1:99의 논리가 대중 감정을 자극할
뿐 한국에서 올바르게 적용되기 힘들다고 다양한 이유들에 입각하여 주장하였으며,

『21세기 자본론』과 한국의 조세정책

사 회
토 론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아시아금융학회장

김인철 한국경제학회 명예회장,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김정식 한국경제학회 회장,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거시정책연구실장
송병락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자유와창의교육원 원장

프로그램
세션 1

『21세기 자본론』을 어떻게 볼 것인가?
사 회

제1주제

좌승희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이인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1세기 자본론』을 어떻게 볼 것인가?

좌승희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발표자

현진권 자유경제연구원 원장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아시아금융학회장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토 론

김인철 한국경제학회 명예회장,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김정식 한국경제학회장,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세션 2

『21세기 자본론』과 한국의 소득 분배
사 회

제2주제

송병락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자유와창의교육원장

『21세기 자본론』과 한국의 소득 분배
발표자

김낙년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성명재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토 론

강종구 한국은행 금융통화연구실장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거시정책연구실장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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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하는 원·엔 환율,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토 론

최근 불과 한 달여 사이 원·엔 환율이 50

개최배경

원 넘게 속락하는 등 엔저공세가 재연되

최근 원·엔 환율은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950원대까지 하락하였다. 원·엔 환

고 있다. 일본의 추가적인 양적 완화가

율 하락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지난 4월 소비세 인상의 충격이 예상외로 크게

예상되는 가운데, 대부분의 주력 수출제

나타나면서 2분기 성장이 -7.1%까지 추락한 일본이 추가적인 양적 완화정책을 펼칠

품이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으로

것이라는 예상이 더해지면서 엔화 약세가 더욱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일본과의 수

서는 수출둔화위기를 극복할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경제연구원
과 아시아금융학회는 한국경제의 부흥을
위한 대책마련 토론의 장을 개최하였다.
일시 | 9월 25일(목) 9:30~12:30
장소 | KFI타워 컨퍼런스센터 사파이어룸(2층)

백승관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국국제금융학회 명예회장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아시아금융학회장

세션 3

추락하는 원·엔 환율,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현황과 대책
사 회

토 론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아시아금융학회장

김기흥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

출경합도가 매우 높은 한국의 경우, 이러한 엔저현상의 지속은 한국 수출기업들의 경

김인철 한국경제학회 명예회장,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쟁력을 약화시켜 수출 감소로 인한 내수부진을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한국경제

백승관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연구원과 아시아금융학회는 이번 공동주최 세미나를 통해 원·엔 환율을 안정시킬 수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거시정책연구실장

있는 여러 대책들을 제시하여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다.

신세돈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프로그램
세션 1

추락하는 원·엔 환율, 동향과 전망
사 회

제1주제

백승관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국국제금융학회 명예회장

최근 원·엔 환율 추락 동향과 배경
발표자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거시정책연구실장

제2주제

원·엔 환율 추락 전망
발표자

토 론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투자전략실장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
주한광 세종대학교 경제통상학과 교수

세션 2

추락하는 원·엔 환율, 영향과 대책
사 회

제3주제

김인철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한국경제학회 명예회장

추락하는 원·엔 환율의 영향
발표자

김기흥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
원종현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조사관

제4주제

추락하는 원·엔 환율 대책
발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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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사태로 본 위기의 한국금융
: 현주소와 발전방향

배출권거래제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개최배경

이번 KB금융사태는 한국금융기관의 소

개최배경

환경을 개선시키거나 지구 온난화 현상

정부는 2015년 1월부터 배출권거래제를 당초 계획대로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유구조와 지배구조 인사시스템의 한계

그 동안 한국금융기관의 운영방식은 일명 주먹구구식이었다. 주인 없는 금융기관에

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정책수단이라는

2009년에 산정한 기준에 따라 업종별 할당량을 확정하였다. 하지만 배출권거래제로

점들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본 세미나는

서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고 작동되지 못해 수천만 명의 고객정보가 별 어

인한 영향을 직접 경험해야하는 기업 및 산업계의 현실에 대한 고려 없이 추진되고 있

KB금융사태로 본 한국금융의 현주소를

려움 없이 외부로 유출되고 은행이 수천억 원 대의 허위 예금 입금증을 발급하는 일명

어 각종 경제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점검하고 나아가 선진금융으로 도약할

후진국형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였지만, 낙하산 경영진들은 책임 회피에 급급하였

오해가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배출권거
래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외에서 운
영되며 문제점으로 밝혀진 요인들을 진
단해 국내 기업들이 배출권거래제로 인
해 안아야 할 추가적 부담에 대한 대비책
을 모색하였다.
일시 | 10월 1일(수) 10:00~12:00
장소 |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룸

보다 온실가스배출규모가 큰 중국이나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도입을 망설이고
있는 배출권거래제의 본질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재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프로그램

수 있는 여러 정책대안들을 제시하려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일시 | 10월 14일(화) 14:00~18:00
장소 |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룸

다. 이에 더불어 경영진을 감시해야 하는 사외이사진들 또한 방관적인 자세를 취하면
서 문제가 겹겹이 쌓여오다 올해 가을, 한꺼번에 모든 시스템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이
번 KB금융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한국경제연구원과 아시아금융학회는 KB금융사태
로 본 한국금융의 위기를 조명하고 선진금융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대안들을 논의하
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발표세션 배출권거래제 문제점과 개선방향
좌 장
발제 1

배출권거래제의 불편한 진실
발표자

발제 2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토론세션 좌 장

제1주제

노종환 일신회계법인 부회장

배출권거래제 해외동향 및 시사점
발표자

프로그램
발표자
제2주제

백광열 연세대학교 기후금융연구원 원장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소유 구조
지배 구조
발표자

토 론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양원근 금융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기반기술·에너지대학원장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노종환 일신회계법인 부회장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백광열 연세대학교 기후금융연구원 원장

세션 2

황진택 고려대학교 그린스쿨대학원 에너지환경정책 교수

인사와 규제 및 감독제도의 현주소와 발전방향
사 회

제3주제

제4주제

윤석헌 숭실대학교 금융경제학부 교수

인사와 규제
발표자

문종진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감독 제도
발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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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아시아금융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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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혁명과 한국금융산업의 미래

토 론
세션 3
토 론

이상빈 한양대학교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

지난 20여 년 동안 비약적으로 발전한 정

개최배경

최성환 한화생명보험연구소 소장

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금융산업에 모바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금융산업에 모바일 시대가 도래

위기의 한국금융: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일혁명시대가 도래했다. 그러나 한국의

사 회

하고 있다. 알리바바,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전자상거래업체가 통신기기제조사, 포

모바일 결제수준은 글로벌 추세에 비해

탈, SNS 등의 다양한 경로들을 통해 모바일 결제시장에 진입하며 엄청난 파장을 불러

서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는 것이 현실이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모바일 결제수준은 세계첨단 모바일폰을 생산하는 국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문종진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양원근 금융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아시아금융학회장
윤석헌 숭실대학교 금융경제학부 교수
이상빈 한양대학교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다. 이에 한국경제연구원, 건국대학교 금
융IT학과, 한국금융ICT융합학회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모바일혁명 시대 속 한국
금융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한다.
일시 | 10월 24일(금) 14:00~18:00
장소 | 건국대학교 법학관 5층 국제회의실

가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는 걸음마 수준이다. 이에 본 세미나에서는 모바일 혁명의 동
향을 살펴보고 금융산업의 미래와 정책과제를 분석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프로그램
세션 1

폭발적인 모바일혁명의 동향과 전망
좌 장

제1주제

최성환 한화생명보험연구소 소장

오환술 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장

폭발적인 모바일혁명의 동향과 전망
발표자

강임호 한양대학교 ERICA 경제학부 교수
이영환 건국대학교 금융IT학과 교수

토 론

김창헌 고려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세션 2

모바일혁명이 초래할 금융산업의 미래와 과제

김동현 ICTK 대표

좌 장
제2주제

김양우 SK경영경제연구소 부소장

모바일혁명이 초래할 금융산업의 미래와 과제
발표자

김정혁 한국은행 전자금융팀장
노진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금융산업1팀장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아시아금융학회장

토 론

김종선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종현 우리금융경제연구원 전략연구실 연구위원
문정숙 숙명여자대학교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문종진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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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쟁력 확보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방안
: 중국의 추격과 한국 제조업의 과제

세션 3
토 론

모바일혁명과 한국금융산업의 미래

견조한 제조업 기반 없이 저성장 극복에

개최배경

좌 장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아시아금융학회장

성공할 수 없다는 위기감 속에서 우리

최근 한국 경제의 저성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전세계적인

강임호 한양대학교 ERICA 경제학부 교수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

김동규 한양대학교 융합전자공학부 교수

교역 위축이라는 대외여건의 악화의 탓도 크지만 최근 우리 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보

해 개최되었다. 중국의 추격 현황과 과

다 근원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의 기술추격, 일본의 부활,

거 산업이전을 경험한 일본의 사례 등

미국의 제조업 강화 정책 등은 당장은 물론이고 향후 한국 제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

김동현 ICTK 대표
김양우 SK경영경제연구소 부소장
김정혁 한국은행 전자금융팀장
김종선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종현 우리금융경제연구원 전략연구실 연구위원
김창헌 고려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노진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금융산업1팀장
문정숙 숙명여자대학교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세미나에서 개진된 분석과 대응들은 향
후 올바른 정책방향 수립에 기여할 것으
로 기대된다.
일시 | 10월 27일(월) 13:30~18:20
장소 | 전국은행연합회관 2층 국제회의실

에 큰 위협으로 다가올 요인들이다. 이에 한국경제학회, 산업연구원 그리고 한국경제
연구원은 글로벌 무한경쟁 구도 속에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 제조업이 어떻게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할지를 모색하였다.

프로그램
세션 1

문종진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이영환 건국대학교 금융IT학과 교수

산업 주도권의 추격과 한국경제 전망
좌 장

제1주제

저성장기조의 정착과 한국경제의 현안
발표자

제2주제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산업 주도권의 추격사이클 이론과 한국에의 시사
발표자

토 론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이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경제추격연구소장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아시아금융학회장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세션 2

한국의 산업이전 전망: 중국의 추격과 일본의 교훈
좌 장

제1주제

중국의 추격현황과 한국의 산업경쟁력
발표자

제2주제

서동혁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일본의 산업이전 경험과 교훈
발표자

토 론

김정호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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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대화
: 평가와 전망

세션 3
제1주제

제2주제

한국의 산업경쟁력 확보전략

불안정한 노사관계는 한국경제의 성장을

개최배경

좌 장

김도훈 산업연구원 원장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

한국경제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제도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으

미래산업 창출과 제조업 경쟁력 확보 정책

으며 특히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의

발표자

로 대표되는 사회구성원 간의 합의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의 노사정 대화는 지금까지

노동현안들은 노사갈등의 잠재적 위험요

뚜렷한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고용률 70%’와 ‘중산층 70%’와 같은 국정목표 달

소 부상하고 있어 사회적 합의 도출이 시

성을 위해 필요한 임금체계 개편, 노동유연성 제고, 생산적 사회안전망 구축은 사회적

산업 주도권의 추격과 기업경영전략
발표자

토 론

최윤희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백윤석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기업정책연구실장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종합토론 산업경쟁력 확보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방안
좌 장

김정식 한국경제학회 회장,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국장
김도훈 산업연구원 원장

급하다. 해외 사례를 통해 사회적 대화의
방향을 모색하고 우리의 현 상황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전망을 제시하였다.
일시 | 10월 27일(월) 15:30
장소 |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 홀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경제가 중요한 기로에 처한 시점에서,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네덜란드 사례를 참고하고 이를 기초로 한
국의 노사정대화의 지향점을 모색하였다.

프로그램
발제 1

김정호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Social Dialogues: Experiences of the Dutch ‘polder model’
발표자

발제 2

하태형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토 론

페터 반 리쉬하우트 네덜란드 유트레히트대학교 Theory of Care 교수

이중노동시장 구조 하에 사회적 대화 방향: 한국의 시사점
발표자

조준모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좌 장

남성일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동배 인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장홍근 노사정 수석전문위원
조준모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Lars-Andre Richter 나우만재단 한국사무소 대표
Peter van Lieshout 네덜란드 유트레히트대학교 Theory of Care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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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정책 관련 연기금의 역할과 과제

금융위기로 인해 침체되었던 세계 경제

개최배경

경제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연기금의

개최배경

의 장기적인 정체가 지속될 것이라는 주

금년 들어 세계경제의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로 세계경제 장기정체론(Secular

의결권 행사를 통해서 기업들의 배당을

경제위기 속에서 출범한 2기 경제팀은 돈을 풀어 내수를 살리겠다는 이른바 한국식 양

장에 한국도 예외일 수는 없다. 현재 한

Stagnation Thesis)을 꼽을 수 있다. 세계경제 장기정체론이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

확대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

적완화를 강력한 정책드라이브로 걸고 있다.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통해서 기업들의

한 지 6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세계 경제가 회복되지

적하였다. 기업 배당의 성격과 현황 등

배당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경제연구원은 학

않고 앞으로도 장기저성장의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주장이며, 노동시장의 이력현상

을 살펴봄으로써 배당의 적정성에 대한

계, 전문가 등 각계 인사들을 모시고 배당 확대를 위한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의 문제점

국경제는 일본형 장기 저성장과 장기 디
플레이션 초입에 위치해 있으며, 한시라
도 빨리 장기침체위기에서 벗어나기 위
한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한국경제
연구원과 아시아금융학회는 한국경제의
회복을 위한 정책대안들을 논의하는 자
리를 마련하였다.
일시 | 11월 17일(월) 13:30~15:30
장소 |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사파이어룸(2층)

증가, 투자 감소,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 생산성 하락 등이 장기침
체의 주요 요인들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한국경제연구원과 아시아금융학회는 장기정
체기에 진입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회복과 반등을 위한 정책대안들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번 심포지움을 개최하게 되었다.

프로그램
발 제

사 회    김인철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아시아금융학회 명예회장

한 관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
기하였다.
일시 | 11월 21일(월) 10:00~12:00
장소 |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룸

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우리나라 기업의 배당이 가지는 의미, 특성 등을 분석
하고 그 적정성 판단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관련 정책을 비판하는 한편 장기적
인 관점에서 배당 관련 연기금의 역할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프로그램
세션 1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아시아금융학회장

좌 장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배당정책 관련 연기금의 역할과 과제
발표자

세계경제 장기정체론의 배경과 정책대응 방향: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하다
발표자

토 론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기업에 대

세션 2

신정순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종합토론

김기흥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기업정책연구실장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국경제학회장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백승관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정무권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거시정책연구실장

조성봉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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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복지 재원, 법인세가 해법인가?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과 현재 이슈가

개최배경

무상복지 재정 소요에 따른 부족한 세수

개최배경

되고 있는 교육정책을 점검하고 창의적

한국 교육제도의 현 위치를 진단하고 경제 재도약의 요체가 될 수 있는 창의적·혁신적

마련을 위한 법인세 인상은 국내 투자

무상복지 재정 소요에 따른 부족한 세수 마련을 위해 법인세 인상 혹은 소비세 인상

인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제도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제도에서의 개선방향은 무엇인지를 논의하기 위하

감소와 해외 투자 유출, 이에 따른 고용

등 재원조달 방향에서 사회적으로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현재 우리 경제의 저성장 장

여 각계의 전문가들을 초정하여 ‘창의적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방안’

위축을 초래할 수 있어 사회적인 우려가

기화가 우려되고 있고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

의 대외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글로벌 인

제기되고 있다. 이에 우리 사회가 지속

상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법인세 인상은 국내 투자를 감소시키고 해외 투자를 유출시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국내의 저명한 전문가를 초청하여 대외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일시 | 11월 24일(월) 14:00~17:00
장소 |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룸

재 육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시스템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현재 이슈가 되
고 있는 자사고, 혁신학교, 교육복지, 교육감 선출제도 등의 교육문제들에 대해서도 평
가하고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육성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제발표 및 토론
좌 장

발제 1

발제 3

법인세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발표와 토
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안재욱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키며 이에 따른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어 사회적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국
경제연구원에서는 ‘무상복지 재원, 법인세가 해법인가?’라는 주제로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복지를 실현하며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더욱 성장하기 위한 바람직한 법인
세 정책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대외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프로그램
주제발표 무상복지 재원, 법인세가 해법인가?
발표자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공정책연구실장

종합토론 곽태원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좌장)
김승래 한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교육정책의 주요 이슈 평가와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김학수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발표자

성명재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유진성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교육감 선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교육감 직선제를 중심으로
발표자

토 론

이성호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문제점과 시사점
발표자

발제 2

기적으로 더욱 성장하기 위한 바람직한

일시 | 11월 28일(월) 13:30~16:00
장소 | FKI타워 3층 파인룸

프로그램
세션 1

가능한 복지를 실현하며 우리 경제가 장

이영환 계명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허원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미란 한국교육개발원 고등·평생교육연구실 실장
양정호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최영출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

세션 2
종합토론 좌 장
토 론

김종석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학장

박성민 교육부 학교정책과 과장
유병열 서울시 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경자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 대표
이원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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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쟁점과 평가

최근 국제금융시장은 한 치 앞도 예측할

개최배경

정부가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

개최배경

수 없는 통화전쟁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

미국은 지난 10월 29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6년 간 지속해 오던 양적완화정책의 종

규준’은 대주주가 견제하고 있는 제2금

정부는 제2의 KB금융지주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다. 이에 한국경제연구원과 아시아금융

료를 선언하였고, 10월 21일 유럽중앙은행은 자산유동화증권 매입을 통한 추가 통화

융권으로 적용확대 하는 데 있어 문제의

을 발표했으며, 그 정책의 일환으로서 은행권 사외이사 임기의 축소, 금융사 임원후보

공급 확대를 발표하였다. 이에 더해 10월 31일 일본은행이 연간 최대 20조 엔의 본원

소지가 있다. 이에 한국경제연구원은 정

추천위원회 신설, 비은행금융사로의 적용확대 등을 제안했다. 금융회사의 주주가치와

통화를 추가 공급하여 이미 추진 중인 양적 질적 완화정책을 확대 시행하겠다고 발표

책으로 제시된 은행권 사외이사 임기의

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시각에서 이러한 모범규준이 개선방안으로 마련된 것

학회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가
수퍼달러·초엔저 시대로 대표되는 국제
통화전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대안을 모색
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였다.
일시 | 12월 1일(월) 13:30~16:00
장소 |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룸

하면서, 2015년 새해는 수퍼달러 시대와 함께 초엔저 시대가 예고되고 있다. 이에 한
국경제연구원과 아시아금융학회는 국제금융시장 속 통화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대
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여 다가올 위기를 대
비하고자 공동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프로그램
제1주제

축소, 금융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신설
및 정부진단에 대한 평가 등 다양한 이슈
를 논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일시 | 12월 4일(목) 14:00~16:00
장소 |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룸

수퍼달러·초엔저 시대 정부와 기업의 대응 방향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아시아금융학회장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

토 론

연구원은 세미나를 개최하여 정부진단에 대한 평가, 비은행금융사로 적용확대의 적절
성, 사외이사제도 변경의 유효성 등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 평가하고자 하였다.

프로그램
주제발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쟁점과 평가

사 회    김인철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아시아금융학회 명예회장

발표자

이다. 그러나 정책방향이 실제 은행권 지배구조의 근본적 문제와 괴리되어 있다. 이에

발표자

민세진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종합토론 사회자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토론자

강   원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기흥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정식 한국경제학회장,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승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김소영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조성봉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백승관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거시정책연구실장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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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고용보호 현황과 해고법제의 개선방향

금융ICT 기업들에 의해 세계 금융시장

개최배경

우리나라의 정규직 고용조정 난이도·금

개최배경

의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현재 금융, 유통 등 ICT 연관 서비스 시장을 공략하며 금융생태계의 초기 주도권 선점

전적 비용 등은 세계 상위권에 속하는

OECD에 의하면 우리나라 정규직의 개별해고에 대한 보호수준은 평균 이상으로, 과도

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금산분리와 같

에 매진하고 있는 금융ICT 기업들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 미국의 구글, 페이스북, 버라

것으로 나타난다. 정규직 보호수준이 높

한 고용보호는 구직자들의 고용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사회적 부작용을 낳는다. 고용취

이즌, 이베이, 아마존,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심지어 케냐의 사파리컴에 이

다는 것은 고용보호가 과도하다는 의미

약계층의 고용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규직의 고용보호를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

르기까지 소위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업에 진출하며 이루어내고 있는 엄청난 성과들만

이다. 본 세미나에서는 정규직 고용보호

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규직 고용보호 완화는 정규직 전체의 고용안정성

은 높은 규제장벽으로 인해 금융서비스
혁신이 제한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과 한국금융ICT융합학회는 공동심포지
움을 개최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
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토
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시 | 12월 17일(수) 13:30~16:30
장소 | FKI Tower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룸

봐도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 금융시장의 흐름 속에서 우리나
라는 금산분리와 같은 높은 규제 장벽의 잣대를 들이밀어 비금융업의 금융업 진출에
의한 금융서비스 혁신을 봉쇄하고 있다. 이에 한국경제연구원과 한국금융ICT융합학
회는 공동으로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현실을 인지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
해 모색하였다.

의 적정 수준을 논의하고자 우리나라 정
규직의 고용보호 수준을 살펴보고 해고
법제의 개선방향을 논의하였다.
일시 | 12월 18일(목) 10:00
장소 | FKI Tower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룸

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적·사회적 관점에서 균형 잡힌 고
용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논의의 중심
에 있는 정규직 고용보호 현황에 대해 검토하고 정규직 고용보호 개선의 필요성과 개
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본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프로그램
프로그램
세션 1

세션 2

세션 3

발제 1

강임호 한양대학교 ERICA 경제학부 교수

발표자

김유미 금융감독원 IT·금융정보보호단 선임국장

발표자

황승익 한국 NFC 대표

발제 2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거시정책연구실장

해고법제의 개선방향
발표자

종합토론 사회자
토론자

인터넷·모바일 뱅킹과 금산분리 및 규제

김희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인철 성균관대학교 교수, 한국경제학회 명예회장
김승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센터장

좌 장

김양우 SK경영경제연구소 부소장

       

문외솔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발표자

문종진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이승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자

이영환 건국대학교 금융IT학과 교수

       

이   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넷·모바일 뱅킹과 금산분리
좌 장

토 론

발표자

핀테크와 인터넷·모바일 뱅킹
좌 장

정규직 고용보호 현황과 시사점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공동회장

강임호 한양대학교 ERICA 경제학부 교수
김양우 SK경영경제연구소 부소장
김창헌 고려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문정숙 숙명여자대학교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문종진 명지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교수
이영환 건국대학교 금융IT학과 교수
황승익 한국 NFC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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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센터(CERK) 국제 컨퍼런스
‘규제개혁과 혁신, 그리고 한국경제의 미래’
- CERK(Center for Economic Research of Korea): 한국경제연구원-성균관대학교 공동 설립

국내외 저명한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

개최배경

해 경제성장의 해법을 찾고, 우리나라가

급속한 고령화, 낮은 출산율, 식어가는 성장엔진,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

선진국가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데 기여

는 강도 높은 규제 등은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한 번 비약적인 발전과 지속적인 성장

할 수 있는 한국경제의 발전방향을 모색

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제에 직면하

하고자 『규제개혁과 혁신, 한국경제의 미

여 국내외 저명한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경제성장의 해법을 찾고, 우리나라가 선

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국제 컨퍼런스를
마련하였다.
일시 | 2014년 5월 22일(목) 09:30~17:30
장소 | 성균관대학교 국제관

진국가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한국경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프로그램
기조연설 “ Will the Yuan Challenge the Dollar as Top International Currency? (Jeffrey
Frankel, Harvard University)
세션 1A

Antitrust, Ownership, and Firm’s Performance
좌 장

제1주제

Deterrence Effects of Korean Antitrust Enforcement on Producer Prices and
Profit Margins
발표자

제2주제

PART 3. 각계 전문가와 함께 중지를 모으다

2

Soosung Hwang, SKKU

Environmental Regulation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Evidence from South
Korea
발표자

제2주제

Kyoo Il Kim (SKKU) and Joonsuk Lee (Federal Trade Commission)

Regulation and Macroeconomics
좌 장

제1주제

Abhirup Chakrabarti (McGill University), Hyoung Goo Kang (Hanyang
University), and Changmin Lee (Hanyang University)

 Structural Analysis of Wholesale Used-Car Auctions: Nonparametric
A
Estimation and Testing of Dealer’s Valuations with Unknown Number of Bidders
발표자

세션 1B

Robert Feinberg (American University) and Minsoo Park (SKKU)

Micro-foundations of Business Group Performance in South Korea
발표자

제3주제

Minseong Kim, SKKU

Sunghoon Chung (Korea Development Institute)

Estimating the Effects of Macroprudential Policy Shocks
발표자

Peter Tillmann (Justus-Liebig University Gies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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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한국규제학회-동아일보 공동세미나]
2014 한국규제학회 춘계학술대회
: 규제개혁 지속을 위한 정부 3부의 역할과 과제
제3주제

Economic Growth and Labor Market Institutions in East Asian Structural
Transformation

현 정부의 규제개혁 작업을 종합적으로

개최배경

평가하고 규제개혁 지속을 위한 행정부,

금년 초 박근혜정부는 2년차 국정 과제로 규제개혁을 제시하고 다양한 규제관리시스

입법부, 사법부의 역할이 무엇인가 논의

템 개선방안을 마련해 왔다. 그러나 행정부 위주의 개혁안 논의만 이루어져 우리나라

Institutions and Political Economy

해 보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새로 생겨나

의 규제체계에 대한 총체적 진단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규제의 지속감축을 위해서

좌 장

는 불필요한 규제의 억제 및 기존의 규제

는 규제개혁 노력이 입법부와 사법부를 포함한 정부 전체의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으

발표자
세션 2A
제1주제

제2주제

Iljoong Kim, SKKU

The Cause and Consequences of Over-Crimination

폐지 등 규제개혁 작업을 한 차원 향상시

발표자

키고자 하였다.

Bruce L. Benson (Florida State University) and Iljoong Kim (SKKU)

The Effects of Governmental Regulations on South Korean Private Cram Schools
발표자

제3주제

 eungjoon Oh (University of Michigan) and Seung-Gyu Sim (University of
S
Tokyo)

Jaesung Choi (SKKU) and Rosa Minhyo Cho (SKKU)

Estimation of Political Ideology in Korea
발표자

Sangho Yoon (KERI)

세션 2B

Global Markets and the Korean Economy (Chair: Yanggyu Byun, KERI)

제1주제

A study of the Effects of the Korea-China Free-Trade Agreement
발표자

제2주제

Knowledge in Korean Value-Added Trade
제3주제

역할과 과제를 모색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프로그램

Qian Han (Xiamen University)

사 회    이승훈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세션 1
제1주제

제2주제

Namsuk Choi (KERI)

Global Capital Flow, Local Cost of Debt and Equity Return: Evidence from China
발표자

으로 규제개혁시스템의 혁신방안과 규제개혁을 위한 입법, 사법, 행정 등 정부 3부의

Sunghyun Kim (SKKU) and Serge Shikher (USITC)

Economic Complexity for Growth: Evidence from Productive
발표자

일시 | 6월 23일(월) 14:00~17:10
장소 |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홀

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한국경제연구원과 한국규제학회, 동아일보가 공동

우리나라 규제개혁시스템의 혁신방안
발표자

최병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토론자

소병희 국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행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의 과제
발표자

최진욱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토론자

김신 한국행정연구원 국제행정협력센터장

세션 2
제3주제

제4주제

입법부와 규제개혁
발표자

김태윤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토론자

임성호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규제개혁과 사법부의 역할
발표자

김일중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토론자

홍완식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종합토론 김신 한국행정연구원 국제행정협력센터장  김일중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태윤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소병희 국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임성호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병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최영해 동아일보 논설위원  최진욱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홍완식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PART 3. 각계 전문가와 함께 중지를 모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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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와 소통으로
변화의 영역을
확장하다
실증적 분석을 통한 연구의 성과와
각계 전문가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얻어낸 대안들이 단지 활자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입안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대중에게도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을 갖추고 공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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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연구회

시장경제연구회는 우리 경제의 현황과

발족 배경 및 운영

문제점을 검토하고 잠재성장률을 끌어

현재 한국경제는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는 양상을 보이며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저

올릴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출산, 고령화 등의 구조적 문제에 더하여 성장잠재력마저 저하되고 있으며, 한국도 일

한다. 경제 분야 중진교수들을 포함한

본형 장기 저성장과 장기 디플레이션 초입에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전문가들을 모시고 우리나라 경제의 현

에 본 연구회를 통해 우리 경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황 및 발전 방향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
을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2014
년 12월 첫 번째 연구회가 개최되었다.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경제 분야 중진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격월
에 한 번씩 연구회를 개최하며, 주제발표 후 자유토론을 통해 의견을 교류한다.

인적구성
신현윤
유지수
안재욱
좌승희
조동성
이영훈
김영용
김정식

PART 4. 공유와 소통으로 변화의 영역을 확장하다

1

연세대학교 부총장
국민대학교 총장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KDI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전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태준
유호열
김원식
김정호
이인실
김승욱
최병일
김인영

동덕여자대학교 국제경영학과 교수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
중앙대학교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

이종욱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남성일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노성태 前 대한생명경제연구원 원장
정구현 KAIST 경영대학 초빙교수

김종석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2014년 운영 실적
일시 | 12월 19일(금) 11:30     주제 | 최근 경제동향과 한국경제의 현안 - 만성적 수요부족 가능성
발표 |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거시정책연구실장
내용 | 국
 내 경제성장률은 2013년 3분기 이후 회복추세가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소비자물가는
0%대 진입을 앞둔 상황이다. 이는 우리 경제 산출물에 대한 수요 부족이 근본적인 원인
으로, 세계경제침체에 따른 해외수요 부족 및 우리나라의 만성적 내수부족이 문제된다.
특히 고령화 대비 부족으로 인한 소비 위축, 핵심 인력층의 감소 및 부동산 시장 위축에
따른 내수 부진,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이 우려된다. 만성적 내수부족을 해결하지 못할 경
우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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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경쟁력강화포럼은 산업경쟁력 강화 및

발족 배경 및 운영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는 자유주의 연

발족 배경 및 운영

기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규제개혁 방안,

기업, 연구기관, 학계, 언론계 인사들이 분기별로 모여 다양한 국가경쟁력강화 방안을

구를 통해 정치·경제·교육·언론·복지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는 하이에크, 밀튼 프리드먼, 미제스 등 고전파 자유주의 전통

교육, 환경, 과학기술 등에서의 국가인프

논의하는 정례 회의체로서 발족되었다. 특히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국경위) 폐지로

등 한국 사회의 모든 부문에 자유주의의

사상을 연구하고, 변화하는 사회·경제적인 환경과 한국적 상황을 고려하여 자유주의

한국경제연구원이 세계경쟁력위원회연합(GFCC) 이사회원 자격을 승계함에 따라 국

풍토를 조성하고, 자유주의 법·제도적

사상을 발전시키는 데 설립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자유주의 사상을 경제학 분야에 그

경위가 수행하던 경쟁력강화 관련 사업을 민간 차원에서 수행하고 경쟁력강화 방안을

기초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치지 않고 철학, 법학, 정치학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종합하여 이론적, 정책적으로 발

라 개선방안, 국민편익 증진 및 국가선진
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등의 다양
한 주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2014년 10월
에 제1회 포럼이 개최되었다.

정부에 건의하는 주체로 활용하고자 한다.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주제발
표 후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미래전략연구실장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건국대학교 특임교수
동아일보 주필
매일경제신문 주필
프레시먼 힐러드코리아 대표
한국솔리드 사장
금융연구원 원장
바이오스마트 대표
리인터네셔널 고문
홍익대학교 경영대학장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되었다.

전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제학공동학술대회에 참여하고, 월례발표회,
하계 초정포럼, 추계 정책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고 있다.

인적구성

인적구성
권태신
이태규
오정근
황호택
김세형
박영숙
정   준
윤창현
박혜린
박우규
김종석
강성진

2014년 한 해 동안 총 6회의 연구회가 개

신현한
조준모
김용하
전삼현
김태윤
최창규
현진권
김기흥
이인실
조동근
정규재
김영욱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순천향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자유경제원 원장
경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
금융연구원 상근자문위원

회 장 배진영 인제대학교 글로벌경제통상학부 교수
부회장 황수연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인영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
이 사 김행범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이석 아시아투데이 논설위원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감 사 정기화 전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전용덕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2014년 운영 실적
일시 | 10월 29일(수) 16:30     주제 | 융복합 활성화를 위한 인증제도 개선방안
발표 | 김영근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융합기술본부 본부장
내용 | 융
 ·복합 제품이 출시된 뒤에야 새로운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시험·평가를 거친 후 인증을
완료하는 현 제도는 융·복합 제품의 시장진입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융·복합 상
품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품개발 단계에서부터 인증기준이 마련되고 출시된 즉시
인증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각 분야 별로 적용되고 있는 현 인증제도
를 산업융합인증제도라는 큰 틀 안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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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운영 실적

제4회

제1회

일시 | 9월 12일(금) 17:00

일시 | 3월 28일(금) 17:00

주제 | 노동시장 유연성의 국제비교

주제 | 대기업과 협력관계가 기업성장에 미치는 효과-낙수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발표 | 박동운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발표 | 빈기범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내용 | 국
 제비교를 통해 살펴본 결과 경제가 발전하려면 노동시장이 유연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

내용 | 대
 기업과 중소기업 간 낙수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설을 실증적으로 기각하는데, 대

왔다. 즉, 지나친 정규직 보호는 완화돼야 하고, 비정규직법은 폐지돼야 하며, ‘근로자파

기업에 대한 납품 비중이 커질수록 종업원 수 증가율이 증가하고 대기업에 대한 납품 비

견제’는 전 직종으로 확대 실시돼야 한다. 또한 불법 파업은 ‘법과 원칙’으로 다스려야 하

중이 커질수록 매출액 성장률이 증가했으며 대기업에 대한 납품 비중이 커질수록 고정자

며, 정치 싸움만 일삼아온 노사정위원회를 생산적 노사정위원회로 발전시켜야 한다.

산 증가율이 증가했다.
제5회
제2회

일시 | 10월 24일(금) 17:00

일시 | 4월 24일(목) 17:00

주제 | 불황이론의 토대로서 세이법칙 재조명

주제 | 배출권 가격 변동성 안정 장치에 대한 연구

발표 | 이승모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강사

발표 | 한현옥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내용 | 고
 전파 세이법칙에 입각하면, 불황의 원인은 총수요부족이 아니라 수요구조에 부응하지

내용 | 배
 출권거래제도에 있어서 배출 가격의 안정성과 예측성이 중요한데, 하이브리드 시스템

않는 생산구조의 문제이다. 즉, 불황의 대책은 생산구조를 수요구조에 부응하도록 조정

은 자의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선택한 경우 자의성이 최

하는 것이며, 이는 정부, 중앙은행, 노조 등의 시장 간섭을 배제한 자유시장을 구축함으

소화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로써 해결할 수 있다.

제3회

제6회

일시 | 5월 30일(금) 17:00

일시 | 12월 5일(금) 17:00

주제 | 역사학자와는 다른 시각에서 바라본 한국경제의 성장 동인

주제 | 신제도론적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경제의 문제와 과제

발표 | 김한응 자유시민연대 공동대표

발표 |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내용 | 우
 리 경제의 발전 과정을 조선조 후기부터 지금까지를 Acemoglu 교수팀의 방법론으로

내용 | 신
 고전학파 경제학과는 달리 신제도 경제학에서는 경제발전이 생산요소의 부존량 및 이

분석했는데, 그 결과 우리 경제가 눈부시게 발전하게 된 원동력은 해방 이후 우리 국민들

들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음을 강조한다. 전통적 성장론에서 중시

의 의식 속에서 자라온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었다.

하는 혁신, 규모의 경제, 교육, 자본축적 등과 같은 요소는 성장의 근본원인이 아니라 성
장 그 자체일 뿐, 경제발전을 결정하는 근본요인은 바로 제도이다. 나라마다 성장경로가
다른 까닭도 제도의 차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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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략워크숍

미래전략워크숍은 노동·인적자원, 산

발족 배경 및 운영

2014년 운영 실적

업·기술, 통일·외교 등 분야의 전문가들

미래전략워크숍은 우리나라 노동·인적자원, 산업·기술, 통일·외교 등 분야에서 지향해

제1회

이 분야별로 선정된 주제에 대해 심도 있

야 할 미래상 제시와 이에 도달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 미래전략연구의 플랫폼으로

일시 | 6월 24일(화) 16:30

는 토론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현안에 대

서 발족되었다. 또한 본 워크숍을 통해 국가적 아젠다에 대한 민간 차원의 정책방안을

해 장기적, 미래적 관점에서의 대안을 제

제시하고 전문가 간 컨센서스를 도출을 이루고자 한다. 분야별로 전문가로 워크숍 회

시하고 있다. 2014년 한 해 동안 총 6회
의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원을 구성하여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워크숍을 진행하며 논의된 주제를 중심으로 보고

주제 | 노동의 미래: 이슈와 쟁점
발표 | 박기성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내용 | 급
 변하는 산업환경과 우리나라의 경직적인 노동제도가 충돌함에 따라 향후 노동부문에
서 전개될 주요 이슈와 이들의 쟁점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다. 주요 이슈들로 헌법적 가치

서를 발간한다.

로서 노동삼권 문제, 쟁의기간 중 대체근로, 노사정위원회의 역할, 노융산업의 형성, 초
과근로급여 면제자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인적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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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성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장형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

제2회

김용민 국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유호열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일시 | 7월 15일(화) 16:30

남성일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제 | 거시계량모형을 이용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이민정책 전환의 파급효과 분석

오호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동향·데이터분석센터장 조용수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발표 | 남성일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조영길 I&S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내용 | 한
 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수출과 내수의 균형적 성장이 필요하나 저출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박병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연구센터장

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내수의 장기적 전망은 매우 어두운 상태이다. 노동력 부족

이   석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연구부 연구위원

도보은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경제분석실장

의 차원뿐만 아니라 경제의 소비여력을 확충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민확대가 필요한 상황

김석진 통일연구원 남북통합연구센터 연구위원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미래전략연구실장

이다. 가상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거시계량모형으로 추정한 결과 향후 연간 30만 명의 이

이상준 국토연구원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장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거시정책연구실장

민유입이 있어야 주요 거시지표들의 감소세를 막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석기 산업연구원 국제산업협력실 팀장

최수영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통일연구센터 수석연구위원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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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제5회

일시 | 9월 1일(월) 16:30

일시 | 12월 2일(화) 16:30

주제 | 통일준비의 과제와 쟁점

주제 | 기술패러다임 변화, 진짜로 일어나고 있는가?

발표 | 최수영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발표 | 박병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연구센터장

내용 | 박
 근혜 정부는 통일대박론 제기, 「드레스덴 선언」, 통일준비위원회 출범 등 일련의 조치를

내용 | 콘
 트라티에프 파동과 과거 금융위기를 결부시켜 분석해보면 위기 이후 기술패러다임 변

통해 통일여건 조성 및 통일준비에 착수한 상황이다. 이 같은 정책기조를 뒷받침하기 위

화가 발생해 왔다. 따라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제6차 기술패러다임 변화가 실제로 일

한 과제로서는 경협재개 및 정상화, DMZ세계평화공원 조성, 북한시장화를 위한 경제지

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 기술혁신이 태동하고 있는 나노, 사물인터넷 등 분야에서 기

원, 통일재원 마련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이 같은 정책들이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북한

술패러다임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실제 기술패러다임 변화의 유무는 아직은 불확실하

핵문제에 대한 국민적 컨센서스 도출이 시급하며 통일편익과 비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지만 새로운 기술트렌드에 맞는 제도개선은 필요하다. 가령, 드론의 상용화, 무인자동차

인식의 공유도 필요하다.  

확대 등이 이루어질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 또는 법규에 대한 논의는 전무하므
로 기술패러다임 수용환경 조성에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제4회
일시 | 10월 8일(수) 16:30

제6회

주제 | 노동의 미래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일시 | 12월 22일(월) 16:30

발표 | 오호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동향·데이터분석센터장

주제 | 미래지향적 노동시간에 대한 논의: 근로시간 단축 관련 판례 분석

내용 | 산
 업화시대의 공장식 대량생산체제를 기준으로 설계된 지금의 고용제도는 현재 진행되

발표 | 조영길 I&S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고 있는 기술혁신과 스마트워크 시대와는 부합하지 않는 제도이다. 특히 국제비교를 통

내용 | 미
 래지향적 노동시간에 대한 논의에 있어 중요한 논쟁 중의 하나는 근로시간 단축문제이

해 본 우리나라 고용제도는 수량적 및 기능적 유연성은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낮아 미래

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에 있어 휴일근로 할증과 연장근로 할증의 중복지급 문제는 법적

의 정보산업사회의 생산체계를 뒷받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글로벌스탠더드에 부

쟁점이 되고 있으며, 최근 하급심에서 기존 대법원 판결과 노동부 행정해석과 상반되는

합하는 노동시장 제도구축이 선행되어야 ‘창조경제’를 지향하는 한국경제의 체질개선도

중복할증 지급 판결이 나오면서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고 임금소송이 다수 유발되고 있다.

이루어질 수 있다.

비교법적 검토, 행정해석 및 노사 간 합의 등 노동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기존 대법원 판결
에 의거한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지급과 관련한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며, 그에 배
치되는 하급심 판결들은 신의칙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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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연구회

제2회

정치, 경제, 경영, 법학, 사회, 회계 등 다

발족 배경 및 운영

양한 학제적 접근을 통해 기업 및 기업

기업·기업집단 시스템의 발전을 위해서는 경영, 법학, 사회, 경제, 정치 등 학제 간 컨버

집단 관련 이슈를 검토하여 통합적 차원

전스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2014년 ‘기업집단연구회’가 발족되었다. ‘기업집단연구

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연

회’는 경제적 효율성 및 경영학적 성과들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기업·기업집단에

구한다.

대한 오인 요소를 해소하는 한편, 기업·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효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자산, 성장지향체계(시장전략 및 혁신전략, 성과배분제, 의사소통체계 등)가 기업의 고성

법적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기업·기업집단 정책방향에 대한 바

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경공업·중화학공업·정보통신·생명기술·지식서비스산업

람직한 국민인식 형성을 위해 정치학·사회학적 연구도 함께 수행한다.

등 산업유형별로 고성장기업에 대한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인적구성
송옥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태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세진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박정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일시 | 2014년 4월 10일(목요일) 16:30
주제 | 우리나라 고성장기업에 관한 실증연구
발표 | 박정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내용 | 혁
 신활동(정부의 혁신지원제도 및 금액 등), 네트워킹(전략적 제휴 대상 및 형태 등), 무형

제3회
일시 | 2014년 5월 21일(목요일) 16:00
주제 | 기업집단 내부거래 또는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법 정책
발표 | 송옥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내용 | 내
 부거래의 판단 기준으로 기업집단 차원에서의 ‘그룹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것에 대한
법리적 문제점을 제시하는 한편, 기업집단 범주에서 발생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법개

신현한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정 이슈를 경제적 효율성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정지웅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이연호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   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배수일 성균관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2014년 운영 실적
제1회

제4회
일시 | 2014년 6월 18일(수요일) 17:00
주제 | Demand-Enhancing Investment, Voluntary Disclosure, and Knowledge Spillovers
발표 | 배수일 성균관대 회계학과 교수
내용 | Information asymmetry regarding investment reduces information asymmetry concerning
R&D activities. Ex ante, overinvestment arises because privacy of investment precludes

일시 | 2014년 2월 27일(목요일) 16:00
주제 | 기업소유구조의 역사적 영향요인 분석: 외국의 역사적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 |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기업정책연구실장

the leader from using investment to affect the rival’s pricing decision under no disclosure.
Ex post, the leader discloses proprietary information more to avoid the rival’s aggressive
pricing behavior.

내용 | 국
 가별로 역사적으로 기업소유구조가 어떤 형태로 발전해왔는지 주주권보호제도, 경쟁
정책, 조세제도 등 법제도적 요인과 노동자권한 등 정치적 요인을 통해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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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와 전략연구회

제5회

기업구조와 전략연구회는 경제의 기본

발족 배경 및 운영

일시 | 2014년 9월 26일(금요일) 17:00

단위인 기업조직과 관련된 학술 토론 및

경제의 기본단위인 기업조직과 관련된 학술 토론 및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에 설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젊은 소

립목적을 두고 있다. 젊은 소장학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본 연구회는 기업집단 시스

장학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되었다. 2014

템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및 경영전략 연구, 상장제도 회계제도 등 기업관련 제도분석,

년 한 해 동안 총 3회의 연구회가 개최

대·중소 하도급과 기업성과, 기업의 내생적 성장요인과 환경요인 연구 등에 대한 심도

주제 | Financail Market Liberalization, Growth and Income Inequality
발표 | 정지웅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내용 | 외
 국자본의 자유로운 유입이 공시가 상대적으로 잘 정비되어있는 대기업 투자에 집중될
것이며, 이는 대중소기업간 소득불균형을 가져올 것이라는 논제에 대한 Proposal 세미나
를 진행하였다.  

되었다.

있는 논의를 수행하고 있다.

제6회

인적구성

일시 | 2014년 11월 4일(화요일) 17:00

연구회장 이   근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주제 | 대기업집단 내 보험회사의 내부거래에 관한 연구

원

내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 | 민세진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기업정책연구실장

내용 | 대
 기업집단 내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출자/피출자, 채권/채무 등의 내부거래 현황을 파악

최원락 전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현 전경련 규제개혁팀

하고, 총자산, 총부채, 매출, 영업이익, 대주주가족 지분, 금융회사 여부, 대기업집단 가변

간

사 김  욱 건국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수를 설명변수로 하여 대기업집단 내 보험회사의 계열회사 내부거래가 어떠한 특성을 가

회

원 이우관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지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곽만순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곽주영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진태홍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용렬 홍익대학교 교수

박영렬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제7회

최경규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강명헌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일시 | 2014년 12월 10일(수요일) 17:00

최정표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장지상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주제 | 반기업정서의 진단과 분석

조성욱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정균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발표 | 한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진방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건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내용 | 반
 기업 정서를 책임전가, 부화뇌동, 자본혐오, 불여일견, 주마가편으로 유형화하여 인구사

장하성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기원 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회적 특성, 성격유형 및 행동표출 양상을 분석하였다. 기업의 Damage Control 입장에서

최인철 삼성경제연구소 상무

김윤지 한국수출입은행 연구위원

불여일견형과 주마가편형을 중심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분석과 함께 포괄적인

등 80여 명

언론매체 관리가 진행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2014년 운영 실적
제1회
일시 | 2월 18일(수) 18:00
주제 | 해외고용, 국내 일자리 및 기술적 공동화: 삼성의 사례
발표 | 이근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정무섭 동아대학교 국제무역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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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연구회

내용 | 삼
 성전자의 이동전화 사업의 사례를 활용하여 해외공장 설립이 국내 일자리와 기업의 경

조세재정연구회는 우리나라 조세체계와

발족 배경 및 운영

쟁력 및 기술적 공동화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결과, 저 보수의 단순 조립 일자리는 외

중앙·지방정부의 재정현황 및 문제점들

최근의 복지와 분배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철저한 검토 없이 정부의 재

을 검토하고, 향후 합리적인 세제개편과

원조달 방안이 수립될 경우, 경제활동은 심각하게 왜곡되고 국가의 부담은 증가하며 경

건전한 국가재정 수립을 위한 바람직한

제의 효율성은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회는 우리나라 현

정책방향의 모색 및 시사점 도출을 주요

과세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공공지출의 재원조달을 마련하기 위

국 근로자로 대체된 반면, 연구 개발직과 엔지니어 및 기술자와 같은 양질의 고 보수 일
자리는 증가하였다.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동 사례는 국내 일자리의 규모와 질이 기
업의 해외공장 설립여부가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 유지 여부에 달려 있음을 보여준다.

목적으로 한다. 2014년 한 해 동안 총 5

제2회
일시 | 4월 29일(화) 18:00
주제 | 한국 상장기업의 토빈의 Q 추정: 접근법간 비교 및 투자함수를 이용한 실험

회의 연구회가 개최되었다.

한 바람직한 세제개편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국가재정을 구축하기 위한 정
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발족되었다. 매월 1회 회동을 원칙으로 하며 주제발표
후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발표 | 김지연 IBK 경제연구소 박사, 곽주영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이근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내용 | 한
 국의 상장사에 대해 1980년에서 2005년까지 자산의 대체비용, 부채와 보통주 및 우
선주의 시장가치에 기초하여 다양한 방법에 의해 토빈의 Q를 추정한 후 추정된 토빈의
Q를 독립변수에 포함시켜 투자함수를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토빈 Q 회귀계수 추정치의
크기와 유의성이 토빈 Q를 측정한 방법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부채 혹은 자산의
장부가치를 이용하여 개략적으로 측정한 토빈의 Q는 기업수준의 토빈 Q값이 투자에 미
치는 영향을 과대 추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인적구성
김상겸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승래 한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김   진 동덕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류덕현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박기백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제3회
일시 | 9월 17일(화) 18:30
주제 | 대우 ‘세계경영’의 재조명 - 신흥국 다국적 기업의 전략과 조직
발표 |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내용 | 대
 우 김우중 회장의 세계경영은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세계적 규모에서 감행한 ‘선투자’

성명재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이영환 계명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이사

전략과 조직으로 선진국 다국적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자본력에 대항할 수 있는
전략과 조직을 세계적 범위에서 만들어낸 첫 번째 사례이다. 아프리카라는 틈새시장을
공략하여 오지에서의 인적 역량을 축적하였으며 ‘3각 무역’을 통한 파이낸싱 및 판매를
추진하였다. 상생의 원칙과 성장 및 리스크 관리를 추구하여 ‘고위험·고수익’을 ‘저위험·
고수익’으로 변화 시켰다. 세계경영은 창조와 도전의 솔선수범이 되었다. 아직도 신흥시장
은 넓고 할 일은 많으며 세계경영은 필요하다.

PART 4. 공유와 소통으로 변화의 영역을 확장하다

ANNUAL REPORT 2014

160

2014 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161

연구 및 정책제안

현안정책 대응

세미나·컨퍼런스

연구회·도서발간·정기간행물·
온라인 지식정보 서비스

2014년 운영 실적

제4회

[제1회]

일시 | 2014년 11월 7일(금요일) 16:30

일시 | 7월 30일(수) 16:30

주제 | 조세·재정지출 분포의 추정과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Prat II)

주제 | 공익법인의 과세체계 재정립방안

발표 | 성명재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발표 | 이영환 계명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내용 | 우
 리나라는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절대부담액 및 소득 대비 부담액 비율이 상승하는 누진

내용 | 과
 세규정에 대한 포괄적 규정 제정을 위한 공익법인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규정하고, 이

적 부담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절대수혜액은 커지나 소득 대비 수혜

러한 포괄적 규정을 어느 세법에 규정하는 것이 실효성이 높을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또

액 비율은 하락하는 역진적 수혜구조를 가지고 있다. 정책의 채택가능성 측면에서는 수혜

한 현행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체계를 주요국들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

대상범위가 넓고 부담범위가 좁은 정책일수록 선택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악해 보고,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제5회
[제2회]

일시 | 2014년 12월 12일(금요일) 16:30

일시 | 2014년 8월 22일(금요일) 16:30

주제 | How to Measure Spillover Effects of Public Capital Stock

주제 | 조세·재정지출 분포의 추정과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 A Spatial Autoregressive Stochastic Frontier Model

발표 | 성명재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발표 | 류덕현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내용 | 지
 난 30여 년간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완만한 U자형(1997~1998년 외환 및 경제위기

내용 | 공
 간적 의존성을 고려하는 공간자기회귀 확률프론티어 모형(a spatial autoregressive

기간 제외)을 보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전반적으로 소득불평등도가 상승하는 가운데,

stochastic frontier model)을 사용하여 스필오버효과로 간주할 수 있는 공공자본스톡의

고령화 사회가 진전될수록 소득불평등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미래의 소득

간접한계효과 평균값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스필오버 효과는 전통적인 생산함수 접근

불평등 대응 정책방향은 경제적 요인에 대한 대응이 충분하더라도 노인대책 위주의 재분

법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공공자본스톡의 다양한 수준의 산출 탄력성 차이를 설명할 수

배 정책이 필수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별 기술 비효율성의 다양한 수준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회]
일시 | 2014년 10월 6일(월요일) 16:30
주제 | 2014년 세법개정안의 가계소득증대 세제에 대한 분석
발표 |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내용 | 기
 업소득 환류세제 신설로 인해 전체기업들의 평균세액은 3억 2천만 원, 당기순이익 대
비 실효세율은 0.54%로 추정되며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배당이 크게 확대되는 경우에
재정건전성의 부담은 줄고 부자감세라는 비판은 피하면서 가계소득증대를 가져올 것으
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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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경제학과 역사학: 오스트리아 학파의 관점
저자 l 전용덕

오스트리아학파의 관점에서 경제학과 역사학의 방법론과 인식론적 문제를 다루고 있
다. 본서는 경제법칙 또는 경제이론이 선험주의임을 논증하고 균형분석을 실재론적 분
석으로 만드는 방법을 제안한다. 더불어 역사학 원리로서 ‘특정한 이해’라는 개념을 설명
하고, 역사가가 역사를 해석하고 설명함에 있어 필요한 개념과 원리를 제시한다. 이러한
역사학 원리를 이용하여 역사적 사건을 해석한 사례 또한 다수 제시하고 있다.

Regulatory Crimes and Overcriminalization
저자 l 김일중(편저)

Overcriminalization refers to the situation in which the marginal benefit of introducing
an additional criminal law falls short of its marginal cost. in fact, if a society is too much
criminalized, each new criminal provision imposes considerable harm to the society.
The punishment of victimless crimes lacks convincing legitimacy and may, for economic
reasons, remain less effective in terms of deterrence than for all other crimes.

Future of Factory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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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l 최병일(편저)

The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and the Asian Development Bank worked
together to explore and propose new ideas and proposal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and the depth of manufacturing production network in Asia. The aim is to develop
a new Asian development model that addresses the political and economic changes
taking place in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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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글로벌 경쟁력 취약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

2014년 성장률을 2013년 3월호 3.5%, 6

연구배경 및 목적

저자 l 김현종 외

월호 3.4%, 9월호 3.5% 그리고 12월호에

국내외 경제현안에 대한 심층분석과 향후 경제흐름에 대한 예측을 통해 기업경영전략

서 3.5%로 비교적 일관되게 전망하였다.

수립을 용이하게 하고 정책 당국에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

정부는 2014년 신년부터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세

이슈분석에서는 의료관광, 고용의 질적

을 두고 있다. 본 보고서의 심도 있는 분석과 예측은 자체 경제연구소를 보유하고 있

부 정책사항을 제안했으며, 그 일환으로서 규제개혁을 중점과제로 제시했다. 이 책은

개선 미흡, 디플레이션 등 현안을 시의성

지 않은 대부분 회원사들에게 직접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의가 있다. 정책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선진국에서 성장률 및 고용창출력이 높은 분야이지만
선진국 대비 취약한 산업을 분석하여 이들 산업에 대한 규제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2014 정책리스크 쟁점 평가
저자 l 한국경제연구원

2013년 한 해동안 입법화된 정책들의 쟁점을 분석함으로써 2014년 경제에 부담이 될

있게 분석하고 바람직한 정책대응을 제
시했다. 2015년 성장률은 3.7%로 2014년
(약 3.5%로 추정)보다는 높지만 매우 완
만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변양규 | 연구위원, 거시정책연구실장
김창배 | 연구위원
김윤진 | 연구원

방향 제시는 민간의 시각을 대변하는 종합연구소로서의 본원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연구내용
2014년 3월호 통권 제24-1호
전망 l 2014년 우리 경제의 연간 성장률은 3.5%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대외 여건 개

우려가 있는 정책리스크들을 평가하는 책이다. 기업부문, 노동부문, 복지부문 및 조세

선, 국내 정책효과 등으로 전년 하반기 이후의 경기 회복흐름을 이어가겠으나, 회복속

부문의 네 가지 분야로 분류하고 방법론적으로는 정책별로 논의되거나 입법화된 과정

도는 완만할 것이다. 지난 해 12월 발표한 3.4%에 비해 전망치가 0.1%p 높아졌지만,

을 정리하고 외국의 사례와 비교한 후 정책의 효과에 대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구성하

기준년도와 국민계정 통계편제 변경 효과 등이 혼재돼 실질적인 상향조정은 아니다.

였다.
정책과제 l 고용창출과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

지구온난화에 대한 오해와 진실

중 의료관광이 핵심부문 중 하나다. 의료관광 확대의 경제적 효과는 2020년 생산유발

저자 l 윤상호

11조6천억 원, 취업유발 8만4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현재 공공성 훼손
에 대한 논란으로 의료서비스 산업 확대가 지체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클러스터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각종 정책적 수단이 우리나라에서도 모색되고 있

내에 한하여 기본적으로 모든 규제를 폐지하는 ‘복합형 무규제 의료관광클러스터’를

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정책의 배후에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편향적 시각이 자리 잡고

조성하는 방안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있다. 지구온난화 현상에 대한 수많은 논란이 지속되었으며 현재도 과학적 논쟁이 진
행중이라는 사실을 대다수의 국민은 모르고 있다. 본 소책자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사

2014년 6월호 통권 제24-2호

회적 오해를 해소하고 객관적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는 취지에서 추진

전망 l 연간 성장률을 3.4%로 0.1%p 하향조정했다. 하반기 세계경제 회복세 약화, 환

됐다.

율하락세, 소비 부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민간소비는 가계소비성향이 하락하는 가
운데 세월호 이후 소비심리 악화 등으로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설비투자도 지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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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이후 정책 리스크 확대 등으로 회복세가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은 유럽(저

다. 일본 디플레 지수가 92년 3분기 연속 현재 우리 수준(0.31)을 기록한 이후 본격적

성장, 저물가), 중국(구조개혁 수반 성장 둔화), 일본(소비세 인상 이후 회복 불안), 신

인 디플레이션에 진입한 바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흥국(금융불안 재발 가능성) 등 대외여건 불확실성 확대의 영향으로 회복세가 5%대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았다.

2014년 12월호 통권 제24-4호
전망 l 2015년 성장률을 3.7%로 그대로 유지했다. 글로벌 성장전망 약화, 엔저심화 등

정책과제 l 양적 고용사정이 크게 개선된 것을 근거로 민간소비가 곧 회복될 것으로 기

하향요인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제유가의 큰 폭 하락이 하방 위험을 크게 완화할 것으

대하기는 어렵다. 고용증가세는 확대되었지만 오히려 소비여력은 감소했기 때문이

로 예상되기이다. 한편 2015년 소비자물가는 수요회복 부진, 원/달러환율의 제한적 상

다. 산업별·연령별 평균소비성향 변화를 분석한 결과, 신규 임금근로자 1인이 소비

승 등으로 상승요인이 크지 않은 가운데 국제유가가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하면

지출 증가에 기여하는 정도는 2006~2013년 사이 약 3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

서 1%대 상승률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2015년 경상수지 흑자는 서비스수지 적자 확

히, 30~40대는 고용증가가 미흡한 상황에서 평균소비성향마저 하락하여 소비여력 감

대에도 불구하고 유가하락→ 수입금액감소→ 상품수지 확대의 영향으로 올해(876억

소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고용회복이 가장 큰 50대 이상도 평균소비성향 하락의 영향

달러)와 거의 유사한 약 866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원·달러 환율에 대해

이 커서 소비여력 증대에 기여하는 정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2013년

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상승압력을 경상수지 큰 폭 흑자가 제한하면서 연

에 임금근로자는 무려 47만6천 명 증가하였지만 소비여력 증가에 기여하는 정도로 평

평균 1,071원 정도를 완만한 절하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가할 경우에는 30만5천 명에 불과하다.
정책과제 l 국제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 신흥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환율 변동

2014년 9월호 통권 제24-3호

성도 함께 증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최근에는 주요 국가 간 통화정책 공조 약화로

전망 l 2014년 성장률은 3.5%, 2015년 성장률은 3.7%로 전망했다. 2015년 세계경제 성장

신흥국 환율 급변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환시장 교란요인에 대한 질서 있

률이 4.0%로 올해(3.4%, IMF추정)보다 높아지고, 대내적으로는 확장적 거시경제 운용

는 적극적 대응, ▽거시건전성 대책을 통한 시장의 신뢰회복, ▽국제금융외교 노력 강

등이 성장률을 소폭 끌어올리는데 기여 할 것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美

화 등을 통해 과도한 환율 변동성을 축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출구전략 시행, 중국의 성장 둔화, 엔화 약세,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부담, 부동산 경
기 회복 불확실성 등으로 4%대의 높은 성장세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물가

평가

는 원유 및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 등으로 2%대 초반의 제한적인 상승세에 그치고 경

2014년 성장률을 연초 이후 3.4~3.5%로 일관되게 전망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국내외 연

상수지 흑자 약 800억 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구기관 중 가장 높은 예측 정확도를 보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형 개선을 통해 예측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관광,

정책과제 l 디플레이션 우려와 관련, IMF의 디플레이션 취약성 지수를 추정한 결과, 우

고용의 질적개선 미흡, 디플레이션 등의 분석은 시의적절하고 선도적인 현안 대응이

리 경제의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아직 보통 단계이나 최근 이 지수가 빠른 상승세를 보

었다.

이고 있고 과거 일본의 추이와 유사해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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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연구』 발간 사업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소비, 투자가 더

연구배경 및 목적

규제연구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발간되는

발간배경 및 목적

욱 세계화되어 가고, 한국 기업의 해외

전 세계의 실물 및 자본 시장의 연결이 가속화 되어 가고 있는 지금은 대한민국의 거

종합학술지로 규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불필요한 규제 완화는 효율적인 시장경제 구축의 근간을 이룬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

진출도 더욱 활발해짐에 따라 국내외에

시경제 상황 변화가 국내 가계의 민간소비, 기업의 설비 및 건설 투자, 정부의 정책입

규제 관련 쟁점 및 정책과제 발굴, 규제개

우 규제 관련 연구가 미흡하고 전문 연구인력 풀(pool)도 크지 않은 상황이다. 『규제연

안 및 정부지출 뿐 아니라 해외의 기업가, 투자가 등 다양한 경제주체의 의사 결정에

혁 사례 소개, 정책평가 및 대안제시 등을

구』는 국내 유일의 규제전문학술지로서 관련 연구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영향을 미친다. 이에 주요 거시 지표에 대한 동향을 분석하고, KERI 경제전망 모형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규제완화, 경쟁

2002년부터는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어 기여도를 더욱 증진하고 있다.

서 대한민국의 거시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에 분기별로 주요 거시경제 동향
과 전망, 그리고 시의적절한 정책 이슈에
대해 영문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김창배 | 연구위원
김윤진 | 연구원
김은혜 | 연구원

이용하여 향후 거시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을 했다. 특별히 문제시될 만한 시의성 있
는 거시지표의 급변 및 관련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도 분석한 후 결과를 더했다.

촉진 등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수준
을 제고하고, 자유시장경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발간내용
『규제연구』는 상반기, 특집호, 하반기로 연 3회 발간되고 있다. 투고된 모든 논문은 2

연구내용

명의 심사위원 모두에게 B 이상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바, 『규제연구』에 투고되었으나

보고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모든 내용이 하나의 장으로 요약되어 있는

게재되지 못하는 논문 기각률은 50%를 넘는다. 이와 같은 엄격한 심사 기준은 높은 수

Executive Summary, 최근 대한민국의 경제 동향과 다음 기에 대한 전망, 시의성 있는

준의 논문만을 게재함으로써 『규제연구』가 규제전문학술지로서 명성과 위상을 유지

정책 이슈에 대한 분석이 있는 Economic Trends and Outlook, 그리고 3개월 사이 한국

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2014년 상반기에 발간된 제23권 제1호는 「식품·화

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가 소개되어 있는 Recent Publications이다. 최근 경

장품의 품질경쟁 유인과 소비자선택권 보장을 위한 표시규제 개선 방향」, 「집중투표제

제 동향은 해당 분기의 GDP,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물가, 고용, 금리와 환율에 대한

도 의무화 개정(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 「프라이버시법의 규제와 혁신」, 「담합규제 개

분석을 담고 있다. 경제 전망은 세계경제, 유가와 환율에 대한 전망을 기반으로 다음

선방향: 공동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이사회 다양성과 기업성과」, 「탄소

분기 및 연간 경제 성장률,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수출입, 경상수지, 소비자물

배출규제에 따른 업종별 산업경쟁력 분석과 보완방안」, 「사행산업 간 대체성과 총량규

가, 금리, 원달러 환율에 대해 전망했다. 정책 이슈 분석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

제 개편방안」 등으로 총 7편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하반기에는 제23권 특집호를 마련

언(4월), 고용시장의 질적 분석을 통한 민간소비 회복 가능성 점검(6월), 엔저 현상의

하여 「규제개혁 지속을 위한 정부 3부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한국 규제개혁시스

배경과 거시 경제학적 영향력(10월)에 대해 분석했다. KERI Economic Bulletin은 온라

템의 혁신방안」, 「행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의 과제」, 「입법부와 규제개혁」, 「규제개혁과

인으로 분기마다 발간되는 보고서로 4월, 6월, 10월 발간되었으며 다음 호는 2015년 1

사법부의 역할」 등 총 4편의 논문을 게재하고 있다.

월 발간 예정이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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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규제연구』는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제기되는 규제이슈와 경쟁정책 이슈

영문으로 된 짧은 경제전망과 정책과제라는 측면에서 주요한 대한민국의 거시경제 동

를 다룬 우수 논문을 게재하는 국내 유일의 규제전문학술지다. 규제와 경쟁정책 관련

향과 전망 및 이슈에 대해 명확하면서도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했다. 또, 시의성 있는

연구를 촉진하고 이러한 논문들이 대중에게 알려질 수 있는 장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거시 경제 급변 및 정책 변화에 대해 2~3 페이지로 원인과 분석까지 내놓아 읽는 사람

전 분야에서 규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며 경쟁을 촉진하

의 의사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쳤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여 시장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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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칼럼

한국경제연구원은 과거 ‘전문가 칼럼’, ‘경

2014년 KERI 칼럼 게재 현황

날짜

제이슈 논평’, ‘기업법과 제도이슈’ 등 세
가지로 나누어 운영하였던 주요 오피니언
리더 대상의 웹메일링 서비스를 2009년
7월 1일부터 ‘KERI 칼럼’으로 통합·운영
하고 있다. KERI 칼럼은 한경연이 추구하
는 ‘자유시장Free Market’, ‘자유기업Free

내용

날짜

로 한경연 내·외부 필진이 번갈아 집필한
다. 2014년 중 KERI 칼럼의 주요 내용 및
필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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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진

019
020

03-14 빅데이터의 활용 현황, 문제점과 대책

조하현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021

03-17 섀도보팅제도의 폐지에 따른 대안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경련 경제본부장

001

01-03 2014년, 너무 늦지 않은 마지막 시간

002

01-06

003

01-08 2014년 부동산시장 전망과 정책에 거는 기대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
구실장

022

03-19 주택시장의 온기와 혼란

004

01-10 올해는 ‘소통과 통합’ 논리 제대로 펴야

현진권 전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현 자유경제원 원장

023

03-21

공익성에 따라 공익법인에 대한 과세체계를
이영환(계명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재정립하자

005

01-15 시장경제활성화를 위한 2014년 상법의 역할 최승재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024

03-24

006

01-17 중국의 길어지는 그림자

창조경제는 대변혁의 모멘텀 형성을 위한
노력과 인내 아래 싹틀 수 있어

최원락 전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전경련 규제개혁팀

복거일 소설가/문화미래포럼 대표

007

01-24 다보스 포럼과 스위스 국가경쟁력의 원천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025

03-26

큰 정부 vs 시민사회의 小戰士들
(Little Platoons)

이인권 전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008

01-27 2014 경제정책, 경제활성화가 답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026

03-28

009

01-29

규제개혁의 첫 걸음, 효과 없는 규제는 과감
김성준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히 버려야

027

04-02 의사 파업 사태와 의료서비스 가격통제

010

02-03 기업가정신 고양하는 행정가정신이 절실하다 한세억 동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011

02-07 단기적 성장과 장기적 구조개혁

028

04-04

이승훈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02-10 주요 노동정책 이슈, 임금경쟁력이 관건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융합학
부 교수

029

04-08 무상버스 정책을 우려한다

김상겸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012

030

04-11 정년연장, 임금체계의 개편이 선행되어야

정기화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013

02-14 비정상인 한국정치의 정상화와 안철수 신당 이인권 전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014

02-17 두 도시 이야기

031

04-15 3만 달러 시대 패러다임이 바뀐다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성환 한화생명 은퇴연구소장/고려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015

02-21 역사학의 가치중립성

전용덕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032

04-18 협력적 ICT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언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
수/변호사

016

02-28

갑오년, 고용노동 현안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승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033

04-23 정치실패, 치유할 방법은

민경국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03-03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공 위한 세 박자, 3필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必) 3보(補) 3금(禁)
아시아금융학회장

034

04-25 기준금리 인상 필요한가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017

035

04-29 복지사각지대 논란, 해결책은 무엇인가?

유진성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018

03-07 통상임금, 아직 끝나지 않은 문제

036

05-02 규제개혁의 최종 목표는‘작은 정부’여야 한다 안재욱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037

05-07

최병일 전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대한민국 정치실패의 진단과 극복:
김인영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정책으로 승부하는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며 교수

Enterprise’, ‘자유경쟁Free Competition’
의 가치에 부합하는 정론을 펼치는 장으

필진

내용

건강보험공단의 담배회사 소송은 국민을 위한
우석진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03-12
길인가?

휴대전화 보조금 차별, 소비자들에게 해를
끼치는가?

정회상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거시
정책연구실장

가격규제를 개혁하는 것이 규제 개혁을
완성하는 것이다

국가는 규제만능에서 벗어나고 시민도
성숙해저야

이창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전용덕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신중섭 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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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진

038

05-09 노동시장을 개혁한 독일, 경제가 살아났다

박동운 단국대학교 명예교수

039

05-14 우리나라 지방교부세 제도에 대한 소고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040

공공기관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
05-21
부채·국가재정에 독(毒)이 되나?

허원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041

05-29 시장실패의 정치화 그리고 정치실패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042

06-03

생산가능지식 확충을 통한 기업생산성
제고가 경제활성화를 가져온다

최남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043

06-12

건강보험과 의료공급체계,
가격통제가 최선인가?

이창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044

06-25 제조업 혁명에 거는 기대

김용열 홍익대학교 국제경영학과 교수

045

07-03 환경규제의 치명적 자만

김영신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046

07-10 존 아담스와 여론 정치

장대홍 한림대학교 재무금융학과 명예
교수

047

07-18 한·중 FTA 협상 연내 타결 가능할 것인가? 정인교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048

07-29 중국의 클럽메드와 구글의 사과나무

049

08-07

여름마다 돌아오는 ‘스크린 독과점’ 논란의
실체

050

08-13

기업규모에 차별 없는 가업승계제로의 진화
정승영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를 기대하며

051

08-21

창의와 혁신은 ‘뷔자데(vuj`a d´e)’ 역량에서
나온다

이방실 동아일보 기업가정신센터장

052

08-29

‘혁신’과 ‘현실’에 어울리는 ‘제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

정승영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053

09-19 강요로는 생기지 않는 금융경쟁력

054

09-24

신의칙 적용, 정부도 법과 예산 내에서
운영되는 조직임을 감안해야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거시
정책연구실장

055

10-08

과학·기술·혁신의 국가전략과
기업가정신 교육

권대봉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056

10-15 걱정되는 ‘재정의 일본화’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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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진

057

10-29 아이스버킷 챌린지 유감

058

11-10

059

11-12 혁신학교 확대, 수요자 선택에 맡겨야

오정근 건국대학교 특임교수, 한국경제
연구원 초빙연구위원

060

11-21 보편적 무상복지로 몸살 앓는 지자체

허원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061

11-27 세계경제 장기정체론의 배경과 정책적 함의 유진성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062

12-04 규제개혁, 러셀의 역설에 빠진 정부

이혁우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063

12-18 무상복지도 공짜점심이 될 순 없다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064

12-30

보이는 규제와 보이지 않는 규제
- 세계은행 기업환경 순위 논란 -

권남훈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골목상권은 우리가 지켜내야 할 공공자원이 김진국 배재대학교 중소기업컨설팅과
아니다
교수

김미애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이문원 미디어워치 편집장, 문화평론가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미래
전략연구실장

신지호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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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아카데미아

대학생 및 일반시민들에게 자유주의와

연구배경 및 목적

시장경제 이념을 쉽고 빠르게 전파하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국가의 근본 틀로 하는 한국에서 이에 대한 부정적 왜곡

위해 2013년 7월부터 한국경제연구원

과 폄훼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온라인상에는 부정확하고 그릇된 정보들이

홈페이지 ‘KERI 아카데미아’를 통해 동

많음에도 이를 바로잡을 콘텐츠들이 부족한 실정이다. 활자보다 영상에 익숙한 세대

영상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경제 분야

인 청년층과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정보습득이 편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유주의

이외에 세금, 자유주의 철학, 역사, 영화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인터
넷 팟캐스트 ‘정규재 TV’를 통해서도 동
시에 시청할 수 있다.
현진권 | 전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현 자유경제원 원장

와 시장경제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동영상 강좌를 실시하여 올바른 이념과
가치관을 공유한 시민사회를 형성하고자 했다.

강의주제 및 강사
시장경제와 기업 l 김종석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시장경제, 오해와 이해 l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바로 보는 경제개념 l 김영용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자유주의 경제학 l 민경국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자유주의 철학적 l 신중섭 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자유주의로 세상읽기 l 안재욱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세금 l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
복지 l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
영화·문화지형에서의 이념구도 l 조희문 인하대학교 연극영화학과 교수
현대사 속으로 l 강규형 명지대학교 기록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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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성공의 열쇠 l 이명희 공주대학교 역사교육학과 교수
나라 만들기-대한민국사 l 이영훈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평가
‘KERI 아카데미아’는 연구결과의 전달에 있어 기존 활자매체에서 벗어나 동영상을 택
해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였으며,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내용을 구성
하였다. 특히 온라인 콘텐츠에 있어 양적, 질적으로 열세에 있던 자유주의, 우파 진영
에 새로운 아카이브를 구축한 점은 높게 평가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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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지식정보 서비스_Cyber KERI

회원사 임직원 및 일반회원에 대한 온라

사업의 목적

‘KERI 아카데미아’를 통해 멀티미디어 시대의 다양한 니즈에 대응하고 있으며, 그밖에

인 서비스를 강화하고, 회원사 임직원과

온라인 지식정보 서비스 사업은 21세기 디지털 시대를 맞아 회원사 임직원 및 일반회

경제·경영 관련 도서에 대한 전문가 리뷰를 게재하는 ‘KERI 서평’과 본원 연구진과 각

의 사이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상호 효

원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고, 회원사 임직원과의 사이버 네트워크를 형성하

계 전문가들과의 학술적 교류 및 연구지원을 위한 모임인 각종 연구회의 발표자료를

율적인 정보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

여 상호 효율적인 정보교류의 장으로 발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게재하는 ‘지식네트워크’ 부문 등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운영하고 있다.

으로 본원의 연구발간물 등을 게재하고

특히 인터넷 환경변화와 스마트 미디어 기기의 발전에 따른 회원들의 다양한 요구를

또한 이와 같은 양질의 정보를 회원 개개인에게 보다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한 메일링

수용하고, 정보 콘텐츠 강화 및 서비스 고도화 전략을 통해 온라인 지식정보의 허브로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KERI 칼럼’과 ‘KERI 브리프’ 뉴스레터를 비롯하여 각종 행사

자리매김하여 명실상부 ‘자유시장경제를 대표하는 Data Bank’로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안내 및 주요 콘텐츠를 종합·정리한 KERI Mailzine 등 한 해 동안 총 171회의 뉴스레터

제시하고자 한다.

를 발송하였다.

있다. ‘연구자료’ 부문, 다양한 이슈에 대
한 전문가들의 심층적 진단과 분석정보
를 제공하는 ‘이슈분석’ 부문, 경제동향
및 30대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KERI DB’ 부문 등으로 구성하
여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원은 급변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이와 같은 온라인 지식정보 서

사업의 주요 내용

비스를 수행해 왔으며 그 결과, 2003년 2월 회원제 사이트로 개편한 이래 현재 회원수

다양한 콘텐츠와 차별화된 서비스, 정보의 구조화 및 사용자 접근성 강화를 통해 스마

가 7만 명이 넘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12년 10월부터 모바일 웹

트 미디어 환경에 최적화된 온라인 지식정보 서비스(www.keri.org)의 주요 콘텐츠는

(m.keri.org)을 통해 다양한 환경의 사용자들에게 본원의 온라인 지식정보 서비스가

다음과 같다.

확대되고 있으며, 소셜미디어 서비스인 트위터(twitter.com/keri_org)를 통해서도 정보

‘연구자료’ 부문은 ‘연구보고서’,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규제연구지’, ‘세미나 자료’ 등

의 유통과 회원들과의 소통이 활성화되어 열린 지식교류의 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

본원에서 발간되는 모든 자료의 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기업경영에 관련된 정부정

러한 온라인 지식정보 서비스는 KERI의 브랜드 가치 향상 및 시장경제 철학을 전파하

책 등의 분석 및 최근 경제동향 및 전망을 제공하여 능동적인 기업경영전략 수립과 최

는 유용한 기제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근 경기 및 경제정책에 대한 이해 등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슈분석’ 부문에서는 잘못된 보도와 오해를 바로잡는 ‘KERI Facts’를 비롯하여,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분석과 정부정책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담은 ‘KERI 브리프’, 다양한
이슈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층적 진단과 분석정보를 제공하는 ‘KERI 칼럼’을 통해 시장
경제원리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의 구심점을 잡아주는 역할
을 담당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음으로 ‘KERI DB’ 부문은 최근 경제동향 및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의 경제전망 데이
터를 제공하는 ‘경제동향과 전망’ 코너와 우리나라 상위 30대 대규모기업집단의 연도
별 순위, 경제성과 추이, 영위업종 및 계열기업수, 기업공개 현황 등의 요약정보를 제
공하는 ‘30대 대규모기업집단’ DB가 구축되어 있다.
또한 시장경제, 자유주의, 정책어젠다, 문화, 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동영상 강좌인

PART 4. 공유와 소통으로 변화의 영역을 확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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