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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2016년
시장경제연구백서』를
발간하며

년 가을. 우리 경제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1997

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거쳐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가 했

고속성장 신화의 페이지를 빠르게 넘겨 오던

습니다.

었습니다. 중소기업은 물론이거니와 대기업조차 문을 닫는 곳이

하지만 우리 경제를 둘러싼 어둠이 걷힐 기미가 보이지 않는 요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취업과 동시에 직장을 잃은 청년, 하

즘, 1997년 가을이 다시 오는 것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습

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중년의 가장들에 국민들은 가슴이 아팠습

니다. 브렉시트, 도널드 트럼프 취임 등 보호무역의 서막을 알리

니다. 경제는 주저앉았고 조금이라도 위기를 벗어나는 데 도움

는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적신호

이 될까 우리의 아내와 어머니들은 장롱에 있던 패물을 내놓았

가 켜졌습니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선 생소하기만 한 외환위기는 엄청난 충격이

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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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을 국내로 돌려도 불안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정국의 혼란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로 규제개혁이란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노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초래하고, 대선이라는 정치 이벤트가 경

사정 대타협 불발로 꺼져가는 노동시장 개혁의 불씨를 살리기 위

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의 주력 산업 역시

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 노동시

미래가 밝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우리 경제가 얼어붙어 있

장 개혁 현황을 살피고 시사점을 제시하는가 하면, 대체근로제만

고, 청년들도 실업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허용해도 취업자 수를 늘릴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
습니다. 이밖에도 노동개혁의 주요 쟁점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

2016년 한 해 한국경제연구원은 긴 터널에서 한국경제가, 우리

최하고, 지난해 출범한 20대 국회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20대

기업이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데

국회 정책과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도 국회 입법의 비

연구와 홍보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지난 4월 26일에는 <대규모

효율성을 지적하고, 수도권 규제 개선의 논리를 연구해 재계의 주

기업집단 지정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특별좌담회를 개최했습니

장을 여론과 정치권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다. 중견 대기업 대표를 초청해 그분들의 목소리를 빌어 수십 년
동안 경제규모는 커지는데 여전히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은 5조 원

지난해 말 국회에서 곧 통과될 것만 같던 법인세 인상 논의를 막

에 묶여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등 대기업규제의 무제를 짚었습니

는 데도 연구역량을 집중했습니다. 법인세 인상 시 자본의 해외유

다. 이러한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지난해 9월부터 기준이 5조

출만 촉진하고, 경기가 내려앉아 세수만 줄어들 것을 경고했습니

원에서 10조 원으로 상향조정되는 등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다.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을 들어 우리 경제에 손실이 막대

또 지난 가을, 물류대란 사태 당시 해당 그룹과 대주주가 무한책

할 것임을 알리는 연구결과도 제시했습니다. 또 지나치게 재량적

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를 중심으로 여론을 지배했습니다.

인 세무조사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문제를 짚었습니다.

이에 한국경제연구원은 여론의 균형을 잡기 위해 <물류대란 사
태, 어떻게 볼 것인가> 긴급 좌담회를 개최해 법정관리에는 정부

2017년, 새로운 정치 리더십이 세워질 중요한 한 해입니다. 또

도 책임이 있는 만큼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전의 대주주에게 모든

우리 경제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 던져

책임을 전가하기보다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하

진 해이기도 합니다. 여리박빙(如履薄氷)의 경제상황이 예상되

기도 했습니다. 사내유보금이라는 용어가 주는 어감 때문에 각종

지만 저희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 기업,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정책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회생과 도약의 실마리를 찾아 제시하겠습니다. 이를

쌓아놓은 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데도 사내유보금이 매년 규모

통해 회원기업들의 도약에 밑거름이 되고자 합니다. 붉은 닭을 상

가 커진다며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는 그릇된 논리에 적극 반박

징하는 정유년(丁酉年) 한 해, 누구보다 일찍 깨어 새벽을 알리

했습니다. 배임죄나 기업인에 대한 사면 역차별 같은 민감한 이

는 연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슈도 문제를 적극 지적하는 등 이처럼 지난 한 해 동안 한국경제
연구원은 회원사에 불합리한 부담을 지우는 각종 규제의 해소에
노력했습니다.

2017년 2월 한국경제연구원장

권태신

우리 경제의 현주소를 객관적으로 진단해 사회에 경고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기업가정신지수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10대
수출품목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분석했습니다. 떠오르는 중국
기업들과 비교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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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목적

한국경제와 기업의 장·단기 발전과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효율적인 자유시장경제
체제 구축과 건전한 기업성장을 이루어 국민경제와 세계경제의 성장·발전에 기여한다.
현실 경제에 뿌리를 둔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분석, 현장 중심의 조사사업을 토대로
실천적 정책대안을 개발·제시함으로써 민간경제계의 정책두뇌집단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한다.
국내외 경제 및 산업 동향에 관한 체계적 정보 수집 및 분석을 통해 기업의 세계적 경영
전략 수립에 실용적 지침을 제공하는 데이터뱅크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조직도

원장

부원장
/기획조정본부

기업연구실

홍보팀

산업연구실

연구지원팀

미래성장동력실

거시연구실

노동시장연구
T/F

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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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소개

권태신 원장
02-3771-0005

학

kwontaeshin@k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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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경력 	국무총리실장(장관급), 駐 OECD 대표부 대사, 재정경제부 제2차관,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부위원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
국제업무정책관 등 다수
전문분야 경제정책, 국제금융

배상근 부원장
02-3771-0023

학

skbae@k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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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경력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상무,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산업연구원 연구
위원 등 다수
전문분야	거시경제, 화폐금융, 국제금융, 중앙은행(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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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소개

기업연구실
기업연구실은 기업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제도 및 규제를 심층 연구하여 시장
원리와 경제자유를 심화·확대하고 기업경쟁력, 기업가정신을 향상시키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기본과업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정책 연구, 기업관련법 연구, 기
업생태계 연구, 혁신기업연구 등 관련 연구 분야를 포괄하며, 이 연구 분야에 대한 단·
중·장기 실증 분석은 물론 정책, 법·제도 및 규제 등을 분석하여 정책대안을 수시로 제
시한다.

신석훈 실장 / 연구위원

이름

직위

전문분야

신석훈

실장 / 연구위원

상법, 경제법, 법경제학

황인학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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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회상

부연구위원

산업조직론

김윤경

부연구위원

현금보유, 기업집단, 다각화

김미애

부연구위원

Applied Microeconomics, Cooperative Game theory

이기환

부연구위원

산업조직론

황재원

부연구위원

경영

박현성

연구원

기업가정신, 경제성장

산업연구실
산업연구실은 시장경제, 국제규범, 기업의 창의적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이
에 대한 이론과 실증분석을 통해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의
방향을 제시한다. 아울러, 국내 주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 및 정책
개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주요 연구 분야는 진입 및 가격규제, 산업입지 규제, 서
김현종 실장 / 연구위원

비스산업 규제 등 경제적 규제와 한국의 국제통상 및 투자환경 분석 등 산업통상정책을
포함한다.
이름

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직위

전문분야

김현종

실장 / 연구위원

기업지배구조, 대규모기업집단 연구, 경쟁정책, 산업조직

양금승

선임연구위원

규제개혁, 토지 및 산업입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윤상호

연구위원

시제간선택, 공공선택, 종교경제학, 응용미시

허원제

연구위원

비교경제, 경제체제 전환, 응용미시/미시계량

김영신

연구위원

규제, 공공선택, 재정, 응용미시

정재원

연구위원

국제경제학

오경수

부연구위원

에너지/환경 경제, 국제무역, 기후변화, CGE 모형 분석

송용주

연구원

국제통상, 국제경영

최명서

연구원

유가증권법, 공정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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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성장동력실
미래성장동력실은 저성장구조를 극복하고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미
래성장동력 창출 및 이와 관련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기본과업으로 한다. 구체
적으로는 물적자본·인적자본·기술혁신 연구 및 3新(신산업·신시장·신기술) 연구, 조
세·재정·금융 연구, 저출산·고령화 연구 등 관련분야 연구를 포괄하며, 이 연구 분야에
이병기 실장 / 선임연구위원

대한 정책·법제도·규제 분석 및 실증 분석을 통해 시장경제원리에 바탕을 둔 정책대안
을 수시로 제시한다.
이름

직위

전문분야

이병기

실장 / 선임연구위원

기업이론·정책연구, 기업투자·기술정책, 기업구조조정·퇴출제도

조경엽

선임연구위원

재정학, 응용 거시경제학

이태규

연구위원

금융경제, 응용계량경제, 거시경제

유진성

연구위원

노동경제, 응용미시/미시계량

석우남

부연구위원

산업조직론

임동원

부연구위원

조세법, 금융조세

강소라

연구원

Public Finance and Administration, Trade and Industrial Policy

김혜련

연구원

거시경제

유경진

연구원

기술경영, 기술정책

거시연구실
거시연구실은 거시경제 분석과 전망 및 거시정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여기에는 실
물경제와 관련된 성장, 투자, 소비, 고용, 소득분배 및 국제무역 등의 이슈가 포함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자유시장경제원리의 정착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현안
과 관련된 정확한 분석과 중장기 전망 및 정책 제언을 정부 및 기업에 제공하는 것이 거
변양규 실장 / 연구위원

시정책연구실의 주요 목표이다.
이름

직위

전문분야

변양규

실장 / 연구위원

거시경제, 노동경제

김창배

연구위원

거시경제전망 및 모형개발

김성훈

부연구위원

거시경제(경기변동), 국제경제(거시금융)

이승석

부연구위원

거시경제학, 금융경제학, 시계열경제학

김윤진

연구원

금융경제학, 가치론, 금융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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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연구 T/F
노동시장연구 TF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대한 경제적·법률적 분석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노동시장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우리나라 노
동시장에 관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명확한 분석을 통해 정부와 기업에게 정책적 시사
점과 합리적 대응책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변양규 연구위원
이름

직위

전문분야

변양규

연구위원

거시경제, 노동경제

이진영

부연구위원

노동경제

우광호

부연구위원

노동경제학, 응용미시, 노사관계

이수정

연구원

노동법

연구지원팀
민간경제계의 정책두뇌집단으로 견인하기 위해 연구성과를 극대화하고 창의적인 조직
문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반 연구지원을 주관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인사, 회계, 총
무, 전산 및 홈페이지 운영, 회원관리 등을 담당하며 각종 세미나, 연찬회 등을 통해 회
원서비스 및 대외 협력을 수행하고 있다.
이름
김정하

직위
팀장

조돌형

연구지원

박현숙

총무

이은주

예산, 감사

문경필

대리

재무, 회원 관리, 인사

박보희

기획조정 업무

김예진

비서

한양선

연구지원

강제봉
이종호

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전문분야
연구지원 총괄

전산, 홈페이지 관리
연구원

국제통상

이상미

비서

최재철

총무

허영재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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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팀
대외협력 및 연구 결과의 홍보와 정책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고 정보서비스를 포함한
각종 회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름

직위

전문분야

송재형

팀장

언론홍보, 출판 총괄

김영은

선임연구원

대외홍보 및 행사(연구회)

양주희

출판, 정보자료

정다운

언론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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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4월 1일 정부산하 연구기관에 상응하는 민간경제 연구기능의 확충ㆍ강화를 위

연혁

해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경제기술조사센터」(1967년)를 확대ㆍ개편해 사단법인 「한
국경제연구원」을 설립

1980

199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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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1990. 02

이사회 개편(사외이사제도 도입)

1993. 02

제4대 회장 최종현, 제4대 원장 조석래 취임

1995. 02

부원장 손병두 취임

1995.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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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04

부회장 조석래, 제5대 원장 좌승희 취임
(상근원장제 실시)

1998. 09

본원의 「자유기업센터」 → 「(재단법인)자유기업원」
으로 분리 독립

「민간경제기관연구협의회」 발족(회장: 유창순)

1987. 10

부원장 조규하 취임

1988. 02

부원장 구석모 취임

1989. 02

제3대 회장 유창순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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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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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산업 경쟁력
강화의 길을 찾다

2000

성장의 토대를
다시 구축하다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다

지식 네트워크를
구축하다

201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00. 01

제5대 회장 김우중 취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0. 12

「한국경제연구원 동우회(원우회)」 창립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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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07

‘한경연 사회통합센터’ 출범

2003. 02

제7대 회장 손길승 취임

2003. 03

「국제경제연구센터」 신설

2004. 02

제8대 회장 강신호 취임

2004. 10

「규제연구센터」 신설

2005. 04

제6대 원장 노성태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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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03

제10대 원장 권태신 취임

2006. 03

「경제교육본부」 신설

2014. 05

부원장 배상근 취임

2007. 03

제9대 회장 조석래 취임

2007. 04

제7대 원장 김종석 취임

2007. 06

「규제개혁추진단」 발족 운영

2007. 12

『규제개혁 종합연구』 발간

2008. 03

경제교육본부 폐지, 연구조정실 내 경제교육팀 신설

2008. 12

사무실 이전(전경련회관 12층 → 하나대투증권 8층)

2009. 05

제8대 원장 김영용 취임

2009.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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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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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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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전략연구실 신설, 사회통합센터 폐지, 연구지원실
미
을 연구지원팀으로 개편
 존 5실 1센터를 「기획조정본부」, 「기획조정실」,
기
「기업정책연구실」, 「공공정책연구실」, 		
「거시정책연구실」, 「미래전략연구실」, 「홍보팀」,
「연구지원팀」 등 1본부 5실 2팀으로 조직 개편

2015. 02

기존 1본부 5실 2팀을 「기획조정본부」, 「기획조정실」,
「기업연구실」, 「거시연구실」, 「공공연구실」, 「산업연구
실」, 「미래전략실」, 「홍보팀」, 「연구지원팀」 등의 1본부
6실 2팀으로 조직개편(산업연구실 신설, 연구부서
명칭 변경)

2015. 08

기획조정실 내 노사연구 T/F 신설 		
(노동시장연구T/F로 명칭변경, 8/31)

2016. 01

기존 1본부 6실 3팀을 「기획조정본부」, 「기업연구실」,
「거시연구실」, 「공공연구실」, 「산업연구실」, 「미래전략
실」, 「노동시장연구T/F」, 「홍보팀」, 「연구지원팀」 의 1본
부 5실 3팀으로 조직개편(기획조정실 폐지, 기획조정
본부 내 5실 1팀 편입)

2016. 04

기존 1본부 5실 3팀을 「기획조정본부」, 「기업연구실」,
「거시연구실」, 「산업연구실」, 「미래성장동력실」, 「노동
시장연구T/F」, 「홍보팀」, 「연구지원팀」의 1본부 4실 3
팀 체제로 개편(미래전략실 및 공공연구실 폐지,
미래성장동력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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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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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네트워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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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성장의 토대를 다시 구축하다

Part. 4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다

Part. 5

지식 네트워크를 구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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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2016 한국경제연구원
보도자료 배포

112 건

언론 노출

2,129건

방송 노출

325건

블로그 누적방문

44.6만 명

웹진 도달

540만 건
020

경제와 사회에
울림을 주다

기업과 산업 경쟁력
강화의 길을 찾다

연구회 개최

페이스북 도달

(2016.12월 한 달 기준)

성장의 토대를
다시 구축하다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다

지식 네트워크를
구축하다

61회
7.6만 건

지면언론 노출

8건/일

언론사 칼럼

9.4건/월

보고서 발간

10.2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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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제개혁에 대한
여론 조성

한국경제연구원은 회원사의 짐을 더는 데 주력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024

1
경제와 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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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산업 경쟁력
강화의 길을 찾다

성장의 토대를
다시 구축하다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다

지식 네트워크를
구축하다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 개혁

04

월

25

일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특별좌담회 개최
- 중견기업 대표를 초청, 경제규모는 커지는데
대기업집단 기준은 여전히 5조라는 모순 지적
- 이에 공정위는 9월 30일부터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상향
- 코오롱, 동부, 동국제강, 아모레퍼시픽, 한국타
이어, 하림, 카카오, 이랜드가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되면서 대기업에만 적용되는 규제 70여
개의 덫에서 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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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사태와
물류대란 해법 제시

09

월

12

일

<물류대란 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
긴급 좌담회 개최
-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한진그룹과 대주주가 무
한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인 가운데
지나친 희생 요구는 과도하고 무리한 처사라
고 지적. 균형 잡힌 해결방안 논의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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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유보금 논란 대응

07

월

27

일

<사내유보금의 올바른 의미와
새로운 용어 모색> 토론회 개최
- 경제민주화라는 무리한 정책이 이어지는 배경
에는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한 ‘각종
세금혜택과 규제완화에도 기업이 투자보다는
사내유보금을 늘린다’는 주장이 존재
- 한경연은 사내유보금이란 단어가 불러오는 오
해에 대해 설명하고 사내유보금이 쌓아놓은 돈
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반박
- 이후 법인세와 사내유보금을 연결해 언급한 기
사 건수가 세미나 이후 월평균 15.8회에서 월
11.1회로 급감하는 등 무리한 주장이 눈에 띄
게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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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사면 주장

07

월

29

일

권태신 원장 기자간담회
‘사면에 기업인 역차별 안 된다’ 지적
- 불안한 경제 상황에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업인 한 명이 아쉬운 때이므로, 광복
절 특별사면 대상에 더 많은 기업인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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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개선

08

월

02

일

<경제활성화를 위한 배임죄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 배임죄는 정상적인 경영행위까지 위축시킬 우
려가 크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형법·상법을
개정할 경우 배임죄 개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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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경제와 기업의
현주소 진단 및 해법 제안

우리 경제와 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030

1
경제와 사회에
울림을 주다

기업과 산업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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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정신 제고

01

월

28

일

「한국 기업가정신의 장기 변화 추이 분석」
연구 보고
- 우리나라 기업가정신지수가 1976년 150.9에
비해 2013년 66.6으로 절반 이상 하락
- 기업가정신이 떨어진 데에는 공공 부문 지수
의 하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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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쟁력 진단

03

월

25

일

「10대 수출품목 의존도 국제비교와 시사점」
연구 보고
- 10대 수출품목 의존도를 분석해 안 팔리는 상
품에 집중하고 있다는 문제 지적
- 주요 수출품목의 경기변동이나 단가변동이 우
리 경제 전체의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 점차 커지고 있으므로 새로운 수출품목의
개발이 시급하다는 시사점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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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월

05

기업과 산업 경쟁력
강화의 길을 찾다

성장의 토대를
다시 구축하다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다

지식 네트워크를
구축하다

일

「한·중 양국의 기업경쟁력 분석 및
시사점」 연구 보고
- 중국 기업에 비해 떨어지는 우리의 기업경쟁력
의 원인을 분석해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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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개혁

01

월

18

일

「최근 유럽 노동시장 개혁과 시사점」
연구 보고
- 최근 단행된 이태리, 네덜란드, 스페인의 노동
개혁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의 바람직한 노동시장 개혁 방향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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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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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네트워크를
구축하다

일

「해외사례 및 경제적 효과를 통해 본
대체근로 도입의 필요성」 연구 보고
- 주요 선진국들의 대체근로 운용사례와 대체근
로 허용에 따른 경제적 효과 등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도 대체근로를 조속히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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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규제개혁

07

월

26

일

<수도권 규제, 쟁점과 정책과제>
세미나 개최
- 수도권 규제로 투자를 포기하거나 해외로 이전
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보다 3.1배 많
다고 지적,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도권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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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다

지식 네트워크를
구축하다

일

「규제개혁과제의 입법효율성 분석 및
경제활력 제고방안」 연구 보고
- 19대 국회의 1개 법안당 평균처리기간이 517
일로 역대 국회 중 가장 늦다는 것을 지적, 노동
개혁법안 등 경제활성화 관련 중점법안의 입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 개정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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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등 세제개혁

06

월

22

일

「법인세 인상이 자본 유출입에 미치는
영향」 연구 보고
-법인세가 인상될 경우 국내에서 외국으로 유출
되는 자본은 늘고 국내로 유입되는 자본은 줄어
들 것이며, 법인세를 3%p 인상할 경우 외국인
직접투자(FDI) 순 유출액은 약 29조 3천억 원
에 달할 것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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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를 맞대다

지식 네트워크를
구축하다

일

「세무조사의 경제적 영향과
제도개선 방향」 연구 보고
- 과세관청이 세수진도비에 따라 세무조사 강
도를 조절하는 등 세무조사가 과세관청의 재
량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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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성 있는 연구와
스테디셀러 배출
주요 매체에서

06

월

20

132

회 인용

일

「김영란법의 경제적 손실과 시사점」
연구 보고
-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연간 11조 6천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나, 법 시
행 전에 관련 산업 피해 경감대책을 포함한 보
완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
- 해당 내용은 연구결과가 발표된 직후 주요 매
체에서 총 132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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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매체에서

10

월

10

지식 네트워크를
구축하다

31

회 인용

일

「한미 FTA 재협상론과 한국 산업에 대한
경제적 영향분석」 연구 보고
- 한미 FTA 양허정지 시 2021년까지 수출액
269억 달러 손실 추정, 전기자율자동차·첨단
ICT 산업 등에서 상호 윈윈이 되는 새로운 무
역패러다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
- 해당 내용은 연구결과가 발표된 직후 주요 매
체에서 총 31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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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전문가 제언을 통한
경제 방향성 제시

한경연 원장 이하 연구진 역시 칼럼과 대담을 통해 회원
사를 적극 대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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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구축하다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다

지식 네트워크를
구축하다

언론 기고
권태신 한경연 원장을 비롯한 연구진은 오피니언 칼럼을 통해 경제의 정치화 현상을 경계하고, 포퓰리즘의 문제점
을 지적하는가 하면 법인세 인상이 시류에 맞지 않음을 설득했습니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이때 지금은 분배보다 성
장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 등 시의적절하게 논거를 제시하며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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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좌담회․인터뷰
지면매체의 지상좌담회 및 인터뷰에도 적극 참여하여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제언했으며,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등 경제 살리기를 위한 시의성 있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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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활용한 여론 확산

연구 결과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소통 수단을 적극 활
용한 한 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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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공동기획
한경연은 올 한 해 영향력 있는 언론사와의 공동기획을 통해 발 빠른 여론 조성에 힘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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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인터뷰
지상파 방송 출연을 통해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해법 제시, 정책 제안 등 한경연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규 제 개 혁·기 업 현 안
배상근 부원장: <KBS 심야토론>

이병기 미래성장동력실장: <KBS 뉴스9>

김영란법 합헌 결정, 우리 사회에 몰고 올 변화는?

기업들 혼란 속 “결정 존중”…부작용 우려

양금승 선임연구위원: <KBS 뉴스9>

김윤경 부연구위원: <KBS 뉴스9>

규제법안 처리에 1년…“발목 잡는 국회”

국조·특검 앞둔 기업들 내년 사업계획 ‘깜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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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향

김현종 연구위원: <KBS 뉴스9>

이태규 연구위원: <KBS 뉴스9>

[앵커&리포트] ‘보호무역 강화’ 비상…“우리 경제 직격탄”

[이슈&뉴스] 국내 제조업 해외로 해외로…왜?

거 시· 노 동

이 슈

변양규 거시연구실장: <SBS 8뉴스>

김창배 연구위원: <SBS 8뉴스>

한국 신용등급 ‘AA’ 사상 최고…日보다 높아

제조업 ‘고용절벽’…취업자 4년 만에 감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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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
2016년 한국경제연구원은 보다 폭넓은 소비자층을 타깃으로 하는 블로그,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개시했습니
다. 딱딱한 연구 결과가 일반 국민들에 보다 쉽게 읽혀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특히 만평과 카드뉴스 등을 주기적으로 제
공하면서 재계의 목소리를 전파했습니다.

경 제 만 평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제도의 아이러니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제도 등
각종 규제로 ‘힘든 챔피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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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만 평
조선사 파업

현대자동차 파업

사내유보금은 쌓아놓은 현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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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드 뉴 스
노동개혁
◦유럽은 왜 노동개혁을 했을까요?

법인세 인상 논란
◦한국의 법인세 인상, 무엇이 문제일까요? 			
(세계는 ‘법인세 인하’ 전쟁!)

◦법인세 인상이 자본유출에 미치는 영향

◦법인세 인상으로 세수가 증가할까요?

경영권 승계
◦포드, BMW, 헨켈, 하이네켄의 		
기업승계 사례가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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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드 뉴 스
사내유보금 논란
◦사내유보금 알지도 못하면서

◦사내유보금은 어떻게 발생할까요?

◦사내유보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규제개혁
◦프랑스 대형마트 규제 실패, 프랑스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대형마트와 생필품 소비자가격 간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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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 검색 시 주요 이슈 상위 노출
2016년 새롭게 운영한 소셜미디어 채널의 성공적인 안착으로 인터넷 포털에 재계 이슈를 검색하면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자료들이 상단에 노출되었습니다.

경영권 승계 1위

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근로시간면제제도 1위

대규모 기업집단 1, 3위

법인세 인상 1, 4, 6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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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투자 1위

면세점 인허가 1위

법인세 인하 2위

스튜어드십 코드 1위

기업 승계 1위

사내유보금 1, 2, 3, 5, 6위

유럽 노동개혁 2, 5위

중국기업 M&A 2위

지식 네트워크를
구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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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쟁력 제고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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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지배기업의 경영성과 및 투자성과
고윤성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가족지배기업의 경우 기업과 가족구성원 간의 결속력, 신속하고 능동적인 의사결정, 장
기간에 걸친 가족구성원들에 대한 경영자 수업 등은 결국 대규모 기업집단을 포함한 가
족지배기업의 경영성과 및 투자성과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판단된다.

연구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최근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가족지배기업의 경영 형태에 따른 영향력을 분석함으
로써 가족지배기업에 대한 고찰 및 다양한 가족지배기업의 유형 중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효
과적인 가족지배기업의 유형이 무엇인지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내용
가족지배기업이 비(非)가족지배기업보다 경영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부
터 2014년까지 대규모 기업집단을 포함한 상장기업 중 가족지배기업 4,683개사와 비가족
지배기업 2,255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가족기업의 수익성(ROA)은 3.7%로 비가족
기업의 수익성 –0.3%보다 높았다. 또 회귀분석 결과 가족구성원이 최고경영자인 가족지배
기업이 그렇지 않은 가족지배기업보다 경영성과가 더 높고 R&D 투자가 더 많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가족구성원이 소유만 하는 소유-가족지배기업보다는 가족구성원이 기업의 핵
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가족지배기업을 보다 책임감 있게 운영하는 소유경영-가족지배
기업일수록 가족지배기업의 장점이 부각되고 우수한 경영성과와 투자성과를 얻을 수 있다.
가족구성원이 소유와 동시에 경영에 참여할 경우 강력한 리더십이 발휘되고 신속한 의사결
정이 가능한 장점이 있고, 가족 최고경영자에 의한 경영이 소유와 경영을 일치시키고 대리
인비용을 감소시켜 경영 효율성을 높인다. 가족지배기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기업가치를
재정립해야 하며, 특히 가족지배기업 내에서의 지배구조 특성에 따라 차별적인 평가와 규제
가 이루어져야 한다.
평가
다각적인 측면에서 가족지배기업의 긍정적·부정적인 측면을 재조명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
율적인 가족지배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본 연구의 결
과가 가족지배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불신과 우려로 인한 디스카운트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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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 간
상품·용역거래에 대한 경제분석
김현종 | 연구위원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규제적용대상이 될 정도로 지배주주 가족의 소유지분이 높은 계열
사와 매출거래비중이 높아져도 계열사의 기업성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한 지배주주 가족의 소유지분이 높은 기업으로부터 매입한 계열사는 그렇지 않은 기업으
로부터의 성과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배경 및 목적
기존 연구들은 대규모 기업집단 내부거래의 긍정적 측면을 고려하지 못해 온 것으로 이에
대한 검증과 내부거래의 효율성을 검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대주주 지분이 높은
계열사로부터의 매입으로 해당 기업의 이익이 증가되는 효과의 여부를 검증했다.
연구내용
실증분석 결과, 대규모 기업집단 지배주주 가족의 직접소유지분과 계열사에 대한 매출비
중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지배주주 가족의 실질소유권
이 높을수록 그리고 소유지배 괴리지표가 낮을수록 계열사에 대한 매출비중은 낮아지는 것
으로 나타나 공정거래위원회(2015)와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소유지배괴리도가
10%p 증가할 경우 오히려 계열사 매출비중은 3.72%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
해 지배주주 가족의 소유권이 높다고 해서 계열사에 대해 판매하는 매출비중이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일감몰아주기 규제적용대상인 지
배주주 가족의 직접 소유지분이 30%인 상장회사 혹은 20%인 비상장사를 대상으로 계열
사 매출을 통해 이익을 이전받고 있는지 여부를 분석한 결과, 일감몰아주기 규제 도입근거
를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곧 규제적용대상이 될 정도로 지배주주 가족의 소유지분이 높은 계열사의 매출비중이 높아
져도 기업성과에는 영향이 없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또한 지배주주 가족의 소유지분이 높은
기업으로부터 매입한 계열사는 그렇지 않은 기업으로부터 성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본 연구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의 효율성으로 인해 규제적용대상 기업으로부터의 매입이 사
익편취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성과가 증대된다는 사실을 밝혔다는 점이 가장
큰 공헌으로 평가된다.
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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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양국의 기업경쟁력 분석 및 시사점
김산월 |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중국 상장기업의 경쟁력은 매출액 상위 30대 대기업이나 고기술 및 하이테크 수준에 속
한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는 포괄적인 수준에서 이미 한국을 초월하였으므로, 한국정부와
기업인들이 중국기업의 성장세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경쟁력을 키워서 적극적으로 대응
하여야 한다.

연구배경 및 목적
지금까지 거시적인 측면에서 중국경제를 다룬 연구들은 많았지만 미시적인 기업측면의 연구
는 미비한 실정이므로 본 연구는 중국기업의 종합적인 경쟁력 현주소를 살펴보고 한·중 양
국의 기업경쟁력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 정부 및 기업들에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내용
기업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성장성·수익
성·기업규모 등 재무성과 지표, 연구개발 비중과 특허 등 연구개발 지표, 해외매출 및 해외
M&A 등 국제화 지표와 생산성 지표를 산정하여 한·중 양국의 기업경쟁력을 비교하였다.
중국 상장기업의 경쟁력은 매출액 상위 30대 대기업이나 고기술 및 하이테크 수준에 속한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는 포괄적인 수준에서 이미 한국을 초월하였다. 향후 한국정부와 기업
인들이 중국기업의 성장세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경쟁력을 키워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
는 시점이다. 정책당국은 기업 상장(IPO)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합리화함으로써 기업의 자
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기술개발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동시에 산업정책
면에서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줄이고 펀드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대기업의 인수합병
이나 연구개발을 지원하여야 한다. 저·중기술 수준에 속하는 경쟁력이 떨어진 기업들은 과
감하게 구조조정을 하여야 하며 대기업은 국내외 M&A를 잘 이용하여야 한다. 또한 탄탄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발굴하고 해외시장 점유율을 늘
림으로써 히든챔피언으로 성장하여야 한다.
평가
여러 가지 객관적인 지표를 사용한 비교·분석으로 한국기업이나 정부가 중국기업의 성장세
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경쟁력을 키워 대응하여야 함을 적시하였다. 중국정부와 중국기업의
전략을 찾아내어 우리 정부 및 기업이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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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기업의 승계사례 분석과 시사점
이성봉 | 서울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기업 차원에서 기업승계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철저히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가족구성
원 간 가치공유와 경영권 승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해외 대기업들은 공통적으로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경영권은 유지하는 기업승계
가 합법적인 제도적 틀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연구배경 및 목적
한국의 경우 그동안 중소기업의 기업승계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국민경제를 견
인하는 대기업의 기업승계에 대해서는 논의가 일천하고 승계를 원활하게 해 줄 수 있는 제
도적 환경 정비에 소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대기업의 기업승계 사례 분석을 통해 기
업승계를 원활하게 한 요인들을 도출하고, 한국 대기업 기업승계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미국, 독일, 네덜란드 3개국의 기업 연수 100년 이상 대표적 장수대기업인
포드(Ford), BMW, 헨켈(Henkel), 하이네켄(Heineken) 등 4개의 기업승계 사례를 분석
하였다. 이 기업들은 몇 세대에 걸친 승계에도 현재까지 창업주 가족의 경영 지배력은 안정
적으로 유지되면서 기업의 성장과 발전이 계속되고 있다. 해외 대기업 승계사례에서 공통적
으로 나타나는 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기업승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있었으
며, 가족구성원 간 기업 가치공유 및 정서적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었다. 둘째, 기업승계 과
정에서 상속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셋째, 기업승계를 위한 상속과정에서 가족의
기업지배력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었다. 넷째, 기업승계가 합법적인
제도적 틀 안에서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의 승계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통하여 기업승계를 지원해 주고 있는 반면,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는 상속
세 감면 지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영권 승계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이를 규제하는 법제
도가 존재하고 있어서 해외 사례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평가
우리나라에서 기업승계 논의는 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으나, 이 연구는 해외
대기업의 기업 승계사례를 제도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매우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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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의 책임에 관한
스튜어드십 코드의 본질과 쟁점
황인학 | 선임연구위원

스튜어드십 코드는 단기적 성과주의, 기관투자자 간의 담합 조장 등 그 실효성에 문제점
이 있어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

연구배경 및 목적
2015년 12월 2일,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의 초안이 발표된 이후 도입의 필요성과 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앞서 제도를 도입한 영국을 중심
으로 스튜어드십 코드의 본질과 쟁점을 평가하고,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과 관련하
여 시사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연구내용
스튜어드십 코드는 자산소유자와 자산운용사를 포함한 기관투자자들이 의결권 행사 주주
로서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토록 하는 의결권 행사지침이다.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는 영국, 일본, 말레이시아, 홍콩과 비교할 때 기관투자자의 모니터링 및 관여 범위가 가장
크며, 조항이 과도하게 구체적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스튜어드십 코드의 취지는 이상적이
나 기관투자자의 구조적 단기주의 인센티브,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국내 기관투자자의 비
중 등의 문제로 인해 영국과 마찬가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전망이다. 따라서 기
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을 높이겠다면 청지기 이론보다는 전통적인 대리이론의 관점에서
고객 및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한편, 주식의 보유 기간에
따라 의결권을 차등화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여 기관투자자의 단기주의를 실질적으로 변화
시킬 수 있는 구조적 처방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평가된다.
평가
스튜어드십 코드의 본질과 쟁점을 평가하여 한국형 코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
한 데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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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민주화’ 실패의 교훈:
트럼프 현상의 뿌리와 한국경제의 대안
신장섭 | 싱가폴 국립대 경제학과 교수

재벌 통제방법으로 ‘소수주주권 강화’라는 미국식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민주화 정책들의 문제점을 미국 ‘경제민주화’ 실패의 교훈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하며 한국경제가 나아갈 대안적 정책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배경 및 목적
경제민주화가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그것이 필요한 원인이라고 지목된 경제양극
화가 실제로 왜 벌어졌는지, 이러한 현상을 고치는 데에 경제민주화 정책이 합목적적인 것
인지, 해외나 국내에서 그동안 진행된 경제민주화가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등에 대해서
논리와 실증의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 글은 역사적이고 국제적인 시각에서
한국의 경제민주화를 평가하고 대안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시론(試論)이다.
연구내용
현재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양극화’의 원죄(原罪)는 국제통화기금(IMF)체제에서 미국을
‘글로벌스탠다드’로 모델 삼아 구조조정한 데에서 찾을 수 있다. 국내의 경제민주화론은 독
일, 유럽, 영미 등 다양한 나라의 경험을 내세우지만 재벌을 통제하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소
수주주권 강화’라는 미국식 방안을 가장 핵심적으로 제안해 왔다. 미국의 경제민주화는 실
패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펀드자본주의가 압도적으로 전개되는 가운데에 금융투자자들의
힘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주식시장 위주의 구조조정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분배가 크게 악화되고 ‘1% 대 99%’ 구도가 만들어졌다. ‘트럼프 현상’도 여기에 뿌리가 있
다. 어느 지표를 보더라도 한국의 경제민주화는 미국처럼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이 적
극적인 투자와 고용을 꺼리게 되는 한편 강력한 금융투자자들의 요구에 따라 배당, 자사주
매입 등의 형태로 외부에 유출되는 돈이 많아지고 임금상승은 억제되고 있는 것이다. ‘투자고용-분배’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평가
지금까지 경제민주화론의 잘못된 문제의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올바른 해결방안을 모
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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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가정신의 장기 변화 추이 분석
황인학 | 선임연구위원

한국경제 고도성장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기업가정신이 지금은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가
많다. 경제가 회복하려면 제도의 생성과 변경, 적용과 집행의 책임이 있는 공공 부문에서
도 생산적 기업가정신의 발현이 필요하다.

연구배경 및 목적
기업가정신을 매개로 제도는 경제성장의 근본적 결정요인이나 한국의 제도경쟁력은 OECD
국가 중 29위로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경제성장에 기업가정신이 중요하
다는 분석틀을 제시하는 한편, 한국의 기업가정신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분석하였다.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Baumol(1990) 등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기업가정신은 사회적으로 생산
적·비생산적 또는 파괴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한편, 어떤 유형의 기업가정신이 우세하게 발
현될지는 사람이 아니라 제도에 달려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분석틀하에 1975년 이후 최
근까지 한국의 생산적 기업가정신 지수를 측정하고 변화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시도하였다.
경제활동참여율, 설비 및 R&D 투자율, 수출증감률, 사업체 총수 및 대기업 비중 등 민간 부
문 지표 외에 공직 경쟁률, 국회의 입법활동 지수 등 공공 부문 지표를 추가하여 생산적 기업
가정신 지수를 추정한 결과, 동 지수는 1975~1980년 평균 131.7에서 2013년도 66.6으로
거의 절반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저성장, 잠재성장률 추락 등 한국경제가 직면한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의 근본적 결정요인은 제도와 기업가정신이라는 관점에서
조망해야 한다.
평가
기업가정신이 중요하다는 분석틀을 제시하고, 한국경제의 실태와 원인을 구체적으로 진단
한 데에 본 보고서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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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의 차등의결권제 도입:
프랑스의 테뉴어 보팅(tenured voting) 제도를 중심으로
고창현 | 변호사

테뉴어 보팅 제도를 도입한다면 옵트 아웃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적절하고, 차등의결권
주식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한 기업에 두 제도가 중첩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외국계 펀드를 주축으로 한 외국 투자자들에 의한 한국 내 주요 상장기업들에 대한 경
영권 위협이 현실화되면서 차등의결권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장단점 및 허용
여부에 대해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상장회사에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는 경
우 도입 가능한 형태 및 구체적 고려사항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내용
주요 국가들 가운데 이미 상장된 회사가 복수의결권제를 채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프랑스의 ‘테뉴어 보팅(tenured voting)’ 제도가 유일하다. 이 제도는 주식의 보유 기간에
따라 추가적인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법으로서 장기 투자자와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일반
투자자를 구분하여 의결권에 대한 취급을 달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상장된 회사에 차
등의결권제 도입을 허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프랑스와 유사하게 주식의 보유 기간에 따라
의결권의 수를 달리하는 테뉴어 보팅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분석된다. 테뉴
어 보팅을 도입하는 경우 상장회사의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은 상법에 규정하고 있으므
로 상법의 개정을 통하여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모든 주주에게 평등하게 보유 기간에
따라 의결권을 달리 부여하는 것이므로 총주주의 동의 없이 도입하더라도 위헌 소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의결권과 지배권의 괴리가 너무 심하게 발생하면 폐해가 크므로 의결권의
배수는 지나치지 않아야 하고, 입법적으로 도입하는 이상 옵트·아웃(Opt-out) 방식이 적
절하며, 테뉴어 보팅과 복수의결권제도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평가
우리나라에서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주요국 사례와 프랑스 테뉴어 보팅제도와
비교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한 데 의의가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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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기업 소유권의 세대 간 이전과 요인
이우성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가족기업의 세대 간 이전과 관련한 상속세에서 영국은 높은 세율을 적용한 반면 독일은
기업들에 대한 가업승계와 가족의 자산 이전에 대한 우호적인 세제시스템을 운용했다.
기업의 공익적 가치를 중시하는 독일과 기업의 시장적 가치를 중시하는 영국의 차이점이
이러한 차이점들을 가져왔다.

연구배경 및 목적
본 연구에서는 가족기업 소유권의 세대 간 이전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이론적 고찰과 해외
의 통계적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소유권과 지배권의 괴리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상
반된 국가인 영국과 독일에 대해서 살펴봤다.
연구내용
가장 소유 분산화 국가 중의 하나인 영국과 가장 소유 집중화 구조를 가지고 있는 독일의 소
유 집중과 소유 분산구조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하여 왔으며 그 변화의 핵심적인 요인들
이 무엇이었는지 고찰해 봤다. 영국과 독일의 세제법의 전통들을 살펴보면서 가족기업의 세
대 간 이전과 관련한 상속세에서 영국의 높은 세율들과 반면에 독일 기업들에 대한 가업승
계와 가족의 자산이전에 대한 우호적인 세제시스템은 결국 기업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
서 상당부분 기인한다고 보인다. 기업의 공익적 가치를 중시하는 독일과 기업의 시장적 가
치를 중시하는 영국의 차이점이 이러한 차이점들을 가져왔다고도 보인다. 개인 배당소득에
대하여 기업에 대한 세제와 주주에 대한 이중과세와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영국의 경우 대
량주식보유보다는 높은 시장가격을 적용하여 매각하는 관행을 촉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와 달리 기업 간 배당의 경우 모자회사의 개념(주식 25% 이상 보유)을 적용하여 세제를 감
면한 독일의 경우는 기업 간 상호출자와 피라미드출자 관계를 촉진하여 기업집단의 영속성
이 유지되는 현상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평가
본 연구는 주식소유가 가장 분산된 영국과 주식소유가 집중된 독일의 차이가 기존 이론에서
주장하는 투자자 보호제도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기보다는 상속세 제도와 관련됐다는 사실
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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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전문 경영체제와 기업의 장기 성과:
미국 소매업 내 두 기업의 성쇠
안세연 |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 박사

적절한 지배구조를 갖출 경우 소유경영체제가 전문경영체제와 비교해 기업의 장기성과
에 유리한 측면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여, 한국 기업들의 지배구조 설계에 중요한 시사
점을 제공한다.

연구배경 및 목적
전문경영체제와 소유경영체제 여부는 기업 경영의 효과를 예측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이슈이
다. 소유경영체제가 전문경영체제에 비해 반드시 성과가 나쁜 것은 아니라는 문제인식에 기반
을 두고 두 체제가 기업의 장기성과 및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고자 한다.
연구내용
본 연구는 기업이 성장과정에서 직면하는 소유경영체제와 전문경영체제의 선택이 기업의
장기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미국 소매업에서 동일년도(1962년)에 창업한 월마트
와 K마트 두 기업에 대한 종단적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소유경영체제를 유지한 월마트
는 창업 초기부터 일관적으로 강조된 ‘Everyday low price’라는 핵심가치 실현을 위한 전
략을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수행하여 확보한 원가경쟁력을 기반으로 1990년대 이후 미
국 소매업에서 독보적인 1위를 유지해 왔다. 반면, 전문경영체제를 선택한 K마트는 초기에
는 모기업의 자본과 역량을 기반으로 월마트를 크게 앞지르는 성장을 했으나, 1990년대 이
후 핵심 경쟁력을 상실하고 전략 실패를 겪으며, 2002년 파산 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본 연
구에서는 이러한 원인이 두 기업이 선택한 경영체제에 기반해 설계한 지배구조 특성에 있다
고 보았다. 두 기업의 경영 승계 방식, 이사회의 기능, 경영진 구성, 그리고 경영자 보상 시스
템의 차이는 소유경영체제하에서 청지기정신의 발현을 극대화하고 전문경영체제하에서 대
리인 비용의 발생을 극대화하는 주요한 유발 요인이 되었음을 두 기업의 사례를 통해 추론
하였다. 적절한 지배구조를 갖출 경우 소유경영체제가 전문경영체제와 비교해 기업의 장기
성과에 유리한 측면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평가
소유경영체제가 전문경영체제와 비교하여 장기성과에 유리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하
여 한국 기업들의 경영 승계 및 지배구조 설계에 다양한 함의를 제공하였다.
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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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사례 검토와 시사점:
미국의 경우
최민용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리나라에서도 상장회사의 주식과 같이 시장이 유동성을 제공하는 경우 등 주주가 주식
을 매도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경우에는 이 예외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
다. 다만 주주권 중 의결권적인 부분을 제외한 경제적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법이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

연구배경 및 목적
미국 회사법의 산물인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과 같은 회사의 ‘근본적
(fundamental) 변경’ 시에 이에 반대하는 소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악용되는 부정적 사례들이 적지 않게 발견되어 이 제도를 올바로 운용하기 위해,
본고는 미국 제도의 모습과 운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 법의 바람직한 운용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연구내용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상장회사의 주식 등 유동성이 인정되는 주식은 매수청구권에서 제외
하는 Market-Out Exception을 도입하였다. 미국 회사법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델
라웨어주 회사법과 MBCA가 이 예외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는 주는 36개 주
이다. 1999년부터 2009년 사이에 이 예외를 채택한 주는 25개에서 36개로 비약적으로 늘
어났는데, 이러한 현상은 시장의 기능에 대한 신뢰 향상과 매수청구권의 부정적 기능에 대한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매수청구권의 부여는 주주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촉발할 것”이라는
우려는 최근 미국에서 강한 현상으로 주목받고 있는 Appraisal Arbitrage 현상에 의해 현
실화되고 있다. 헤지펀드 등의 기관 투자자들이 오로지 매수청구 소송을 제기할 목적으로 주
식을 대량 매입하여 차익을 노리고 회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
우에도 상장회사의 주식과 같이 시장이 유동성을 제공하는 경우 등 반대주주가 주식을 매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경우에는 이 예외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평가
소수 주주의 기회주의적 권리 행사 때문에 회사가 대다수가 원하여 추구하는 기업의 변경을
꾀할 수 없는 것은 문제이다. 적정한 매수청구권의 부여 사유, 적절한 권리 행사의 절차 등
을 검토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해 보았다는 데 의의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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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상 사외이사 적격성 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
김미애 | 부연구위원

사외이사 선임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일부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것에 앞서 적격성
요건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진단한다.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기업의 경영악화로 인해 사외이사의 자격 논란이 제기되면서 선임요건을 강화하는 법
안이 발의되었다. 하지만 기존의 선임요건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채 선
임 요건만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사외이사제도의 본래 취지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연구내용
해외 선진국보다 한국의 사외이사 선임기준은 지나치게 까다롭다. 또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이해관계자를 선임에서 제외하는 것이 특수관계인 범위 설정의 기본 취지인데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낮은 육촌 혈족까지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범위설정은
과도하다. 선임기준을 보다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일부 자격요건을 강화할 필요와 함께 지
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적격성 요건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더구나 국내 사외이사에 적합한 인재풀이 작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
조건 자격요건을 추가하는 것은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이사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부터 많
은 비용과 시간을 요구하게 되어 기업의 부담이 높아지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모두 확보하기 위해 현재의 제도를
개선하고 향후 고려되어야 하는 바람직한 선임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 검토가 필요하다.
평가
본 연구는 선임기준의 국제 비교를 통해 국내 선임기준을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개선할 방
안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080

2
경제와 사회에
울림을 주다

기업과 산업 경쟁력
강화의 길을 찾다

성장의 토대를
다시 구축하다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다

지식 네트워크를
구축하다

면세판매 특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윤상호 | 연구위원

2013년에 개정된 면세판매 특별허가제도 관련 조항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적 개선
방향으로 면세판매 특허의 기간제한 폐지 및 항구적 면세판매 특허권 보장 등을 제시하
였다.

연구배경 및 목적
면세판매 특별허가제도 개정 조항이 처음 적용된 2015년 면세판매 특허심사에서 면세판매
사업권이 신규 사업자에게 재분배되며 면세판매 특허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2017년 5월에는 한 개의 시내 면세판매 특허가 만료를 앞두고 있어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2013년에 개정된 면세판매 특별허가제
도 관련 조항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적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연구내용
2013년의 관세법 개정안은 특허기간을 감소시키고 특허의 갱신을 불가하게 만들어 획득한
면세사업권의 재산권을 대폭 축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면세특허판매권을 수익
창출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축소시키고 면세점 사업에 대한 투자의 유인 구조를
왜곡시키는 부작용을 야기했다. 또한 공정거래법을 통해 추진되어야 하는 독점적 시장구조
의 개선을 기업규모에 따른 면세판매 특허의 차별조항이라는 관세법의 개정으로 시도하고
있어 시장의 역동성을 훼손시키는 문제점을 갖고 있기도 하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면세판
매 특별허가제도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선 면세판매 특허의 기간제한을 폐지
하고 항구적 면세판매 특허권을 보장해 특허권의 시장 내 거래 및 교환이 가능하도록 개선
되어야 한다. 둘째, 신규 면세판매 특허권의 경우 면세점 매출규모의 일정 증가에 따라 자동
으로 면세판매 총 특허의 수를 증가시키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셋째, 면세판매 시장에 독
점적 시장구조로 야기되는 폐해가 존재한다면 면세판매 특허제도에 포함된 차별조항이 아
닌 공정거래법에 근거해 시정되어야 한다.
평가
면세판매 시장에 적합한 제도적 기반을 면세판매 특허권에 내재된 재산권의 설정에 근거해
제시함으로써 국내 면세판매 시장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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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장률 제고와 혁신정책의 과제
이병기 | 선임연구위원

중국·일본 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통한 기업경쟁력 향상이
필수적이다. 최근 기업성장률이 급속하게 저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R&D 투자는 기업
성장을 추동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기업의 R&D 투자 등 혁신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세
정책 등 정부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들어 우리나라 기업경쟁력 및 매출액 성장률 저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기업 측면에
서 보면 R&D 투자의 확대가 기업성장을 어느 정도 가져올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관심사이
다. R&D 투자의 분위별 변화가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부의 R&D 투자정책
에 주는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한다.
연구내용
혁신이 매출증가율을 가져오는 정도는 서비스업의 경우보다는 제조업의 경우에 더 큰 것으
로 나타난다. 매출액 증가율은 저기술산업이 5.4%, 고기술산업은 8.1%로 고기술산업의 매
출액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고용성장률은 저기술산업이 2.9%인데 비해 고기술산업
은 3.8%였다. R&D 투자비율 면에서 저기술산업은 1.0%인 반면, 고기술산업의 경우에는
2.4%로 나타났다. 기업의 R&D 투자 확대는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R&D 투자 증가는 서비스산업이나 제조업이나 모든 산업에서 매출 성장을 가져오는 중
요한 요인이다. 90% 분위에서는 혁신성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추정계수가 중위
수보다 4.5배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로 고기술산업의 경우에 성장이 빠른 고성장기
업에서 R&D 투자의 고용증대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저기술기업의 경우 R&D 투자가 고용
성장을 가져오는 것은 고성장기업군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 한정되는 데 비해 고기술산업
의 경우에는 중위수 이상의 기업군에서 R&D 투자가 고용성장을 가져온다는 점을 보여준다.
기업의 R&D 투자 등 혁신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세정책 등 정부정책이 전환되어야 한다.
평가
R&D, 특허권과 같은 무형의 혁신투자가 기업성장을 주도한다는 견해와 실물투자가 기업성
장을 주도한다는 견해가 있지만 이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는 미진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이
같은 의문에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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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공급개혁과 M&A 활성화
김윤경 | 부연구위원

중국 국유기업과 민간기업은 M&A 시장에 공격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공급개혁
을 통해 경제의 체질개선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 맞물려 가
속화되고 있다. 국내 기업 역시 사업재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그치지 않고 보다 적극
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연구배경 및 목적
중국정부의 공급개혁 전환에 주목한 본 연구는 정책의 내용과 함께 기업의 사업재편 전략인
M&A의 방향성과 특징을 국유기업과 민간기업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이를 통해 한국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내용
고속성장 이후 성숙단계 진입에 따라 중국경제는 새로운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고, 지난해에
는 바오치(保七, 7% 성장목표) 시대가 종식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정부는 2014년 신
창타이(新常態)를 내세워 성장의 질적 측면을 강조하고, 2016년에는 최초로 공급개혁을
강조하였다. 이는 민간과 국유기업 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며 M&A 증가로 현실화되고 있다.
먼저 국유기업의 M&A는 국내 과잉공급 산업의 구조조정을 의미한다. 2015년 한 해에만
여섯 건의 M&A를 통해 중앙기업을 112개에서 106개로 감소시켰다. 또한 해외 자원 및 대
기업 인수에 자금 지원과 같은 특혜를 제공하여 대형 해외 M&A를 성사시키고 있다. 더불
어 민간기업 역시 해외 M&A에서 뚜렷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해외 자산 및 부동산 인수를
넘어서 글로벌 제조기업 및 소비재와 문화기업 인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동일한
과잉공급과 경쟁력 강화의 문제에 직면한 한국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M&A를 보이고 있
다. 사회경제적으로 차이가 존재하지만 한국 역시 M&A의 자율적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과 함께 기업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평가
본 연구는 중국정부의 2016년 새로운 정책기조인 공급개혁과 함께 중국기업의 전략적
M&A를 통한 기업경쟁 지형의 변화를 검토하는 한편, 국내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율
적 사업재편과 구조조정과 관련된 정책 개선을 제시한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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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임원제 논의와 관련하여
일본의 최근 사례 분석과 그 시사점
김태진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의 집행임원제를 의무화하자는 의견에 대한 찬반론에 대해 본 연구는 2011년 이후
일본의 집행임원제 도입 이후의 사례 분석을 실시하여 집행임원제 논의의 중요한 근거자
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배경 및 목적
일본의 회사법상 집행임원제가 강제되는 지배구조(위원회 설치회사)를 선택한 기업들이 현
재까지도 체제를 잘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포기하였는지 여부를 분석하여 해당 지배구조
에 대한 일본에서의 선호도를 분석하고, 효과에 대한 평가 및 그 함축적인 의미를 분석하고
자 한다.
연구내용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이나 신속한 의사결정 등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에서는 집
행임원제와 감사위원회를 강제적으로 두어야 하는 지배구조(‘지명위원회 설치회사’)를 선택
한 회사는 전체 대상자 중 매우 적은 숫자에 그치고 있으며 오히려 과거에 비해 숫자가 하락
하는 추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위 지배구조가 아직은 기업계에서 비인기 종목인 것을
보여준다. 소수에 그친 이유로는, (i) 사외이사의 인재 부족, (ii) 회사법상 기관구성이나 권한
분배를 강행법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내용이 많아 유연한 경영기구의 구축을 곤란하게 하는
점, (iii) 장기적·안정적인 회사경영을 중시하고, 또 경영정책이나 방침의 결정과 그 집행을
분리하지 않고, ‘자신이 결정한 일은 자신이 끝까지 책임을 가지고 실행한다’는 데에 익숙한
일본 기업 풍토에 이 제도가 맞지 않는 점, (iv) 당해 회사의 사업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
한 사외이사의 감시능력 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고 그 내용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타당한 것으
로 보인다. 집행임원제 의무화 논의의 출발점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하더
라도 궁극적인 목적은 회사의 지속적이고도 건전한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평가
본 연구는 집행임원제 의무화 주장이 간과하고 있는 점을 일본 기업의 실제 운용실태 분석을
통해 제시한 것만이 아니라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규제가 과도할 경우 비용과 문제점이 발
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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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구조개선 약정체결 기준 비교를 통한
개선방안 모색
김현종 | 연구위원

우리나라에만 있는 주채무계열과 재무구조개선약정제도를 외국 기업군에 적용·비교한
결과, 미국의 포드자동차, 일본의 도쿄전력, 네덜란드의 알티스(Altice) 그룹이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체결해야 하는 대상으로 평가됐으나, 이들은 모두 우량한 기업집단으로서 해
당국가에서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에서는 차입금 규모가 국내 총신용공여액의 0.075% 이상인 기업집단은 주채무계
열로 선정되며 기준치에 못 미치는 계열군은 주거래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주채무계열과 재무구조개선약정제도를 외국 기업군에 적용·비교함
으로써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연구내용
S&P의 Capital IQ 자료를 활용하여 2014년 말 기준으로 외국 기업군에 우리나라의 평가
기준을 적용한 결과, 13개 계열군이 재무구조개선 약정체결 확정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이 중 미국의 포드자동차, 일본의 도쿄전력, 네덜란드의 알티스(Altice) 그룹은 각각 모회
사가 미국 S&P500, 일본 닛케이225, 네덜란드 AEX25에 속하는 우량기업이다. 재무구조
개선 약정체결 대상이 되는 것으로 분석된 13개 외국 기업집단의 재무평가점수 평균값은
2014년 말 기준 46점(중앙값 46점)이었으나, 2015년 말에는 평균값이 50점(중앙값 53
점)으로 개선됐다. 외국의 신용평가기관 및 우리나라의 기업구조조정대상 선발과정은 재무
성과뿐 아니라 점유율, 매출규모, 시장성장성 등 기업경쟁력과 산업안정성 요인을 고려한
다. 반면 우리나라 주채무계열의 경우 비재무적 평가기준이 재무평가의 부수적 판단기준에
불과하여 약정체결 여부는 실질적으로는 재무평가기준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재무구조개
선약정제도는 금융안정성 제고를 위한 적절한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의 어떤 국가도 차
입규모가 크고 재무성과가 부실하다고 해서 은행과 개선약정을 채결토록 강제하지 않는다.
평가
우리나라의 주채무계열과 재무구조개선약정 제도를 외국 기업집단에 적용·비교함으로써
한국에만 존재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독창성이 있다고 평
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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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델라웨어주 판례상
다중대표소송의 동향과 시사점
권재열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델라웨어주 대법원 판례의 동향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 다중대표소송의 도입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으로 위협소송의 출현과 지주회사체제 유지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연구배경 및 목적
다중대표소송은 국내에서 주요 현안으로 가시화되고 있으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대표적인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국가로, 미국 내 과반수의 상장회사가 델라웨어주 회사법을
준거법으로 삼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델라웨어주 대법원의 판례상 동향과 다중대표
소송의 인정으로 회사가 부담하는 피해에 대한 사례를 살펴봤다.
연구내용
델라웨어주 대법원은 완전모자회사의 경우에는 지배·종속회사가 사실상 일체화하므로 법
인격의 부인을 통해 하나의 기업으로 취급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중대표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자회사의 손해 회복이 모회사에 연결되고, 그러한 연결의 결과 모회사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증가하는 데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유인은 대개 미약하다. 그러므로 원고 측 변호사가 주도하여 회사에 일종의 위협을 가하는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우려된다. 또한, 델라웨어주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복수의
기업으로 구성된 그룹을 전체적으로 보아 하나의 회사로 간주하는 것은 법형식적인 측면에
서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처럼 기업그룹 전체를 한 회사로 간주한
경우에는 그만큼 기업을 하는 자의 입장으로서는 선택 가능한 기업지배구조 형태의 폭이 좁
아지게 되는 부작용을 낳는다.
평가
다중대표소송제가 회사를 위협하는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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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의 추이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이병기 | 선임연구위원

최근 기업투자가 매우 부진하고 성장률도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
해서는 법인세 인하 등 기업의 투자비용을 줄여주는 조세정책의 추진, 지방의 공장창업
및 설립과 관련된 각종 규제 완화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기업친화적인 정책 추진이 필
요하다.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기업투자 회복의 지체가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
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기업의 투자부진이 계속되는 경우 자본스톡의 증가가 둔화되고
또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규모와 기업
투자관계, 지방 창업규제와 기업투자, 산업 기술수준과 기업투자 관계 등을 분석하여 투자활
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내용
기업투자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기업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전체 기업의 투자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 이후 투자증가율과 기업투자율이 감소하
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기업규모별 기업투자 변화율을 보면, 금융위기 이후 대기업과
기업집단의 투자증가율이 중소기업과 비기업집단의 투자증가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기술수준별·지방규제수준별 기업투자 증가율을 살펴보면, 비서비스업·고기술산업·
저지방규제지역에서 투자증가율이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기업투자 함수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매출액영업이익률이 클수록, 기업규모가 클수록 기업투자가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나며, 평균 법인세 부담율이 높을수록 기업투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실증분석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공장설립 규제가 약한 지역일수록 기업투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좀
비기업의 존재는 기업의 투자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투자 활성
화를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 등 기업의 투자비용을 줄여주는 조세정책 추진, 지방의 공장창업
및 설립과 관련된 각종 규제 대폭 완화,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 철폐 등이 필요하다.
평가
최근 기업투자가 급격히 저하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투자 약화를 초래하는 요인들을 분석
하고 정책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석의 의의가 있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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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산업의 발전 방안:
지식재산권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허원제 | 연구위원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경쟁력은 편중된 중소기업 우선지원 제도의 완급 조절, 지식재산권
분쟁의 장기화를 초래하는 지식재산 관련 사법제도의 비효율적 체계와 미흡한 특허심사
품질강화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배경 및 목적
가열된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지식재산을 창출·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다
양한 지식재산권 강화 정책기반을 조성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지
식재산 경쟁력은 실질적인 향상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같은 양상을 초래한
현 지식재산권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연구내용
세계 최고 수준의 특허출원 건수 등 지식재산권의 양적 확대를 달성했지만, 핵심·원천특허
부족 등 질적 가치의 미흡과 우리 기업들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국제분쟁의 심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매우 큰 규모의 적자세이고 경쟁력 순위는 중·하위권 수
준에 머물고 있다. 이 원인으로 본고는 편중된 중소기업 우선지원 제도, 지식재산 관련 사법
제도의 비효율적 체계, 미흡한 특허심사 품질강화 제도 등에 주목하며, 다음과 같은 개선방
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향후 기업들의 고른 지식재산 경쟁력 확보에 뒷받침이 될 수 있도
록 기업규모에 기준한 지식재산권 강화 전략의 차별·편중화 수준의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
둘째, 고도화된 기술에 관해 전문성과 특화된 법리 이해력 및 적용력이 요구되는 특허침해
소송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허 관련 민사소송에 대해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소송대리를 허
용할 필요가 있으며, 숙련된 퇴직 심사관 활용 등 보다 실질적인 특허심사 품질강화 여건을
마련해 가야 할 것이다. 또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인식개선과 인프라 접근성 강
화, 대학 및 공공연구소의 특허생산성 제고 등도 추진해야 할 중요한 개선 과제이다.
평가
특허기술, S/W 등의 세계 거래시장 규모는 현재 3,000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시장이 가파른 성장을 거듭하면서 혁신 경쟁이 더욱 세차지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
는 우리 지식재산산업이 나갈 방향을 제시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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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유보금의 의미와 정책적 시사점
김윤경 | 부연구위원

입법의 질적 향상과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해서 사내유보금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사내유보금은 자본조달 원천 중의 하나로 무조건적인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근본
적인 이해 제고와 소모적 논쟁을 방지하기 위해 대안 용어의 모색이 필요하다.

연구배경 및 목적
사내유보금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등의 정확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 본 보
고서는 관련 재무자료의 분석 및 국제비교를 통해 실상을 파악하고 정책적 논란에 대한 근
본적 해결방법으로서 용어 개발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내용
한국경제의 활력 감소와 대비되는 막대한 크기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관심과 함께 정책적 논
란이 지속되고 있다. 문자 그대로 기업 내부에 유보된 금액으로 해석하여 투자 등의 생산활
동을 회피하고 쌓아놓은 돈 또는 현금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만연해 있다. 사실 사내유보금
은 세금과 배당 등으로 유출한 금액을 제외한 기업의 장부상 누적 이익을 의미하는데, 이익
잉여금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자본거래를 통해 발생한 자본잉여금은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계가 없으며 특정한 사유가 없으면 상법상 배당의 대상이 되지 않는 데다 한국채택국제회
계기준에서는 납입자본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내유보금의 증가는 정상적 기
업 활동의 결과이며 기업나이에 따라 이익잉여금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국제적으로도 미
국, 일본, 중국의 대기업들이 더 큰 규모의 사내유보금을 보유함에도 사내유보금과 투자 논
쟁은 국내에서만 이례적인 현상이다. 이는 사내유보금이라는 단어 자체에서 파생된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의 소모적인 논쟁을 방지하기 위해 창출자본, 세후재투자자본으로의 변경과
같은 근본적 노력이 절실하다.
평가
본 연구는 용어 자체에서 기업 내부에 쌓아놓은 돈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사내유보금
의 실제 의미와 특징을 재무데이터 분석과 국제비교를 이용하여 설명하였다. 더 나아가 용
어 개발을 통해 사내유보금 논의를 선도한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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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중 500대 기업의 경쟁력 비교
김윤경 | 부연구위원

한계기업 증가 및 주력업종의 부실이 현실화되며 국내 주요기업의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
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 대표기업의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경영성과 분석과
국제비교를 이용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연구배경 및 목적
세계경제의 장기침체와 브렉시트를 비롯한 기업환경의 불확실성 증가는 기업의 근본적인
수익구조 및 재무구조에 대한 점검을 요구하므로 본 보고서는 국내 기업과 주요 경쟁국 기
업의 재무자료를 통해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내용
2010년 이후 국내 기업의 성과 추이 및 주요 경쟁국인 미국, 일본, 중국의 기업과 비교하여
한국기업의 현황을 나타내고자 한다. 2010~2015년 기간 동안, 각 국가 및 각 연도별 시총
500대 비금융 기업을 대상으로 재무비율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4개국 모두 매출증가율
및 자산증가율은 감소 추세에 있으나 한국 500대 기업은 2015년 처음으로 매출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다. 또한 기업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자산대비이익률은 3% 중후반에서
머물고 있으며 매출액대비영업이익률은 미국기업의 절반, 중국기업의 2/3 수준에 불과하
여 수익구조에 대한 개선과 국가의 산업구조 효율화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이자비용 대
비 영업이익의 규모를 보이는 이자보상배율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다른 국가와 달리 한국은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한계기업의 숫자가 2010년대 이후부
터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구조조정과 함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사
업재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경제의 체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경제변화에 대응한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평가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대 주요국 500대 기업의 재무자료를 통해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을 비교하였다. 한국경제를 견인하는 대기업의 지표 악화라는 연구 결과는
위기의식과 개선 필요성을 환기한 점에 있어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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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해외수주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 방안
이태규 | 연구위원

부진한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산업의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개발형 사업으로의 적극적 진출이 필요하다. 투자개발형 사업은 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나 국내 민간 금융기관의 역량이 현재는 매우 부족한 수준이므로 현재의 정책금융
형 해외인프라 펀드를 확대해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을 지원해야 한다.

연구배경 및 목적
해외 건설·플랜트 수주 산업에서 투자개발형 사업기회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반면 국내
기업은 도급형 해외수주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수익성이 도급형에 비해 월등히 높은
투자개발형 사업의 비중을 높이지 않고서는 현재의 해외수주 부진을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
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국내 기업의 해외수주 활성화를 위해 투자개발형 사업에 있어 필
수적인 금융조달 능력 강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내용
최근 해외에서 발주되는 프로젝트의 가장 두드러진 경향 중의 하나는 투자개발형 사업의 발
주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국내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절대다수는 도급사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해외수주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개발형 사업으로의 적극적 진출이 필요하다. 투자개발형 프로젝트 추진에는 막대한 비
용이 소요되는 바, 적절한 금융조달 없이는 프로젝트의 수주 및 완수가 어렵다. 단기적으로
는 투자개발형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민간 금융기관의 역량확보가 쉽지 않으므
로 정책금융의 보다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현재 조성된 GIF와 KOIF를 합치면 정책금융
형태의 투자개발형 인프라펀드는 약 23.9억 달러 규모이나 이는 향후 투자개발형 사업 확
대를 추진하는 데 있어 부족한 규모이다. 따라서 해외인프라 펀드의 확대가 필요하며 추가
로 약 36억 달러를 조성하여 총 60억 달러 규모로 정책금융형 해외인프라 펀드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가
국내 기업의 투자개발형 해외수주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지원 방안으로 정책금융형
해외인프라 펀드의 확대를 구체적 규모 및 논거와 함께 제시하고 있으므로 정책활용성이 높
다는 점에서 본 보고서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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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계열사 주식 보유 및 의결권 제한의 문제점
김미애 | 부연구위원

현행 세법이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과 보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중규제 문제뿐
아니라 기업의 사회공헌 기반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다. 이에 계열회사의
주식보유에 대한 정책적 개선과 규제가 필요하다.

연구배경 및 목적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 상증세법을 통해 상한을
규제하고, 계열사 주식인 경우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이에 의결
권을 제한하는 데 따른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규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연구내용
발의된 법안의 입법취지를 분석한 결과, 공익법인의 사업 내용이나 자산의 운용에 대한 지
적이 아니라 공익법인을 통해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 확대가 이루어진다는 비판적인 시각에
서만 접근하고 있다. 과도한 계열사 출자 현상은 모든 공익법인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님에
도 불구하고 충분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비판하고 있으며 보유주식의 수익자산으로
서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거나 아예 고려하지 않는 등 상호출자제한집단의 공익법인에 대한
정보 왜곡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이미 현행 제도에서 공익법인이 계열사 지분을
보유함에 있어서 제한을 두는 것이 선의의 기부행위에 지나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현재 문제시되는 기업주의 출연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
사와 관련해서는 규제로 인하여 주식출연유인이 감소하는 사회적 비용과 규제 완화로 인한
편익을 비교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
평가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주식보유 자
체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할 필요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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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대기업 승계에서
지분관리회사의 역할과 시사점
이성봉 | 서울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독일 사례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지분관리회사를 활용하여 기업승계를 원활히 하고 기업
의 장기적인 존속과 발전을 통하여 기업들이 국가경제를 건실하게 견인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지주회사 관련 지분보유관련 규제 완화, 회사법상 다
양한 회사형태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국내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해외 대기업의
경영승계 사례에 대한 연구가 주목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BMW, Otto Group 등 독일의
대표적인 대기업으로 지분관리회사를 활용하여 기업승계를 추진한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
대기업의 기업승계를 위한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연구내용
독일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창업주 가문의 가족구성원 및 기업이 ‘지분관리회사’
를 설립해 원활한 경영권 승계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BMW, 오토 그룹(Otto Group), 헨켈
(Henkel) 등 독일 대기업의 기업승계사례 분석 결과, 다양한 지분관리회사가 관여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독일의 지분관리회사는 회사법상의 다양한 법적 형태 활용가능성, 지주회
사 관련 자율성 및 세제상 혜택 등과 결합하여 대기업 승계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분관리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등 다양한 법적 형태를
활용하고 있으며, 지분보유 대상 기업의 범위 및 지분율 등에 제한이 없고, 지분관리회사의
출자자도 가족 및 재단 등 모두 가능하여 가족 구성원 규모, 경영 참여 관심여부 등 다양한 이
해관계 등을 지분관리회사에 반영해 원활한 기업승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지분관리회
사는 상속증여세 및 법인세 등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조세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독
일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지분관리회사를 활용하여 기업승계를 원활하게 하고 기업의 장기적
인 존속과 발전을 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지주회사 관련 지분보유관련 규제 완화, 법
인세법상 법인 간 배당 관련 제한의 완화, 회사법상 다양한 회사 형태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
평가
심도 있는 사례 분석을 통해 해외 대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뒷받침과
도입 방안을 검토하여 기업승계 정책방향 수립에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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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미애 | 부연구위원

본 연구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중대표소송제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했다. 모회
사의 주주와 자회사 주주 간의 형평성이 훼손된다는 점과 다른 구제수단이 다수 존재한
다는 점 등을 고려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대기업집단의 지배력 확장을 규제하기 위하여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하지만 현재 발의된 상법 개정안의 내용은 자회사에 대한 외부
감독권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다중대표소송제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내용
현재 발의된 다중대표소송제도 상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기존의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의 자격을 모회사의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회사에 대한 외부 감독권을 부여한
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초래될 위험이 있다. 더구나 국내에서는 다중대표소
송에 대한 법리적·경제학적 검토가 심도 있게 이루어지지 않은 채 대기업집단에 대한 부정
적 인식에 편승하여 재벌개혁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되는 것이 더 우려스럽다. 해외 주요국
에서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하는 경우는 그 적용 대상이 되는 계열사의 조건이나 원고로서
참여할 수 있는 주주의 자격이 매우 한정적이며 소송 제기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판시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더구나 국내 대기업집단이 가지고 있
는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할 때 장기에 걸친 전략적인 투자나 사업부문 육성에 제약을 받
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가 연장되면 결국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로 정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에 대한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평가
다중대표소송제도는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로 정립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한 대응방안의 필요성을 주
장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 평가할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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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 확대도입의 쟁점과 과제:
유럽연합(EU) 집단소송제 도입논의와 권고안의 정책적 시사점
신석훈 | 연구위원

제외 신청형(OPT-OUT)인 미국식 집단소송제를 모델로 한 국내 집단소송제 확대도입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 유럽연합(EU)도 10년 논의 끝에 미국식 집단소송제 도입을 배
제한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미국식 제도 대신 현행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상 ‘선정당사자
제’를 개선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

연구배경 및 목적
기업의 불법행위로 초래되는 소비자의 피해를 효율적으로 배상해 주기 위한 ‘집단소송제’
확대도입 논의가 한창이다. 그러나 미국식 집단소송을 도입한 국가는 매우 희소하고 미국
내에서도 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식 집단소송제도의 문제점과 다른 나라들
에서의 도입 현황 등을 살펴보며 대안을 모색해 보았다.
연구내용
현행 민사소송법상 ‘선정당사자(選定當事者)제도’는 동일한 불법행위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이들 중 선정당사자라는 대표자를 선출해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나
머지 피해자들은 가입신청(opt-in)만 하면 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의 한 유
형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다수일 때 이들에게 일일이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
래서 개별 피해자가 제외신청(opt-out)을 하지 않는 한 가입신청이 없더라도 피해자로 추
정되는 집단 전체에 소송의 결과가 자동으로 미치도록 한 것이 미국식 집단소송제(Class
action)다. 가입신청형에 비해 기업에 미치는 파급력이 훨씬 크다. 가입신청형을 제외신청
형으로 바꾸고 집단소송의 기능을 강화하자는 것이 최근 집단소송제 확대도입 논쟁의 핵심
이다. 취지는 좋으나 집단소송제도의 기능을 강화하는 순간 남용의 위험성도 함께 커진다.
그래서 유럽연합(EU)에서도 집단소송 개선 논의를 시작하면서 미국식 제도를 아예 제외시
켰다. 우리도 미국식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보다는 현행 선정당사자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
이 바람직하다.
평가
미국식 제도는 집단소송제의 한 유형일 뿐 아니라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제도인 만
큼 다른 대안적 제도 개선으로 논의방향을 선회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095

ANNUAL REPORT

02

규제완화 과제 제시

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096

2
경제와 사회에
울림을 주다

기업과 산업 경쟁력
강화의 길을 찾다

성장의 토대를
다시 구축하다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다

지식 네트워크를
구축하다

규제개혁과제의 입법효율성 분석 및
경제활력 제고방안
양금승 | 선임연구위원

국회 의안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역대 국회의 입법효율을 분석한 결과, 19대 국회는 법
안 가결율이 최저이고 법안처리기간이 가장 길게 나타났다.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노동
개혁법안 등 경제 활성화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

연구배경 및 목적
국회에서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경제활성화 법률안이 국회선진화법의 영향으로 국회에서
장기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9대 국회와 박근혜 정부의 입법효율성
을 분석하여 국회선진화법의 개정과 경제활성화 관련 법률안의 신속한 입법 추진의 필요성
을 이슈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내용
19대 국회의 입법효율성은 역대 국회 가운데 가장 낮다. 2016년 3월 24일 기준, 국회에 발
의된 1만 7,752건 가운데, 7,129건을 통과시켜 40.2%의 법안 가결율을 기록했다. 이는 국
회가 4·19혁명과 5·16군사정변으로 일찍 해산한 4대(1958∼1960, 27.5%), 5대(1960
∼1961, 23.9%)를 제외하고는 역대 국회 중 가장 낮은 수치이다. 또한, 19대 국회의 법안
당 평균처리기간은 2016년 3월 24일 현재, 517일로 역대 국회 중 가장 길다. 정부가 중점
적으로 추진하는 35개 경제활성화 관련법안의 처리에 평균 648일이 걸렸다. 이 가운데, 기
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과 관광진흥법 등 23개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가 완료되
었으나, 그 내용이 미흡한 수준이다. 따라서 산업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정부
정책이 차질 없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입법갈등을 완화시키는 한편, 절
차적 의회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국회의 입법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는 방향(예: ‘⅗ 또는 ⅔
의결’ ⇨ ‘과반수’ 의결 등)으로 국회선진화법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규제개혁이 필요하지만, 국회 차원에서도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19대 국회 종료 두 달을 남겨놓고 경제활성화 관련법안의 입법처리의
중요성을 이슈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연구라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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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민간기업의 차별규제 현황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양금승 | 선임연구위원

현행 법령검색과 주요 기업에서 발굴된 차별규제는 136개 법률에 걸쳐 총 307건이며,
경영구조·지배구조분야가 103건(33.6%)으로 가장 많다. 주요기업(141개사 응답) 10
곳 가운데 9곳(127사)은 차별규제 해소/개선을 위한 제1정책과제로 ‘규제 불균형 해소,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26.5%)을 가장 많이 요구했다.

연구배경 및 목적
기업경쟁력 제고와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해서는 모든 경제주체에 대해 동등한 경쟁의 장
(場)을 조성하는 정책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법령의 키워드 검색, 주요
기업 등에서 발굴된 차별규제개혁과제, 그리고 주요기업 인식조사를 토대로 차별규제의 현
황과 부작용을 검토하여 차별규제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내용
정부의 규제정보포털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키워드 검색, 주요기업 및 경제단체에서 발굴
한 개선과제(307건)를 분석한 결과, 경영구조·지배구조분야 103건(33.6%), 중소기업 보
호분야 62건(20.2%) 등 경제력집중억제분야의 차별규제가 165건(53.8%)으로 가장 많았
다. 최근 3년간 300대 기업(141개사 응답) 10곳 중 4곳 이상은 기업 활동을 하면서 차별
규제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로 인해 ‘신규 사업기회·기업성장 제약’(29.3%),
‘매출·영업이익 감소’(21.3%), ‘생산성 저하 등 비효율 초래’(19.5%), ‘투자·고용창출 저해’
(10.3%), ‘기술개발·품질 저하’(1.7%) 순으로 기업경영상 애로를 지적했다. 2015년 기준
포춘 500대 기업에 소속된 한국기업의 평균자산총액은 748억 달러로서 경쟁국 대비 1/3
수준 이하임에도 기업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 규제는 국내 산
업과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기업성장을 정체시키는 등 부작용이 많다. 개방화·국제화
로 국가 간 경계가 사라지는 등 정책여건이 달라졌으므로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한 현행 경
제력집중 억제정책은 시장의 독과점과 법 위반 행위의 제재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평가
기업 간 차별규제는 외국자본의 국내시장 잠식, 소비자 후생감소 등 국가경제적인 부작용뿐
만 아니라 국제경쟁력 저하요인으로 작용하므로 한국경제의 재도약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불합리한 차별규제를 개선해야 하는 필요성을 이슈화하였다.
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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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안전보건규제의 현황과 선진화 방안
권영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근로자와 대학생들은 세월호와 같은 국가 재난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안전보건규제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비현실적이고 과도한 안전보건기준이나 중복
검사와 지도점검은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안전보건 관련 신설·강화 규제 중 필요한 규제도 있지만, 안전보건의 관리개선 효과
가 크지 않은 절차적이며 형식적인 규제도 다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장 근로자들과 대
학생들 간의 두 대조(對照)집단 간의 설문조사를 통해 각 집단의 안전보건의식 수준을 비
교 분석하여 사업장 안전규제의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내용
상이한 대조집단 간의 안전의식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주요기업 사업장 근로자(370명)와
대학생·대학원생(158명) 등 총 580명에 대해 설문조사(2016.5.9~6.17)를 진행하고 독
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안전보건규제의 강화는 국민의 안전유지에 필수
적이다”라는 설문에 ‘동의한다’가 ‘동의하지 않는다’의 7배 많았으나, “비현실적이고 과도
한 안전보건기준이 오히려 산업안전을 저해한다”라는 설문에는 응답자의 29.6%가 동의
하지 않았고, 57.7%는 이에 동의하였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복되거나 비현실적인
안전규제는 폐지·완해해야 한다”라는 설문에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동의한다’고 했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16.5%, ‘의견보류’는 14.5% 이었다. 안전관련 중복규제는 부처 간 양
보할 수 없는 이권으로 받아들여 해결하기보다는 방치하거나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제3의 중립적 기관을 설립하여 기업의 재해 자료와 접수된 전국의 재해 자료를 실시간으
로 분석하여 다시 기업에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주의나 경고를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어야 한다.
평가
규제개혁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안전규제에 대해 사업장 근로자와 대학생 간 상이한 대
조집단 간의 인식조사를 통해 비현실적이고 과도한 안전보건기준이 오히려 산업안전을 저
해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여 안전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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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대 국회 신설·강화규제의
입법현황 및 정책과제
양금승 | 선임연구위원

19대 국회 4년간 가결된 2,793개 법률안을 분석한 결과, 의원입법에 의한 신설·강화 규
제조문(1,495건)이 폐지·완화 규제조문(567건)의 2.6배이며, 20대 국회 개원 이후 114
일 동안(5.30~9.21) 발의된 813개 의원입법 규제법안 중, 신설·강화규제조문(1,074
건)은 폐지·완화규제조문(204건)의 5.3배에 달한다.

연구배경 및 목적
본 연구에서는 19대 가결법안, 20대 국회 개원 이후 114일간 발의법안의 유형별·형태별 분
석, 20대 국회 주요 의원발의 불량 규제법안의 사례검토를 통해 의원입법 규제심사제의 도
입 필요성을 이슈화하고, 규제/입법전문가(110인)의 인식조사를 통해 의원입법의 품질 제
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내용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19대 국회 4년간 가결된 2,793개 법안과 20대 국회 초기 114
일 동안 발의된 2,277개 법안을 분석한 결과, 규제의 양적인 측면에서, 19대 국회는 의원입
법에 의한 신설·강화 규제조문이 폐지·완화 규제조문의 2.6배에 달하며, 의원입법의 규제
관련 조문의 75.8%가 신설·강화 규제조문에 해당된다. 20대 국회는 개원 이후 114일 동안
의원 발의된 규제법안 가운데, 신설·강화규제조문이 폐지·완화규제조문의 5.3배로 늘어났
고, 의원입법의 규제 관련 조문의 84.0%가 신설·강화 규제조문에 해당되어 그 비중이 커지
고 있다. 또한, 20대 국회 개원 초기 114일 만에 기업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정거
래법 등 38개 법률에 걸쳐 109건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는 19대 국회가
4년간 가결한 49건의 경제민주화 관련 법률안의 2.2배에 해당한다. 20대 국회는 의원입법
의 품질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 국회의 입법권을 제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의원입
법의 발의 및 심의과정을 선진화하여 불량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입법검증시스템을 도입
하여 국가경제 회복에 국회가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가
20대 국회에서 경제민주화법안 등 불량 규제 법안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국가경제에
부담이 되고, 국민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 관련 의원입법은 최소화하고, 옥석을 걸러내기
위해 국회 내 입법검증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기여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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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법제화의
국제통상규범 합치성
최원목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외국기업들이 국내 진출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
어 국제통상법적 클레임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국제법적 정당성에 대해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연구배경 및 목적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일정한 서비스와 투자 분야의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고 이
를 중소기업청장의 사업조정권으로 담보하고 있는데, 이는 WTO 협정이나 FTA상의 시장
접근 보장의무와의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국제
법적 정당성 여부에 대해 분석하고 제도의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했다.
연구내용
그동안 한-EU FTA와 한-미 FTA 등을 통해 GATS에서 개방한 서비스 분야보다 추가적인
개방을 양허한 바가 있고, 한-EU FTA에서는 제과점업이 이에 해당하고, 한-미 FTA에서
는 제과점업은 물론 자동차전문수리업까지 추가 개방했다. 따라서 제과점업에 대한 중소
기업 적합업종 규제가 계속되는 경우, 미국과 EU가 FTA 위반을 주장할 수 있게 되고, 자
동차전문수리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는 미국에 의한 FTA 위반 주장을 불러일
으킬 수 있다. 이외 FTA의 경우에도 각각의 협정이 시장접근 보장의무를 서비스 및 투자분
야에 적용하고 있는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각각의 업종이 각 FTA의 개방 양허
대상인지 유보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해당 FTA의 위반 여부가 판별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
럼 국제통상규범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제분쟁 해결절차에 의해 국제법 위반이 판
정되면 법규 자체를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하는 부담이 초래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히 외국투자기업이 2011년 이전부터 진출해 있는 업종을 표
적으로 삼아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를 행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평가
국제규범 친화적 제도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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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과에 대한 체감도분석을 통한
규제평가기준 개선 시사점
김현종 | 연구위원

규제개선 체감도가 상승한 지자체 집단과 하락한 집단을 분류하여 각각에 대해 분석한
결과, 체감도가 개선된 지자체에서는 규제품질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즉 규제개혁
정책은 규제개선 체감도를 상승시켜야 실효성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부처별 성과평가에
체감도 개선비중을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경제성과에 대한 규제개혁 체감도의 영향을 실증분석하여 성과중심적 규제개선
평가기준으로서 체감도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규제개선 체감도의 결정요인
과 경제성과에 대한 체감도 영향을 분석하여 체감도가 규제개혁 성과평가기준으로 갖는 의
미를 파악하고 평가기준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내용
규제개선 체감도는 경제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일부 규제에 대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규제개선 체감도에 공장설립 규제품질과 다가구주택 규제품질이 긍정적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공장설립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공장설립 규제품질은 영향
을 주었으나, 다가구주택 규제품질은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규제개선 체감도가 상승한 지자체
집단과 하락한 집단을 분류하여 각각에 대해 분석한 결과, 체감도가 개선된 지자체에서는 규
제품질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체감도 상승 지자체에서 체감도 수준보다 실제 규제
품질이 더 우수하고 기업지원활동이 클수록 경제성과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개혁
체감도가 상승한 지자체의 경우 자치법규의 개선이 1건 발생할 경우 지자체 내에 500평방
미터 이상 규모의 공장이 7.45개 들어서는 반면, 체감도 하락 지자체에서는 개선 1건당 등록
공장의 수가 3.27개의 관계인데 통계적 유의성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규제개선 체감도
상승지역에서 기업유치를 위한 보조금지원과 행정지원의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났다. 한편, 규
제개선 체감도 상승지역에서만 기업유치를 위한 경영자금지원금액의 효과가 발생했다.
평가
본 연구는 규제개혁 체감도에 대한 규제품질·지원활동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차별화되며, 규제개선 체감도가 높을수록 정책에 대한 순응도를 높여 경제적 성
과를 제고한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한 점에서 연구의 공헌이 평가된다.
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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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와 중소슈퍼마켓은 서로 경쟁하는가?
정회상 | 부연구위원

대형마트와 중소슈퍼마켓은 서로 경쟁관계에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최근 OECD 국
가에서 대형마트 진입·영업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규제완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연구배경 및 목적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체가 경쟁관계에 있다고 전제하고, 중소유
통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의 출점과 영업을 규제하고 있다. 그런데 소비자들마다 생
필품 구입의 시점이나 빈도 또는 구매량 등이 서로 달라 대형마트와 동네 슈퍼마켓이 판매
대상으로 삼고 있는 소비자 그룹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과연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업
체가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연구내용
본 보고서에서는 서울시 유통업체들의 생필품 가격자료와 공간자기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대
형마트와 중소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제품들 간 대체 정도를 평가했다. 이를 위해 2014년
1~12월 기간 동안 총 26개 제품에 대해 유통업체들의 (가격에 관한) 최적대응함수를 추정
했다. 그 결과 대형마트와 대형마트, 중소슈퍼마켓과 중소슈퍼마켓 등 같은 규모의 유통업
체 간 제품 가격들에는 공간적 상관관계가 존재하지만, 대형마트와 중소슈퍼마켓에서 판매
하는 제품들 간에는 공간적 가격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같은 규
모의 유통업체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은 소비자들에게 대체재이지만, 대형마트와 중소슈퍼마
켓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은 서로 독립재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대형마트와 중소
슈퍼마켓은 각각 다른 시장(소비자 그룹)에 직면하고 있어 서로 경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
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중소유통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대형유통업체 규제는 의미가 없을 가
능성이 높다는 것을 도출할 수 있다.
평가
공간계량경제 방법론을 이용하여 대형마트와 중소슈퍼마켓 간 경쟁관계를 실증분석하고,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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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 강화의 쟁점과 시사점
허원제 | 연구위원

입증책임의 전환/완화나 손해배상의 징벌화 등을 포괄하는 현재의 제조물 책임법 개정
안은 기업에의 파장의 진폭을 증가시킬 우려가 크다. 따라서 법 개정을 서두르기보다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신중하고 면밀한 접근을 이뤄 나갈 필요가 있다.

연구배경 및 목적
본고에서는 현재 제조물 책임법과 관련한 쟁점 사항이라 할 수 있는 입증책임 전환/완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 이슈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악의적인 이의 제기와 공정한 경쟁을
무색케 하는 소모적인 음해성 법적 다툼 등에 오용될 소지를 여과시켜 실효성 있는 제조물
책임법이 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내용
현행 제조물 책임법하에서 피소송 책임기업들은 제조물 결함 시 응당 짊어져야 할 손해배상
외에도 전체 매출·이익 그리고 주주들에의 여파 발생 등 상당한 파장력을 지닌 다른 부정적
인 영향에도 봉착해 있다. 이를 감안했을 때, 현재 제조물 책임법 개정 논의에서 쟁점인 입증
책임의 전환/완화나 손해배상의 징벌화는 기업에의 파장의 진폭을 더 키울 수 있어 면밀한
검토를 거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자칫 면밀한 영향과 효과의 타진(打診) 없는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선량한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것이 악성민원소비자를 보호하고 이들을 정
당화하여 도리어 제조자와 산업 전반에 부당한 손실을 야기하는 우(愚)를 범하는 일은 없어
야 할 것이다. 법의 오용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제조물에 대한 책임을 지울 때 산업 활동을 불
합리하게 저해하는 지나친 제재를 여과할 수 있기 위해선 제조물 책임법상 손해배상 청구권
의 긴 소멸시효 조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무과실책임을 지는 제조자 등이 불가항력
적으로 손해배상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 면책사유를 현실화하는 것을
고려해 봄 직하다.
평가
현행 제조물 책임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 속에 본 법의 적용 실태와 그에 따른 해당 기업들의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제조물 책임법의 쟁점 사항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에 있어, 보
다 폭넓은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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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결합 상영관의 차별행위 규제에 대한 타당성 검토
정회상 | 부연구위원

공정위가 문제 삼은 CGV와 롯데시네마의 상영회차 배정행위는 경쟁제한이 아닌 수요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재협상, 배급사와 상영관 간 유인일치, 흥행 수준에 따른 상영일정 조
정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수직결합과 관련이 높다.

연구배경 및 목적
지난 2014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CGV와 롯데시네마가 각각 계열 배급사(CJ
E&M)와 자사(롯데엔터테인먼트) 배급 영화에 더 많은 상영회차를 배정한 행위 등이 공정
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CGV
와 롯데시네마의 차별행위로 인해 CJ E&M과 롯데엔터(테인먼트)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됐
다고 하면서 해당 행위를 수직결합 과정에서 파생된 단순한 차이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구내용
멀티플렉스의 상영횟수 결정 모형과 영화산업 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수직결합 상영관은 계열 배급사 영화의 흥행 수준이 비계열 배급사 영화보다 낮
을지라도 두 영화의 흥행 수준 차이가 충분히 크지 않으면 계열 배급사 영화를 더 많이 상영
한다. 이는 CGV와 롯데시네마의 상영회차 배정 차이가 수직결합 상영관의 결합이윤 극대
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CGV는 롯데엔터와 비계열
배급사 영화들을 상영할 때 독립 상영관인 메가박스와 (극장당) 상영횟수에서 큰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롯데시네마의 경우에는 CJ E&M과 비계열 배급사 영화들을 롯데엔터 영화들
보다 적게 상영한 경향이 있었는데, 총 78개 경우 중 43개 경우가 경쟁제한을 위한 차별행
위를 의미할 만큼 상영횟수에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CGV와 롯데시
네마는 법 위반 기간 동안 차별행위를 할 좋은 환경에 있었지만, CJ E&M과 롯데엔터의 시
장지배력이 강화됐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는 없었다.
평가
수직결합 상영관들의 행위에 과연 정당한 이유가 없는지, 상영회차 배정 차이가 차별행위로
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차별행위로 인해 계열 배급사들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됐는지를 모
형과 자료를 이용해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연구이다.
105

ANNUAL REPORT

응용일반균형모형을 통한
기업규제의 경제적 효과 분석
정재원 | 연구위원

한국 산업구조상의 특수성을 고려해 대/중소기업군을 구분하는 CGE 모형을 개발하고,
제조업 부문 전체 기업과 대기업, 중소기업의 규제비용 절감 시 파생되는 제반 경제적 효
과를 각각 분석하였다.

연구배경 및 목적
한국 산업구조는 대중소기업의 양극화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기업규제 관련 정책을 시
행함에 있어서 보다 면밀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중소기업군을 구분하는
CGE 모형을 개발하여 전체 기업 혹은 대기업, 중소기업 등 특정 기업군의 규제비용 절감 시
파생되는 제반 경제적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내용
완전경쟁하의 하나의 대표기업을 가정하는 기존 CGE 모형들은 모형의 단순성이란 이점에
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특정 기업군을 목표로 한 제반 정책의 효과분석이 불가능함은 물
론 한 산업 내 이질적인 기업군들 간의 상호작용을 반영하지 못한다. 특히 한국의 대/중소기
업 같이 기업군 간 이질성이 뚜렷한 경우 이러한 산업 구조상의 특수성을 반영한 모형의 개
발을 무엇보다 필요로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대/중소기업군을 구분하는 CGE 모형을 개발
하여 기업 규제비용 절감의 제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기업 규제비용
절감의 제반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커 제조업 부문 전체 기업 규제비용이 10% 감소할 시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해 투자, GDP, 사회후생은 각각 2.61%, 4.81%, 2.19% 증대되며,
전체 실업률은 0.14%p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개별 기업군 규제비용 절감의 경
제적 효과를 살펴본 결과,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규제비용 절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더 커
특정 기업군의 규제강화를 통한 다른 기업군의 보호/육성과 같은 정책은 경제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평가
향후 다양한 정책 모의실험에 활용 가능한 대/중소기업 구분 CGE 모형 개발과 더불어, 기
업 규제비용 절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커 다른 경제부양 정책보다 규제완화 자체가
큰 경제적 파급효과를 일으킬 수 있음을 계량적으로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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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주력산업의 글로벌경쟁력 비교
신현한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이강륜 | 연세대학교 연구원

국내와 세계 주요국가 제조기업의 재무비율 분석을 통해 글로벌시장 경쟁력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매출원가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했다.

연구배경 및 목적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제조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악화되고
있다. 이에 2000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과 OECD 회원국, 선진국(미국, 영국, 프랑스, 독
일, 일본), 신흥국(브라질, 인도, 태국, 중국, 타이완) 중 국가별 매출 상위 200위 제조기업의
재무비율 중앙값 비교를 통해 국내 제조기업의 현주소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내용
2011년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주력산업에 대한 미국·일본·중국 기업의 매출증가율은 상
승세로 돌아선 반면, 우리나라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제조기
업의 성장성과 수익성 악화의 배경은 수출의존도가 높아 기업들의 경영성과가 대외 환경 변
화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또한, 매출원가가 높은 국내 제조기업의 특성에도 문제가 있다. 국
내 제조기업의 영업현금흐름의 감소는 단기부채상환능력 감소라는 재무건전성 악화로 이
어져 기업들의 투자를 감소시켜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
나라 주력 업종인 화학, 철강,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업종을 세분화해서 살펴보아도 2010
년 이후 전반적인 경영 성과들이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자동차와 조선 업종에서
는 타 국가들보다 높은 매출원가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금융 위기가 왔을 때 유연하게 대
처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중국은 전체 업종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매출원가율을
보이지만 낮은 판매관리비율을 갖는 비효율적인 비용구조로 되어 있어 매출원가 구조가 개
선되어야 한다.
평가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명성을 이어가고 우리나라 제조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회복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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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어교육도시의 파급효과 실증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김태경 |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제주 영어교육도시의 외국인 학교들에서 학생 1인당 창출되는 소득창출효과를 분석한
결과, 2021년까지 제주 영어교육도시에 7개 국제학교를 설립, 학생 9,000명을 유치할
경우 연간 경제적 효과가 3,687억 원으로 추정됐다.

연구배경 및 목적
제주 영어교육도시의 조성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지만, 그동안 파급효과 분석모형들
은 자본투입에 따른 건설파급효과에 국한된 경우가 많았고, 그 효과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Daranee(1976)의 소득창출모형을 활용하여 제주 영어교육도시의 학생 1
인당 창출되는 소득창출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현재 건설된 학교들과 향후에 건설될 학교들
이 가지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내용
정부가 2021년까지 제주 영어교육도시에 7개 국제학교를 설립하고 학생 9,000명을 유치
할 경우, 영어교육도시 조성에 따른 연간 경제적 효과가 3,687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
다. 학생 1인을 기준으로 제주 영어교육도시의 직접소득효과는 지역거주 교직원 소득창출효
과 1,081만 원, 해외진학 감소에 따른 외화절감효과 410만 원 등 총 1,491만 원으로 분석됐
다. 직접소득 창출액과 간접소득 창출액, 유도소득 창출액을 합산하면, 학생 1인당 연간 소
득창출효과는 총 4,097만 원으로 계획대로 9,000명의 학생을 유치할 경우 연간 3,687억 원
의 소득이 창출되며, 이는 2014년 제주도 GRDP(13조 8,941억 원)의 2.65%에 해당한다.
2021년까지 제주 영어교육도시 건설에 사업비 1조 7,810억 원이 투입될 경우, 생산유발효
과 2조 1,975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7,557억 원 등 총 2조 9,532억 원이 발생하고, 2만
931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제주도뿐만 아니라 국내에 수요는 많지
만 부족한 외국교육기관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규제완화 검토가 필요하다.
평가
제주 영어교육도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는 분석 자료를 통해 국부유출 방지,
외자유치 등 교육서비스산업의 육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
며, 경제자유구역 등으로 성공사례를 확산시킬 필요성을 이슈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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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도입 필요성과
국민경제 효과 분석
김원식 | 건국대학교 경영경제학부 교수

본 연구는 의료 공공성 혹은 공익성이 훼손된다는 이유로 사실상 억제되었던 투자개방형
병원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투자개방형 병원의 허용으로 자본수익을 증대시킴으
로써 의료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할 수 있음을 보였다. 이와 아울러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의 세수도 상당 규모로 증대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연구배경 및 목적
전 세계 의료산업이 ICT 도입을 통해 급속도로 진화하고 의료서비스 질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병원은 수익성이 감소하는 등 경영환경이 좋지 않아 경쟁에서 뒤쳐질 가
능성이 높다. 본 보고서는 외부자금 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투
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의 필요성과 그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내용
현 국내 의료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법인병원이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규
정 때문에 외부자금 투자가 제한되고 있다는 점이다. 법인병원 운영자가 자기자본만을 활
용해 투자해야 하므로 부담이 크고 신규 의료서비스나 기술 도입이 어렵다. 또한 급속한 고
령화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병목현상이 예견되므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을 통해 이를
대비해야 한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도입될 경우 민간 자본이 병원의 비효율적인 경영
구조를 개선해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고, 미래 의료기술 개발을 통한 전문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 현재 개인병원에는 외부자금 유입을 허용하고 있는 데 반해 법인병원에는 이를 허
용하지 않는 것 등 제도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점도 문제이다. 투자개방형 병원은 당기순이
익률이 기존 병원에 비해 최대 7.67배 커질 것이라고 추정된다. 또 병상 수가 3만 개 늘어
날 경우, 병원부문에서 의사를 제외한 직원 일자리가 약 1만 9,000개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세수는 100개 병상당 6,200만 원에서 4억 7,500만 원으로 7.7배 증가하
고, 6,300억 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추정됐다.
평가
본 보고서는 의료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현 제도를 비판하고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
입의 필요성을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특히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의 경제적 효과를 구
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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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ICT 경쟁력 국제비교 및 시사점:
ICT 규제수준을 중심으로
김영신 | 연구위원
송용주 | 연구원

국내 정보통신기술 산업의 관련규제에 대해 해외 주요국의 규제와 비교하고 실증 분석함
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ICT 규제 환경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배경 및 목적
세계 각국은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을 핵심정책으로 추진
하는 등 ICT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경제적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기존 규
제가 ICT기술을 이용한 융복합 제품 및 관련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상황이므로 관
련규제에 대해 해외 주요국의 규제와 비교·분석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ICT 글로벌 경쟁력평가 결과를 분석하면서, 2015년 기준 국제전기통
신연합(ITU)의 ICT 발전지수(IDI)에서는 1위를 차지했고 세계경제포럼 네트워크준비지수
에서는 13위를 차지하였으나, 관련 정치·규제 환경은 42위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을 문제점
으로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 ICT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ICT산업 발
전에 필요한 핵심요소인 규제·제도에서는 ‘ICT 관련 규제(Laws relating to ICT)’에 대한
순위는 전체 21위이고, 사법부 독립성이나 지적재산권 보호 측면에서는 OECD 평균보다도
크게 낮음을 밝혔다. 또한 ICT 관련 규제 환경이 ICT 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
향을 실증적으로도 분석했다. 그 결과, ICT 관련 규제에 대한 평가가 좋을수록 국가경쟁력,
사업고도화, 혁신전문화요인 등 ICT 경쟁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
구에서는 국내 ICT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 규제 개선, 전자상거래 시
장 확대,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민간 협의체 자율규제 도입의 필요성이 있음을 역설했다.
평가
ICT 관련 규제가 ICT 산업 자체의 경쟁력은 물론 여타 산업의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함
을 국제적으로 비교하고,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여 법제도 측면에서의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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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재협상론과 한국 산업에 대한 경제적 영향분석
최남석 | 전북대학교 무역학과 조교수

한미 FTA 전면 재협상의 경우 국내경제 파급효과는 향후 10년간 총 수출손실 942억 달
러, 일자리손실 86만 개, 생산유발손실 239조 원 등으로 추정됐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총 수출손실 119억 달러, 일자리손실 9만 2천 개, 생
산유발손실 29조 원 등으로 추정됐다.

연구배경 및 목적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확대에 따른 수출손실 탄력성을 추정하여 2017년 한미 FTA 재협상
이후 한국의 국내 산업별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미 FTA 재협상에 따른
양허정지 결과 한국의 대미 수출손실과 미국 현지투자-연계-간접수출 손실로 이어질 경우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산업연관표를 적용하여 추정했다.
연구내용
본 연구는 세 가지 시나리오로 구성하여 분석했다. 첫째, 시나리오는 미국 대선 이후 반덤
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이며, 이에 따른 국내경제 파급효과는 2017~2021년 최
대 5년간 총 수출손실 119억 달러, 일자리손실 9만 2천 개, 생산유발손실 29조 원, 부가
가치유발손실 7조 원으로 추정됐다. 미국의 반덤핑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손실 타격이 가
장 큰 산업은 자동차산업으로 분석됐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세이프가드 발동으로서 이에
따른 국내경제 파급효과는 2017~2020년 최대 4년간 총 수출손실 518억 달러, 일자리손
실 45만 5천 개, 생산유발손실 141조 원, 부가가치유발손실 36조 원으로 추정됐다. 미국
의 세이프가드 발동에 따른 수출손실 타격이 가장 큰 산업은 자동차산업으로 나타났다. 한
편 세 번째 시나리오인 한미 FTA 전면 재협상의 경우 국내경제 파급효과는 2017~2025년
10년간 총 수출손실 942억 달러, 일자리손실 86만 개, 생산유발손실 239조 원, 부가가치
유발손실 65조 원으로 추정됐다. 한미 FTA 재협상에 따른 양허정지의 수출손실 타격이 가
장 큰 산업은 자동차산업으로 나타났다.
평가
본 연구는 미국 대선 이후 나타날 미국의 통상압력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함으로써 대응방안
을 마련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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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핀테크산업 급성장과 규제완화
서봉교 | 동덕여자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중국정부는 핀테크 관련 규제완화로 신규 시장과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경쟁을 통해 금
융혁신을 유도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정부처럼 직접적인 육성정책보다 시장 진입
규제 완화로 경쟁을 통한 혁신과 발전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구배경 및 목적
중국의 핀테크 금융산업이 지난 수년간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
의 ICT 관련 기술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도와 규제의 문제점으로 핀테크산업의 발전
이 매우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핀테크 금융산업 발전 과정에서 금
융부문 규제완화가 혁신에 기여하였는지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내용
중국의 핀테크산업 규모는 2016년 거래 금액이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를 기록할 것으
로 전망될 만큼 급성장하고 있다. 중국의 온라인 지급결제는 모바일 지급결제 시장이 인터
넷 지급결제 시장보다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중국정부는 타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달성한 비(非)금융회사가 금융혁신을 주도하도록 기존 은행들의 독점영역
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등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중국은 정부 재정지
원을 통한 육성보다는 점진적인 규제완화가 더욱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중국정부는 신규
성장산업에 대해 ‘실험적인 규제 완화’ 접근방법을 활용하면서, 정책 담당자가 이러한 산업
의 변화에 민첩하게 적응하고 사후적으로 제도를 완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특구와
같은 일정 지역, 혹은 시범 기업들에게 ‘실험적인 규제 완화’를 적용하여 사업을 진행할 때
정책 담당자에게 권한과 책임, 그리고 보상을 명확히 하여 혁신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사후적으로 보완하여 법제도적
인 환경을 완성하고 있다.
평가
중국정부는 핀테크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이나 직접적인 육성정책보다는 시장 진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경쟁을 통한 혁신과 발전을 유도하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핀테크 및 신
산업 발전 전략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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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드론산업 규제완화 정책의 특징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오철 | 상명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교수

중국정부는 드론과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원칙적으로 허용적인 자세
를 취하였다. 중국은 ‘先금지-後조치’가 아니라 ‘先허용-後보완’, 즉 드론산업이 발전하
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사후적으로 규정을 마련해서 보완하는 ‘기술 수용적인 정책’
을 사용하였다.

연구배경 및 목적
드론산업에서 흥미로운 점은 후발국가인 중국이 산업고도화 과정에서 빠르게 첨단산업 선
점에 성공한 사례이다. 본 연구는 중국의 드론산업과 핵심 기업(DJI, 이항)의 발전에 대한
현황 분석, 중국의 드론 관련 정책적인 변화, 중국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의 역할 등을 분석하
는 것이다.
연구내용
세계 드론시장을 장악한 DJI는 최초의 드론 개발업체가 아니었으며, 중국 역시 처음으로 상
업용 드론이 시작된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드론 개발과 관련 생태계 구축
을 통해 첨단산업을 선점해 나가는 데 성공하여 그 비결이 주목받고 있다. 드론의 핵심기술
은 과거 추진장치, 제어장치, 통신장치, 센서 등 하드웨어 위주였으나, 최근 드론의 활용영역
이 점차 확장되고 소비자 니즈도 다양해짐에 따라 자동항법장치, 카메라, 지상제어지원 등
소프트웨어 연관기술도 중요시되고 있다. 민간용 드론의 활용분야가 다양해지면서 드론산
업에 대한 투자와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빠르게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중
국기업들의 경쟁력과 성장가능성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 드론 스타트업들의 부
상에 힘입어 상업용 드론시장에서 중국이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드론
과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원칙적으로 허용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중국은
‘先금지-後조치’가 아니라 ‘先허용-後보완’, 즉 드론산업이 발전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
을 사후적으로 규정을 마련해서 보완하는 ‘기술 수용적인 정책’을 사용하였다.
평가
한국 드론산업이 초기 시장 선점에 실패한 이유는 ‘자유로운 발전 시도가 원천적으로 봉쇄
될 수밖에 없는 규제환경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신산업 부문의 규제
개혁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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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의 서비스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김영신 | 연구위원

제조업 서비스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성과 중심보다는 장기적 비즈니스모델 기
반 서비스 중심으로 가치사슬을 확대하고 서비스 융합을 진행하는 데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연구배경 및 목적
해외 주요국들은 제조업의 미래변화에 대비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 방안으로 제조업의 서비
스화를 통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제조업 부문의 생산성 제고와 경쟁
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품혁신과 부가가치 제고가 절실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조업의
구조변화에 대해 제조업 서비스화 관점에서 분석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내용
한국 제조업도 서비스화가 진전되면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KOSPI에
상장된 제조업종 기업들의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등을 분석해서 업종별 재무적 특징을 도
출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제조업의 서비스 중간재로서의 투입이 증가할 경
우 부가가치가 제고될 수 있음을 보였다. 분석에서는 생산자 서비스 중간투입과 해당 산업
의 부가가치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제조업의 서비스화
를 통해 유사 범용제품과의 차별성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기존 수요자를
고정 고객화하여 수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함의를 제공한다.
따라서 제조업 서비스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성과 중심보다는 장기적 비즈니스모
델 기반 서비스 중심으로 가치사슬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조업 기업들이 기존 제
품의 가치사슬에서 서비스 중간투입을 진행하는 데 있어 불필요한 규제로 혁신을 막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자율적인 사업구조조정과 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법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평가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높이려면 가치사슬의 모든 단계에서 서비스 융합이 있
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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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광고산업 발전의 장애요인 및 개선방향
김영신 | 연구위원

광고 산업에서 ICT 기술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와 결합하여 다양한 형태로 융복합되면
서 기존사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영역이 창출되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관련법과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연구배경 및 목적
ICT 기술발전과 함께 국내외로 스마트미디어를 통한 스마트광고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더욱이 스마트광고산업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등 타 산업에 대한 후방연쇄
효과가 큰 산업으로 전략적 가치가 높은 산업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광고산업에 ICT 서
비스를 활용한 스마트광고 시장 확대의 법적·제도적 걸림돌을 점검하고, 스마트광고산업의
발전이 연관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내용
본 연구는 스마트광고의 다양한 유형과 특징을 설명하고 관련 시장의 규모 및 향후 추이를
분석하였다. 스마트광고 생태계는 전통적인 광고생태계인 광고주-광고대행사-미디어렙매체사로 이어지는 것과 달리 개방적이어서 광고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국내 전통
적인 지상파나 신문 등의 기존 매체 광고시장은 성장이 정체된 상황이지만 스마트TV, 모바
일 광고, 인터넷 광고, IPTV(VOD), 디지털 사이니지 등 스마트기기 등을 활용한 스마트광
고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을 전망했다. 특히 디지털 사이니지는 광고·콘텐츠뿐만 아
니라 소프트웨어와 솔루션서비스, 디스플레이 및 하드웨어 등 관련 산업의 발전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2020년 디지털 사이니지의 생산유발액은 약 10조 원, 고용유발인원 약 7만
명으로 추정했다. 또한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상 자유표시구역 도입 지역을 확대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평가
스마트광고산업의 성장이 여타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추정하였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될 필
요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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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원격의료 도입과 정책 시사점
이찬우 | 서원대학교 중국어과 교수

국민 복지서비스, 의료서비스 확대 및 국가 기술력 제고 등 공익적 관점에서 원격의료
관련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다. IT기술과 접목한 원격의료가 상용화될 수 있도록 의료기
관과 IT기업 간 협력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적 수준의 IT기술과 의료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원격의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 서비스 허용주체를 의사와 의사 간으로 한정하는 등
관련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원격의료 관련 주요 정
책, 원격의료 도입 사례 분석, 한․중 양국의 규제 비교를 통해 국내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에 관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내용
중국은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의료 도입을 통해 의료 접근성 제고,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꾀하고 있다.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원격의료 추진 배경에는 의료기관의 불균형한 분포, 의료
인력 부족, 낮은 의료서비스 등 고질적 문제가 내재해 있다. 이러한 낙후된 의료체계를 개선
하기 위해 2009년 중국 국무원은 <의료보건시스템 개혁에 관한 의견>을 발표함으로써 중
국의 의료개혁이 본격화되었다. 중국 의료개혁 이후 성(省) 정부의 주도로 지역 내 중소도시
의료기관과 연결하는 원격의료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시작되었다. 중국정부는 의료개혁의 중
요 수단으로 원격의료 도입을 촉구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성격의 규정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원격의료 관련 규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한국은
명문화한 법령을 통해 허용되는 범위가 결정되는 반면 중국은 가이드라인 성격의 결정만 명문
화하고 세부 사항은 각 성(省)의 위생보건 행정부문이 결정한다는 점이다. 중국과 한국의 원
격의료 규제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가 금지되어 원격진료, 원격
처방전, 원격조제 및 판매 등 원격의료 서비스 전반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평가
우리나라에서 규제되고 있는 원격의료가 최근 중국에서는 허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우
리나라 원격의료 허용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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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 규제정책의 전환 필요성 및 개선방향
김수연 | 책임연구원

급락하는 우리나라 게임산업의 주요 원인 가운에 하나로 정부가 추진해 온 게임산업 규
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해외 주요국의 게임산업 정책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시사점
을 도출하고 우리나라 게임산업 중흥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게임산업은 최근 5년간 게임업체 수는 2009년 3만여 사에서 2014년 1만 4,000
여 사로 감소하고, 웹보드게임과 관련하여 2012년 대비 2015년 현재 5,000억 원의 매출이
감소하는 등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다. 위기의 원인으로 정부의 규제정책이 지적되고 있는
바, 본 연구를 통해 지난 게임정책을 검토하고, 해외 주요국 게임정책의 비교를 통해 게임정
책의 변화 필요성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내용
바다이야기 이후 시행된 정부의 게임규제가 문화적, 산업적 가치를 도외시한 채 마련되었다
고 비판하면서, 어느 나라에도 찾아볼 수 없는 강제적 셧다운(2011년 도입), 웹보드게임 규
제(2014년 도입)를 대표적인 예로 제시하였다. 2005년 게임을 ‘전자 헤로인’이라고 지칭,
강력한 규제를 추진하였던 중국조차 해당 규제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자 2010년
자율적 규제로 노선 변경하였는바 이는 우리나라에 시사점이 크다고 지적하였다. 보고서는
국립 예술 기금인 NEA가 지원 부문에 ‘게임’을 포함하였던 미국이나 음악, 미술, 방송 등과
함께 창조적 콘텐츠 산업으로 인정하고 게임 종사자를 예술인사회보험제도의 대상자에 포
함시킨 독일 등의 사례를 제시하며 정부의 게임규제 정책이 문화로서의 자율성과 산업으로
서의 활성화 필요성을 고려하는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기본권 침해
논란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강제적 셧다운 제도를 폐지하고, 사행물이라는 인식 속에 각종
규제로 점철되어 있는 웹보드게임 규제 완화작업이 시급히 이루어져 할 것을 주장하였다.
평가
보고서는 급락하는 우리나라 게임산업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정부의 게임규제 정책을 지
적하면서 해외 주요국의 게임산업 정책을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게임정책의 전환 필요성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기여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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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에너지전환 정책의 추이와 시사점
송용주 | 연구원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를 감축해야 하는 등 에
너지 정책의 전면적 개편을 검토할 시점이다. 독일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한편
에너지효율성 증대를 통해 에너지 사용량 감소를 달성하고 관련 신산업을 창출하고 있다.

연구배경 및 목적
2015년 12월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 ‘파리 협정’이 채택됨에 따라 화석연료에서 신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정책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1970년대부터 신재생
에너지 확산을 지원해 온 독일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그 성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내용
2000년 재생에너지법 발효 이후, 2014년 독일의 최종 에너지 소비량 중 신재생에너지 비
중은 전기의 27.4%, 냉난방의 12.2%, 수송연료의 5.6%로 증가하였고 탄소배출량은 1990
년 대비 27% 감소하였다. 지난 20년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면서도 에너지 수입액
절감과 신산업 창출을 통해 경제 성장을 달성하고 37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때문에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독일정부
는 신재생에너지 담당 조직을 환경부에서 경제에너지부로 이관하고, 지원금 절감 및 기존
에너지 시장과의 통합 강화 등 경제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2014년 재생에너지법을 개정
하였다. 독일의 에너지전환은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경제 성장을 저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에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등 정책 지원이 중요
한 역할을 담당했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 효율성 증대 정책 역시 주요했다. 신재생
에너지산업의 초기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FIT 재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자가
발전 가구와 제조 기업에 대한 우대 정책을 마련하여 국민과 산업계를 설득해야 한다.
평가
에너지믹스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관련 산업 발전 등에서 모범이 되는 독일의 사례를
소개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특히 독일은 에너지 자원이 거의 없고 에너지 수입의존도와
제조업 비중이 높아 우리 경제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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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수출품목 의존도 국제비교와 시사점
변양규 | 연구위원

우리나라의 10대 수출품목이 전 세계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전
세계 시장에서 점차 덜 팔리는 상품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난 10년간 10대 수
출품목의 구성도 거의 변하지 않았다. 이제는 지속적인 수출 증대를 위해 새로운 주력상
품의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연구배경 및 목적
2015년 우리나라 수출은 전년대비 8.0% 감소한 5,268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특히, 주요
수출품목의 수출 감소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어서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한 것
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10대 수출품 의존도를 주요국과
비교하여 시사점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연구내용
UN Comtrade 자료를 분석한 결과, SITC 2단위 기준 우리나라 10대 수출품이 전체 수출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 기준 75.7%로 미국(55.4%), 중국(67.8%), 일본(69.8%)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2008년 이후 정체를 보이고 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가 주력하고 있
는 10대 품목이 전 세계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8년 48.3%에서 현재 45.6%
까지 하락하여 우리나라 10대 수출품목은 상대적으로 점차 세계 수요가 감소하는 품목일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가격변동성이 큰 품목이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22.6%에서 2014년 31.0%로 8.4%p나 증가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10대 수출
품목 및 전체 수출은 과거 가격변동에 보다 많이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008년
이후 사무용 기계 및 자동자료 처리장치가 10대 수출품목에서 제외되고 산업용 일반기계
및 장비가 신규로 진입한 것 외에는 변화가 없다. 또한 20위 이하 품목이 수출서 차지하는
비중도 8.0%로 미국의 24.3%, 중국의 14.8%에 비해 상당히 낮다. 수출의 지속적인 성장
을 위해서도 새로운 주력 수출품의 발굴이 시급하다.
평가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상품에 대한 의존도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과도함을 실증적으로 보임
으로써 수출상품 다양화의 필요성을 적절히 강조하는 연구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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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E산업 인프라 구축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송용주 | 연구원

각종 규제와 이해갈등으로 MICE 관련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MICE 강국들과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MICE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에 따른 민간투
자자 혜택을 늘리고 지정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서울시
전략 지역부터 기관 간 갈등을 극복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시급하다.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국제회의 개최 건수는 빠르게 성장했지만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은 미흡한 상황
이며, MICE산업 국제경쟁력은 가격을 제외하고 시설, 교통, 홍보 등 전 부문에서 낮은 편이
다. 본 보고서에서는 MICE산업 발전의 전제 조건으로서 인프라 구축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
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내용
MICE산업은 국정과제인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레저 육성’의 핵심 과제로, 대한민국은
2014년 국제회의 개최 건수 세계 4위를 기록했으나 부가가치 창출에 있어서는 미흡한 수준
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전문회의시설, 숙박, 교통 인프라의 국제 경쟁력이 낮아 수요 및 부가
가치 확대에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운송, 음식숙박, 레저스포츠, 관광, 유통 등과의 융·복합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해야 할 시점이다. 현재까지 논의된 복
합리조트 사업은 수익성 부족으로 인한 민자 유치 실패 및 기관 간 이해 갈등 때문에 추진이
지연되어 왔다. 부담금 감면의 실효성 향상, 조세 감면 등 국제회의복합지구의 혜택을 늘려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중앙정부에서 전략 지역을 선 지정하여 기관 간 갈등을 해소
하고 개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공급 부족이 심각한 서울의 복합리조트 개발이 시급
하므로 서울역 북부와 COEX-잠실 지구를 정부에서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우선 지정, 민간
참여를 장려하고 개발 속도를 높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GTX 개통에 맞추어 KINTEX-서
울역-COEX를 통합브랜드로 육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평가
그간 국내 MICE산업의 양적 성장이 지속되었으나 질적 성장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인프라 구축이 지연되고 있는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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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비즈니스 모델의 정책적 시사점
정회상 | 부연구위원

승객들의 요구에 적시에 대응하고 품질 면에서도 기존 택시와 차별화된 교통서비스가 국
내에서 창출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여객자동차 운
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자가용을 이용한 우버 서비스 제공이 예컨대 택시 승차난이 심각
한 심야시간대에 우선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연구배경 및 목적
세계 각국은 대표적인 공유경제 모델인 우버를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혁신적 서비스로
보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여 수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3년에 시작
된 우버 서비스 제공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있었다. 물론 서울시에서 우버가 시범운행에 들
어갔지만, 서비스 제공 범위가 제한적이며 관련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논의도 없는 상
태이다.
연구내용
우리나라 택시시장의 구조와 운행 실태를 살펴보고 미국 맨해튼 자료를 이용하여 우버와 택
시 운행의 특징을 비교·분석한 결과, 오후 9시부터 오전 2시까지 택시 승차난이 심각한 것
으로 나타났고, 우버의 공급은 승객들의 수요가 많지만 택시의 공급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
하는 시간대에 증가할 것임을 발견했다. 이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여 자
가용을 이용한 우버 서비스 제공이 택시 승차난이 심각한 심야시간대에 우선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이는 승객들의 요구에 바로 대응하고, 기존 택시와 차별화된 교통
서비스를 창출하는 데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이다. 우버 관련 사업자들에게 등록, 보험가입, 안
전 등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논의 또한 중요할 것이다.
평가
본 보고서는 미국 우버 운행의 특징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택시시장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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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의약품산업의
강소기업 성장사례(이스라엘 Teva社) 분석 및 시사점
송용주 | 연구원

Teva의 성장 배경에는 이스라엘의 R&D·사업화 지원 제도, 기업투자 촉진 제도, 글로벌
의약품 인허가 규정 도입 등의 정책이 있었다. 그러나 제네릭 선호 정책은 Teva가 글로벌
제약사를 뛰어넘는 데에는 한계로 작용하기도 했다. 국내 제약기업들의 자본투자를 장려
하고 장기적으로는 신약 개발을 촉진하는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

연구배경 및 목적
고령화와 고성능 의약품에 대한 수요 증대로 바이오의약품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글로벌 제
약기업들의 시장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제약기업들은 주로 내수 제네릭 시
장에 집중하여 매출액이 1조 원을 넘는 기업이 두 곳에 불과하다. 내수 중심 제네릭 생산기
업으로 시작하여 세계 제약 시장 9위, 바이오시밀러 시장 2위로 성장한 이스라엘 Teva사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연구내용
보고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시장구조를 지닌 이스라엘에서 Teva가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인을 경영 전략과 산업 정책 측면에서 분석했다. 이스라엘의 산학연 협
력과 R&D 지원을 통해 장기간의 기초연구 투자가 가능했고 신약 개발로 이어졌으며, 자본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자금력 확보와 지속적인 M&A를 통한 사업 다각화가 가능했다.
글로벌 의약품 인허가 규정과 임상실험 기준을 국내에 도입함으로써 해외 진출에 용이한 환
경도 구축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정부의 제네릭 의약품 선호 정책으로 Teva가 제네릭 중심
으로 성장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신약을 개발하는 글로벌 제약기업들을 뛰어넘기에는 한계
가 있었다. 보고서는 글로벌 제약기업 대비 규모가 작은 국내 제약기업들 역시 적극적인 투
자를 통해 경쟁력을 확충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글로벌 의약품 인허가 규정의 도입과 임상
데이터 상호 인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기적으로는 신약 개발을 장려하는 제도적 환경
구축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평가
바이오의약품산업의 강소기업 성장사례로 주목받는 Teva의 경영전략과 이스라엘의 하이테
크 육성 정책을 소개함으로써, 협소한 내수 시장을 벗어나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려는 국내
제약 업계에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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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법제도 현안 및 개선과제
강소라 | 연구원

자동차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법제도 현안을 검토하고 우선적으로 해결
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였다. 임시운행 규제 완화 및 규제프리존 특별법 통과, 자율주행
자동차 실증단지 구축,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상품 개발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
하였다.

연구배경 및 목적
자율주행 기술이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올해 2월
부터 임시운행을 허가하여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자율주행자동
차 관련 법제도 현안을 검토하고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논의하였다.
연구내용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은 기본적으로 자동차 관련 안전규제와 제도의 국제적 조화가 요구
되어 우리나라도 회원국으로 참가해 관련 기준의 제·개정 논의에 참여 중이다. 현재 우리 정
부는 임시운행을 허가하고 인프라를 구축해 자율주행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본 연구
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세 가지 개선과제
를 제시하였다. 첫째,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규제를 완화하고 규제프리존을 추진해야 한
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다양한 형태의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이 불가능하다. 운전자가 없
는 자율주행버스나 기존 자동차와 다른 콘셉트의 운송수단도 개발 및 시험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하고, 규제프리존을 발판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확대할 수 있도
록 특별법 통과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둘째, 건축법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건설에 어려움이
있는 자율주행자동차 실증단지를 확충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최
근 국제적인 논의를 반영해 자율주행 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보험을 마련하여 사고
책임의 입법공백을 대비해야 한다.
평가
신성장동력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의 혁신이 중요하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도 임시운행 규정과 실증단지 건설에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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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신성장산업의 기업 국제비교와 시사점
이태규 | 연구위원

본 보고서는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등 주요 신성장산업에서의 글로벌 플레이어를 분석하
고 이들 산업에서의 기업지도(기업 규모 분포, 시장집중도, 국가별 기업 수, 주요 기업의
경영지표 등)를 작성함으로써 한국 기업의 위상 점검 및 장단점 분석을 통해 다양한 산업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연구배경 및 목적
한국경제는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이 절실한 상황이나 뚜렷한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
황이다. 글로벌 차원의 경쟁이 일상화된 시장환경에서 성장동력의 창출이란 결국 성장산업
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많이 배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주요 신성
장산업에서의 글로벌 플레이어를 분석하고 이들 산업에서 한국 기업의 위상 점검 및 장단점
분석을 시도하여 산업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내용
소프트웨어, 헬스케어 등 분야의 기업들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신성장산업에서 세계 100
대 기업에 포함되어야 의미 있는 국제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25%
기업의 규모와 그 외 기업 간의 규모는 매우 크며 그중에서도 100위권 내외 간의 격차도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100위권 내 중국 기업의 수는 한국 기업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
므로 중국과의 수적인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질적 우세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서는 국내 기업이 top 20 내의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하여야 하며 따라서 기업규모에 의
거하여 기업성장을 막는 일부 IT산업 규제는 하루빨리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한
국 기업들의 R&D 투자는 매우 부진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므로 R&D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를 강화하여 신성장산업에서의 적극적 R&D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산업전략 측
면에서 볼 때 시장진입이 용이하고 상품의 다양성이 높아 시장독점의 가능성이 높지 않은
분야, 즉 시장집중도가 낮은 부문에서 한국기업의 투자를 우선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평가
신성장산업에서 중국의 약진을 확인하는 한편 국내 기업의 위상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성장전략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본 보고서의 기여를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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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내환경 점검과 정책 방향
김윤경 | 부연구위원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각국 정부 및 민간의 대응이 속도를 더해가는 한편 국내에서도
논의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기업, 산업, 국가적 측면의 총체적 대응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연구배경 및 목적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내 대비 현황을 기초 인프라를 통해 점검하고, 글로벌 산업계의
전략 검토를 통해 본 보고서는 미래 혁신에 대한 한국 기업의 대응과 정부의 정책방향 전
환을 촉구하고자 한다.
연구내용
제4차 산업혁명은 사이버물리시스템 기반의 제조업 혁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업을 포괄한 전 산업환경의 변화와 다양한 비즈니스 형태의 개발까지도 포괄하고 있다. 시
장을 선도하는 첨단기술 보유 여부가 개인과 국가의 승패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현
재 한국의 기반 환경에 대한 점검과 함께 글로벌 기업의 동향을 이해하여 적극적 참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유지하며 ICT산업에 강점을 보이는 한국은
제4차 산업혁명의 파급효과가 큰 국가 중의 하나이다. 과거부터 기초 기술의 중요성을 인
식하고 연구개발투자와 학문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사업화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
기되고 있다. 특히 선도산업인 소프트웨어 시장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글로벌 기업은 혁
신 기업을 우선적으로 인수하여 기술개발의 시간을 줄이는 한편 공동대응을 위해 컨소시
엄과 융합얼라이언스를 형성하고 있다. 세계 동향을 주목하고 국내 기업 역시 조속히 동참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민간의 발전 기반인 정책 역시 수요자 우선으로의 전환과 규
제개혁이 필요하다.
평가
본 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대비 논의가 활발한 시점에서 과학기술과 연구개
발투자 논의에 함몰되기보다는 산업적 측면의 국제 변화에 발맞춘 민간 및 정부의 대응의
시급성을 제시한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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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의 특허 경쟁력과 기술-산업 연관성 분석:
주요 선진국의 비교분석
이병기 | 선임연구위원

일본 정부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연구개발(R&D)에 세금 감면 혜
택을 검토하고 있으며, 기업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감세 대상으로 서비스 개발을 추가하
고 있다. AI와 같은 미래수요 및 기술적 파급력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R&D 투자
및 조세지원 등 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연구배경 및 목적
인공지능 기술은 제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인공지능의 산업화 확대로
다양한 분야에 큰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글로벌 경쟁 속에서 효과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요 기술 선도국과 우리나라의 특허 경쟁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인
공지능 기술의 특허 현황 분석 및 주요국 인공지능 관련 기술개발투자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인공지능 기술 관련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연구내용
전 세계의 인공지능 기술 전체 특허는 1976년 4건에서 시작하여 2014년 1,384건으로 급
격하게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4위의 인공지능 특허등록 건수를 보이고 있으나,
특허건수 측면에서 미국은 우리나라의 약 47배, 일본은 10배, 독일은 2.3배 많은 것으로 분
석되었다. 주요 인공지능 기술별 미국 대비 특허 경쟁력을 보면 한국은 미국, 일본, 독일에
비해 인공지능 응용 특허에서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한국을 1로 보았을 때, AI 용용 특허
는 미국이 223배 많고, 일본은 78배, 독일은 12배 많았으며, 기계학습은 미국이 한국의 40
배, 지식처리시스템은 미국이 한국의 54배 더 많은 등록특허를 보유하고 있었다. 향후 인공
지능 기술의 산업적인 확장성을 고려하면 인공지능 기술 응용분야의 특허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AI 응용분야의 특허건수가 미국,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취
약한 상태이지만 미국과 일본은 응용 AI 분야 등록 특허 건수가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평가
본 연구는 알파고 이후 논의가 활발한 인공지능 기술을 특허의 관점에서 분석한 보고서다.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특허 4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과의 격차가 매우 크다. 선택
과 집중을 통해 관련 인공지능 기술개발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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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 의무판매제 도입의 비판적 검토
강소라 | 연구원

친환경자동차 의무판매제가 도입되면 자동차 제조업체에 연간 판매량의 4.5%에 해당하
는 의무크레딧이 할당되고, 2017년 예상판매량 기준으로 미달된 크레딧에 부과되는 과
징금이 총 2,979억 원으로 추정된다. 또한 인프라 부족 문제, 친환경자동차 판매 저조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의무판매제 도입은 시기상조인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신규 판매를 규제하는 움
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친환경자동차 관련 정책 중 최근 의무판매제가 논란
이 되었다. 이에 친환경자동차 의무판매제를 대표하는 미국 캘리포니아 ZEV(무공해차량)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국내 도입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연구내용
캘리포니아 ZEV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업체들에 연간 평균 판매
량을 기초로 ZEV 크레딧을 의무 할당하고, 할당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1크레딧당 5,000달
러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본 연구는 2018년 새롭게 적용되는 ZEV 프로그램의 내
용을 바탕으로 국내 친환경자동차 의무판매제 도입 결과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자동차
제조업체 중 평균 2만 대 이상 판매하는 현대, 기아, 한국지엠, 쌍용, 르노삼성, 폭스바겐,
BMW 및 메르세데스-벤츠 8개 업체가 대형업체로 분류되고 토요타 등 6개 업체가 중형업
체로 분류되어 규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해당 업체들의 평균 판매량을 바탕으로 ZEV 의무
크레딧을 추정하면 총 69,962 크레딧이 할당된다. 2017년도에 부여되는 크레딧을 계산해
추정한 결과, 6,702대의 친환경자동차를 판매해 10,383 크레딧을 취득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ZEV 의무크레딧에 미달하는 만큼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면 2017년 예상과징금은 총
2,979억 원에서 최대 3,498억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친환경자동차 의무판매제를 도
입하기에는 충전소 등 인프라 미비, 친환경자동차 판매량 저조 등을 고려해 볼 때 현실적으
로 의무판매가 불가능하다.
평가
친환경자동차 의무판매제 도입은 제조업체에 부과될 과징금으로 측정한 경제적 부담, 현재
국내의 충전소 인프라 수준 및 전기차 판매량 실적 등을 고려했을 때 시기상조라 할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128

2
경제와 사회에
울림을 주다

기업과 산업 경쟁력
강화의 길을 찾다

성장의 토대를
다시 구축하다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다

지식 네트워크를
구축하다

129

ANNUAL REPORT

P

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3
A

R

T

130

3
경제와 사회에
울림을 주다

기업과 산업 경쟁력
강화의 길을 찾다

성장의 토대를
다시 구축하다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다

지식 네트워크를
구축하다

성장의 토대를
다시 구축하다

131

ANNUAL REPORT

01

성장 촉진을 위한
세제개편방안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132

3
경제와 사회에
울림을 주다

기업과 산업 경쟁력
강화의 길을 찾다

성장의 토대를
다시 구축하다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다

지식 네트워크를
구축하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완전포괄주의 증여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오문성 | 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 교수

상속재산이 많은 계층의 증여에서 현행 상증세법의 내용에서 과세할 경우 발생 가능한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도입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규정한 상증세법 제2조 제
3항으로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직접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연구배경 및 목적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규정한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으로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직접 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완전포괄주의 증여개념과 개별예시규정과의 관
계를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상증세법이 의도하고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
느냐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 이에 대한 입법론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내용
상증세법상 완전포괄주의 증여개념의 도입으로 종전의 증여의제의 성격이었던 개별 규정들
은 계산규정으로 그 틀을 바꾸어 예시적 열거로 보아야 하고 제2조 제6호는 그 자체로서 충
분히 과세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으나 합리적인 계산규정의 도출을 그 전제로 한다고 보아
야 한다. 하지만 현행 상증세법의 형태처럼 예시규정을 너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
양해야 하며, 계산규정도 범용성 있는 모습으로 탈바꿈하여 개별예시규정은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도 개별예시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거래도 제2조 제6호의 증여개념
에 포섭되면 개별예시규정을 전혀 적용하지 않고도 제2조 제6호로 직접 과세할 수 있다는
의미가 전달될 수 있도록 법문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상증세법상 포괄증여의 개념
을 도입한 이상 허용할 수 있는 증여이익의 계산방법에 대해서도 이론적으로 인정할 수 있
는 대체적인 방법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증여 후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와 관
련하여 상장에 따른 이익은 증여세로 과세하기보다는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평가
본 연구는 상증세법 포괄증여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면서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한 납세자
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입법론적 대안을 제
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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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의 경제적 영향과 제도개선 방향
조경엽 | 선임연구위원

과세관청이 세수진도비에 따라 세무조사 강도를 조절하는 등 세무조사가 과세관청의 재
량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재량적 세무조사가 경제주체의 예측가
능성을 떨어뜨리고 경기변동성을 키워 오히려 GDP와 세수입을 감소시키며, 연구 결과,
GDP가 연평균 0.19% 감소하고 세수입이 0.29%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배경 및 목적
세무조사는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납세자의 권리를 광범위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신뢰받는 납세환경 구축이 요구된다. 과세관청
이 경기여건에 따라 세무조사의 강도를 조절할 경우 재정수입의 재정안정화 기능을 저해하
고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세수입도 궁극적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세무조사
의 개선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이 높다.
연구내용
과세관청이 세수 진도비에 따라 세무조사 강도를 조절하는 등 세무조사가 과세관청의 재량
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과거의 세수진도비를 기준으로 세무강도를 조절하는 재량 시
나리오와 분기별 실효세율을 동일하게 고정한 준칙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세수입과 GDP 변
동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보면, 재량적 시나리오가 준칙 시나리오에 비해 GDP는 연평균
0.19% 줄고, 세수입은 연평균 0.2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관청이 재량적 판단에
따라 징세 노력을 달리할 경우 경기상승기에는 세무조사를 완화해 세수입은 낮아지고 총 세
수입이 줄어들 수 있는 반면 경기침체기에는 세무조사를 강화해 경기가 위축되고 추징된 세
수입의 상당부분이 상쇄될 수 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까지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자 세무조사에 대한 불신이 커질 뿐만 아니라 납세협력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경기가
위축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소득세와 관련된 지방세법 개정법
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지방소득세에 대한 지방세무조사는 국세청으로 단일화해야 한다.
평가
최근 지방자치단체까지 세무조사 권한을 갖게 되면서 세무조사가 과세관청의 재량에 의해
운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세무조사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신뢰받는
납세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을 심도 있게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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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상이 자본 유출입에 미치는 영향
조경엽 | 선임연구위원

자본 유출입은 내수시장의 규모, 노동의 질, 규제수준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지만
국제 간 법인세율의 격차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디지털 경제가 발전하면서 법인세율 격
차에 따른 다국적 기업의 소득이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격차
에 따른 소득이전 탄력성은 유출의 경우 2.3, 유입은 1.4에 달하고 있다.

연구배경 및 목적
투자지역을 선정하는 데 있어 세부담이 중요한 고려 요인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
의 조세회피 행위를 차단하려는 BEPS 프로젝트가 기업의 실질적 경제행위까지 위축시킬 가
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의 다국적 기업과 국내에 진출해 있는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율 격
차에 따른 자본의 이동성을 면밀히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연구내용
법인세가 인상될 때 국내에서 외국으로 유출되는 자본은 늘고 국내로 유입되는 자본은 줄어
들게 된다. 한국 다국적 기업이 한국에 모회사를 두고 외국에 자회사를 두었을 경우, 한국이
외국보다 법인세율이 1%p 높아지면 국내 모회사에서 해외 자회사로의 소득이전이 2.25%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외국 다국적 기업이 한국에 자회사를 두고 외국에 모회사
를 두었을 때, 한국이 외국보다 법인세가 1%p 높으면 외국 소재 모회사에서 한국 자회사
로 이전되는 소득은 1.36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인상 개정 법안대로 법인세
를 3%p 인상할 경우 외국인직접투자(FDI) 자본유출입 규모를 추정한 결과, 순 유출액은 약
29조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가 3%p 인상되면 한국 다국적 기업이 해
외 자회사로 이전하는 소득은 약 21조 3,000억 원 증가하고, 외국 다국적 기업이 한국 소재
자회사로 이전하는 소득은 약 8조 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해외에 있는 자회
사로부터 국내 모회사로의 송금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법인세율이 국제수준보다 낮
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가
국제 간 법인세율 격차에 따른 다국적 기업의 소득이전 탄력성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가 법인세율 타 국가보다 낮게 유지하는 것
이 자본유치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보고서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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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BEPS Action Plan 도입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연구
오준석 |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본 연구는 다국적 기업의 입장에서 국제조세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OECD BEPS
Action Plan이 해외 투자를 통한 현지국의 진입방식에 미치는 영향과 발생 가능한 조세
적 쟁점을 검토함으로써 현지국 과세당국과의 과세분쟁위험과 불확실성에의 노출을 최
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배경 및 목적
국제조세는 본국과 현지국의 과세당국과 납세자인 다국적 기업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중요한 전략변수로 부각되고 있으며, 기업환경 변화와 디지털 경제의 대두로 인해 다국적
기업들이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가 가능한 상황을 만들었다. OECD는 다국적 기업들
의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문제에 대해 BEPS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본 연구는 다국
적 기업의 OECD BEPS Action Plan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연구내용
다국적 기업의 국제조세관리 노력은 과세당국의 정당한 과세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가주
권에 대한 위협으로 대중과 언론에 비추어짐으로써 납세자의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것으로
인식될 때는 전체적인 다국적 경영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경영자는 사전
에 OECD BEPS Action Plan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인식하고 경영의사결정 과정과 의사
결정을 실행할 때 반영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또한, 다국적 기업의 국제경영전략은 국제화
전략에서 다국적 현지화 전략으로 이행한 후에, 현지국에서 조세위험을 회피하는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고 다음 단계인 글로벌 전략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해외 진출시
점부터 이에 대한 다양한 대비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다국적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하
지 않고, 국제경영환경에서 책임 있는 해외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행계획수립에 다
국적 기업들이 정보적인 면에서 적극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지국에
서의 사회공헌노력에 대해 관심을 가짐으로써 현지국 시장에서의 다국적 기업에 대한 신
뢰를 사전에 구축해 놓는 것도 조세협상 차원에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평가
OECD BEPS Action Plan에 대한 다국적 기업의 대응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했다는 점에
서 관련 정책방향 수립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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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부담, 누진도, 소득재분배 효과의 국제비교
성명재 |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우리나라 근로소득세의 면세자 비율이 48% 수준(2015년 기준)으로 급상승하여 소득세
의 개세주의 원칙이 적정 수준 아래로 위축·약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
리가 제기되어 본 연구는 소득세의 과세자 비율, 누진도, 소득재분배 효과 등을 주요 선
진국과 국제비교를 통해 관련 정책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배경 및 목적
일반인들은 소득세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 사이에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
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우리나라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 또한 주요국보다 크게 낮
다는 비판도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각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OECD) 등 공신력 있는 기관들
이 발행·제공하는 공식적인 통계자료를 축적·비교함으로써 객관적·합리적 관점에서 기초
정책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초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연구내용
소득세 부담구조의 국제비교를 통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선
진국에서는 소득세 부담의 집중도·누진도가 우리나라보다 높지 않은 반면, 우리나라보다 과
세자 비율이 높고 소득세의 세수규모도 훨씬 크다. 소득세 부담구조의 누진도가 높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세부담의 고소득층 집중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소득세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좁은 세원, 높은 (한계)세율”에 의존한다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 소수의 고
소득층을 대상으로 높은 소득세율을 부과하고 다수를 면세자로 유지하는 세제는 정책 수용
성을 높이는 데에는 유리하나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기초해 볼
때,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국제적 수준으로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세부담의 누진도와
집중도를 높이는 것보다 ‘개세주의 원칙’에 충실할 수 있도록 소득세 과세자의 저변을 넓힘으
로써 세수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결과로 현재 과도하게 높은 것
으로 평가되고 있는 세부담의 누진도 완화가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여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
는 자연스러우면서도 불가피한 현상으로 이해하고 수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평가
본 연구는 소득세 부담, 누진도, 소득재분배 등의 관계를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현황
을 정확히 분석함으로써 관련 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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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모와 경제발전:
공무원 수를 중심으로
윤상호 | 연구위원

정부의 규모를 양적 그리고 질적인 측면으로 구분하는 동시에 공무원 수에 근거한 정부
의 규모를 추정해 경제발전 및 경제성장에 친화적인 정부를 모색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
점을 제시하였다.

연구배경 및 목적
정부의 규모는 경제발전 혹은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경제발전 및 성장에 도움을 주
는 정부는 어떠한 정부일까? 본 연구는 정부의 규모를 양적 그리고 질적인 측면으로 구분하
는 동시에 공무원수에 근거한 정부의 규모를 추정해 경제발전 및 경제성장에 친화적인 정부
를 모색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연구내용
정부의 시장개입 정도에 근거해 활동영역 및 기능의 범위를 비교해 본 결과 상대적으로 넓
은 영역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책의 수행역량의 경우 매
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을 영위하
며 체감하는 실제 정부인력 규모는 정부인력의 절대규모가 달리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경
제발전 및 성장에 친화적인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는 보이는 손이 작동하는 범위는 최소화하
고 사적재산권의 보호, 공정한 법집행, 공공재의 공급과 같은 경제발전 및 성장에 친화적인
기능에 충실한 정부라 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절대인력 규모는 현재와 같
이 작게 운영하는 동시에 정부인력이 투입되는 활동의 범위를 제한해 정부의 필수적 기능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성을 제시한다. 저성장 기조의 유지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 보이는 손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지 않는 영역에서 그 기능이 충실
할 수 있도록 정부인력이 활동되어야 한다. 경제발전 및 성장에 친화적인 정부는 시장기능
이 미흡한 제한된 영역에서 이를 보완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정부이다
평가
정부의 활동영역 및 기능의 범위가 너무나 넓게 설정되어 있는 문제점을 제시해 기능성에
근거한 효율적 정부로 변화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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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 측면에서의
우리나라 세제정책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허원제 | 연구위원

주요 세목들의 경제성장에 대한 세수 탄력성을 분석한 결과, 세입 확대를 위해 법인세율
을 인상하는 것은 저성장 추세 속에 시의적절한 세제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 세율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재산세-자동차세-소득세 등의 순이 적합하다고 여겨진다.

연구배경 및 목적
근래 들어 세수 실적치가 정부의 목표치에 미달하는 경우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세수 추계의
정확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금융위기 전·후로 세수 탄력성이 어느
세목에서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반영한 최근 세수 탄력성들의 크기 비
교를 통해 세입의 불안정성(가변성) 수준을 상호 비교분석한다.
연구내용
최근 광역시도별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주요 국세 및 지방세 세목별 수입의 GRDP 탄력성
을 분석한 결과, 법인세와 지방교육세는 금융위기를 거치며 세수 탄력성이 증가하였고 나머
지 세목들은 금융위기 전·후로 동일한 탄력성 수준을 유지하였다. 경제가 저성장기에 있을
때 세수 탄력성 증가는 해당 세목의 세입 불안정성이 더욱 커졌다는 의미로, 최근의 세수 부
족 현상이 법인세와 지방교육세에 기인했을 개연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당장의 세수 부족을
해소시킬 목적으로 법인세와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상향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세수 탄력
성이 높아 역효과의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분석대상 세수들 간에 탄력성 크기를 비교한 결
과, 담배소비세, 재산세, 자동차세, 소득세, 취득세, 지방교육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법인세
의 순(順)(小→大)으로 나타났다. 담배소비세의 탄력성이 가장 낮다는 것은 경제여건 변화
에 대한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아 안정적인 세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정부의 담배소비세 세율 인상은 세수 탄력성의 측면에 입각해서 바라봤을 때 타당한 정책
결정으로 여겨진다. 향후 추가적인 세율 인상이 필요할 경우, 담배소비세 다음의 세목은 재
산세가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법인세는 최후의 세율 인상 세목으로 예상된다.
평가
본 연구를 통한 세수 탄력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저성장 시대에 건실한 세수 계획을 수립
해 가는 데 초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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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오해와 진실
조경엽 | 선임연구위원

법인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과세구간을 늘리고 세율을 올리려는 시도가 있
다. 법인세는 주주, 근로자, 소비자가 부담하는 조세이며,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 간 조세경쟁에 대비하고, 자본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법인세를 오히려 내리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연구배경 및 목적
법인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어 법인세를 인상하자는 정치권의 요구가 거세지고 이
에 찬성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자본유출에 영향을 미쳐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킴으로써 법인세 인상 주장에 제동을 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연구내용
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 ‘정상화’는 과세표준 500억 원 초과분에 대해 25% 세율이 적용되
는 과세구간을 신설해서 이명박 정부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법인세율을 인상하고 새
로운 과세구간을 신설하는 것은 법인세율의 하향평준화 추세로 가는 글로벌 기준에 역행하
는 것으로 ‘정상화’와는 거리가 먼 주장이다. 복지국가인 북유럽 국가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
니며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큰 영국, 일본, 독일 등도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다.
법인세율이 하향평준화 되는 세계적 추세에 맞는 우리의 법인세율의 정상수준은 현행 세율
(24.2%)을 1~2% 낮추는 것이다. 법인세율을 1~2% 낮추면 자본순유입은 9조 8천억 원 ~
19조 6천억 원 증가하고 장기적으로 세수입 증가도 기대할 수 있다. 다단계 과세구간을 가
진 국가는 OECD 국가 중 10개국에 지나지 않으며 모두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기준금액을
매우 낮게 유지하고 있다. 최고세율 기준금액이 우리처럼 200억 원이 넘는 국가는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주요국에서 법인세의 세부담을 대주주에게만 지울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며
여러 경로를 통해 근로자, 소액주주, 소비자들에게 전가되어 오히려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
되고 소득재분배는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가
법인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면서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법인세 인상이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을 이론적․실증적인 사례와 국제동향
을 제시함으로써 법인세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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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실효세율에 대한 소고
조경엽 | 선임연구위원

최근 법인세율을 인상해야 하는 근거로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의 실효세율이 낮다는 점
이 제시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의 세부담을 반영하는 추정방법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
이다. 해외와 지방에 납부한 세금을 포함하고 우리나라의 과세체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추정하면 실효세율은 기존의 추정치에 비해 4.6%p 높은 18.8%에 달한다.

연구배경 및 목적
국제 간 법인세율 인하 경쟁이 심화되면서 올바른 국제비교지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업의 세부담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지표를 기준으로 법인세 인상을 주장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어 과세체계와 기준조세체계 및 조세지출 항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추정방법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연구내용
우리나라의 과세체계와 기준조세체계 및 조세지출 항목을 제대로 반영하여 추정할 경우 기
존에 알려진 실효세율보다 4.6%p나 높은 18.8%에 달하고 있다. 과세관청의 소득신고를 기
준으로 추정할 경우 국가별 조세체계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고, 기업의 회계장부는 기업마
다 회계기준이 다르거나 저세율 국가로의 소득이전효과를 분리할 수 없어 각 국가의 실질부
담을 정확히 추정할 수 없다. 이에 실효세율보다는 한계실효세율이 국제비교의 지표로 적합
하다. 한계실효세율을 통한 국제비교 시 우리나라는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이 OECD 국
가 중 7번째로 높고, 총세수입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5위를 차지하고 있어 경제규모에 비해
법인세 부담이 높고, 세수를 확보하는 데 법인세 의존도가 높은 나라로 분류된다. 각 국가가
직면한 경제·사회·정치 환경을 고려하여 추정한 ‘정상수준’ 지표에서도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은 정상수준보다 1.3%p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모든 국제비교지표가 우리나라의 법인
세율은 비효율적이고 높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세를 인하하여 자본유출을 막
고 투자를 유인하여 저성장을 극복하고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
평가
법인세 인상 논쟁이 가열되면서 잘못된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잘못된 추정
방법에 기초한 낮은 실효세율 문제다. 본 연구는 실질 세부담을 반영할 수 있는 추정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법인세 인상 근거가 잘못되었음을 알리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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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증세(슈퍼리치세)와 세부담 누진에 대한 검토
임동원 | 부연구위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가 이뤄져 왔다. 고소득자
의 실효세율은 이외 소득자의 3~7배 수준이며, 고소득자의 세부담 수준이 높고 고소득자
에게 세부담이 편중되어 있으므로 현재 시점에 부자 증세는 타당하지 않다.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에 대한 논쟁이 정치적·사회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관련
법안들이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논쟁은 우리나라 소득세율의 국제수준이나 최근 개정추이
및 고소득자의 세부담 가중에 대해 간과하고 있기에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제시하여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요구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내용
부자 증세(슈퍼리치세)의 개념과 정책적인 의의를 살펴보고, 소득세 최고세율에 대한 통
계자료를 주요 외국과 비교하고 고소득자의 세부담 누진 현황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세율 인상 및 과세표준 구간 확대 등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
화하여 이미 고소득자(과세표준 3억 원 이상)의 세부담은 상당한 수준이다. 고소득자의 실
효세율은 이외 소득자에 비해 3배 내지 7배에 달하는 매우 높은 수준이고, 고소득자가 낮은
소득 비율로 높은 세액 비율을 가지고 있어 세부담이 고소득자에게 집중되어 있다. 이런 상
황에서 고소득자만을 대상으로 소득세율을 추가 인상하는 것, 즉 부자 증세는 세부담 편중
을 심화시킬 것이 명백하므로 현재 시점의 부자 증세는 타당하지 않다. 프랑스의 사례에서
보듯이 부자 증세는 인력 유출 등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증세 논의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개편 및 세율 인상에만 집중될 것이 아니라 과세체계 전반에 대해 이
루어져야 한다. 소득세 중 면세자 비율이 48%를 넘는 현실을 볼 때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등 세원 확대를 통한 세수 확보가 효과적이고 진정한 조세형평을 이루는 방법으로 보인다.
평가
본 연구는 세율 인상에만 집중되어 있는 증세 논의 상황하에서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이 시
의적절하지 않고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제시하여 올바른 논의 또는 정책 방
향에 기여하였다.
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142

3
경제와 사회에
울림을 주다

기업과 산업 경쟁력
강화의 길을 찾다

성장의 토대를
다시 구축하다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다

지식 네트워크를
구축하다

트럼프 조세정책의 영향과 시사점
조경엽 | 선임연구위원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그의 ‘미국 우선주의’와 ‘신고립주의’
로 기존의 세계 질서가 흔들릴 거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트럼프
의 조세정책이 미국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우리의 조세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배경 및 목적
트럼프의 공약대로 법인세율을 15%까지 인하한다면 미국으로 세계 자본 쏠림 현상이 발생
하고 이에 대응한 각국의 법인세율 인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또한 우리나라 소
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인상한다면 트럼프의 조세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KERI-CGE 모형을 이용하여 트럼프의 조세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연구내용
높은 법인세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거대한 내수시장과 양질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손쉽게
자본을 유치해 왔으나, 최근 주요 경쟁국(영국, 일본, 캐나다 등)이 법인세율을 큰 폭으로 인
하하면서 자본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트럼프의 감세정책은 투자환경을 개선하여 미국
으로의 자본유입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트
럼프의 감세정책으로 미국의 GDP는 연평균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나라
와 세계 각국의 GDP는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트럼프의 세제개편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트럼프의 감세정책과 우리의 증세정책이 맞물릴 경우 예상되는 투자 감소는 14.3%에 달할
전망이며, 이에 따라 GDP는 5.4% 감소하고 일자리는 382천 개가 사라질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려는 배경에는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고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나 성장이 둔화되면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먼저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소득재분배는 악화되어 증세를 통한 복지재원 마련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평가
본 연구는 트럼프의 조세정책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관련 정책 수립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데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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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금지
김희성 |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과는 달리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가 금
지되어 있어 노조의 파업에 대해 적극적인 대항수단이 없는 기업은 노조의 부당한 요구
까지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대등한 노사관계 복원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
해 빠른 개정이 필요하다.

연구배경 및 목적
노조의 파업에 대해 적극적인 대항수단이 없는 기업은 조업 손실을 막기 위해 부당한 요구
까지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체근로 허용을 위해서는 대체근로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를 소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업과 관계없는 근로자
를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고,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하도급으로 줄 수 없다고 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의 경우 쟁의행위 기간 중에 임시파견근로자 사용은 금지하고 있
지만 단기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파견근로자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쟁의행위 중 신규채용이나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비조합원이나 근로 제공 희망자가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
를 수행할 수 있으며, 외부 근로자 신규채용이나 제3자에게 도급·하도급을 주는 것도 가능
하다. 한편 미국도 사용자가 파업 중인 근로자를 대신해 대체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경
제적 파업의 경우 사용자는 파업 중인 근로자를 대체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선의의 영구적
인 대체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파업 근로자는 그 시점에 복직할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다.
또 경제적 파업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파업의 경우 임시적 대체근로가 모두 가능
하다.
평가
우리나라의 대체근로 금지 규정이 글로벌 스탠다드와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음을 제시함
으로써 안정적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체근로 금지 규정의 개
정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자료로 활용 가능한 보고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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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 결혼에 미치는 영향과
노동시장개혁에 대한 시사점
유진성 | 연구위원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
는 가운데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이 기혼가구의 출산률 문제보다도 만혼·비혼 가구의
증가라는 점을 적시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가임 연령층 및 청년
층의 비혼 및 만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분석한다.

연구배경 및 목적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면서 향후 생산가능인구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저성장기조가
고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한 가운데, 저출산·고령화의 근본적인 원인이 기혼가구의 출
산율 저하보다는 비혼·만혼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본 연구는 취업이 결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노동시장개혁 측면에서 살펴본다.
연구내용
가임연령층에서 취업과 학력수준은 결혼가능성을 유의적으로 증가시키고 초혼연령은 취업,
교육비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에서도 취업이 결혼가능성 및 초혼연
령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으나, 취업이 초혼연령에 미치는 영향은 남자의 경우만 유의하게 나
타났다. 연구 결과, 비혼 및 만혼 문제를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취업기
회 확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노동시장
개혁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취업규
칙 변경요건 완화 등으로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어 절감된 비용이 일자리 창출에 사용된다면
향후 5년간 약 31만 명의 신규 취업자가, 파견을 전면 허용하여 파견근로자의 비중이 독일
수준인 3%에 도달할 경우(현재는 1%)에는 37만 명의 신규 취업자가, 우리나라에 대체근로
를 도입할 경우에는 약 20만 명의 신규 취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일자
리 창출을 통한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노동시장개혁을 조속히 시행, 빠
른 시일 내에 정착시킬 필요가 있으며 대체근로제와 같은 추가적인 노동시장개혁 방안도 고
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평가
본 연구는 취업기회 확대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개혁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데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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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확대, 과연 정규직일자리 대체하는가?
우광호 | 부연구위원

모든 근로자의 파견화라는 주장에 막혀 파견법 개정이 계류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
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과연 사실인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분석결과 정규직과 파견근로
자 간 대체관계는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배경 및 목적
파견법개정안은 파견허용 업무 확대는 전 근로자의 파견화를 유발한다는 주장에 막혀 계류
중이다. 파견법은 파견근로자 보호와 인력수급 원활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제정되었으
나 인력수급 원활의 목적은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파견일자리가 정규
직일자리를 대체하는지 분석했다.
연구내용
파견 일자리 관련 수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파견근로사용 규제가 강화되는 동안 임금
근로자 대비 파견근로자 임금 수준은 떨어졌다. 임금근로자 평균 연령보다 낮았던 파견근로
자 평균연령은 2010년부터 상승해 2014년 1.2세 더 높았다. 데이터를 이용해 횡단면과 종
단면을 나눠 파견과 정규직일자리 대체관계를 분석했다. 종단면 분석결과, 파견근로자 수
증가는 정규직근로자 수를 증가시키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실시한 종단면 분석결과는 파견근로자 수 변화는 정규직근로자 수 변화에 어떤 유의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경제상황이 변하면서 중심부와 주변부 일자리 구분이 명확해지는 상
황에서 당연한 결과로 판단된다. 종합해 보면, 파견일자리와 정규직일자리 간 대체관계는
없으며 규제 강화는 오히려 파견근로자 근로여건 저하 및 고령화를 유발한다는 결론에 도달
할 수 있다.
평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구직·구인난을 겪고 있는 연령과 산업에 한해서라도 파견법 개정은
절실하다. 수요와 공급이 있음에도 규제로 인해 막혀 있다면 이는 그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
다. 파견이 허용된 업무에서 파견근로 사용이 거의 없다는 것은 허용업무 선정에 문제가 있
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일자리는 만들고 만들어진 일자리의 임금수준 및 근로여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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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제도에 관한 연구(1):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관계
김희성 |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루 근로시간 8시간 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중복할증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기존 대법원의 판단이며 행정지침의 방향이다.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휴일근로의 중복할
증이 입법화된다면 산업계의 혼란은 상당히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연구배경 및 목적
법정 하루 근로시간인 8시간을 넘지 않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중복할증을 적용할 경우 기
존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을 기초로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 온 산업계에 혼란만 야기할 것
이다. 따라서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관계에 대한 법리적 분석이 필요하다.
연구내용
최근 일부 하급심에서 주중 근로시간 40시간을 넘긴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할 경우, 근무한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와 무관하게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
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휴일근로나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 외 근무라는 점에서 성질이
같기 때문에 중복할증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기존 대법원 판결 등에서는 휴일근무가
8시간 이내인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8시간을 넘는 경
우에만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을 중복해서 지급하도록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이
번 하급심 판결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기존 대법원 입장
이 뒤집힌다면 그동안 과거 판결이나 행정해석에 기초해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 온
기업들에 혼란이 예상된다. 또한 주당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휴일근로를 포함한 연장근로
12시간이 최장한도가 되는 입법을 추진할 경우, 연장근로 할증률 축소와 같은 법 개정도 동
시에 이뤄져야만 과도한 노동비용 증가를 방지할 수 있다.
평가
그간 대법원의 판결과 행정지침의 방향을 근거로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산입과 함께 근로시
간이 단축될 경우 산업계의 혼란이 커질 것이란 내용을 법리적으로 분석한 보고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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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계층이동 사다리 역할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
이진영 | 부연구위원

한 사회의 소득불균등에 대한 논의는 소득불균등 지표의 단순 추이뿐만 아닌 소득이동성
추이 역시 포함되어야 한다. 소득계층 이동성 분석 결과, 자녀의 대졸학력이 부자 간 소
득계층 상승확률에 미치는 양(+)의 효과가 아버지의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더 크다고 나
타나 교육의 계층이동 사다리 역할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들어 지니계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소득불균등 지표가 악화되어 우리나라의 소득불균
등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소득불균등을 논의할 때 소득불
균등 지표뿐만 아니라 소득이동성 지표 역시 중요함을 상기시키고 소득이동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한다.
연구내용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1~17차 자료에서 추출한 임금근로자 부자쌍(父子雙)
을 이용하여 학력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세대별로 비교하고 자녀의 학력이 부자(父子) 간
소득계층 상향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아버지의 소득계층을 상위 50%와 하위 50%
로 구분한 뒤 자녀의 학력이 부자 간 소득계층상향이동 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
과, 하위 50% 표본에서는 자녀가 대졸자이면 고졸자에 비해 부자 간 소득계층 상승 확률이
19~3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위 50% 표본에서는 그 확률이 4~7%로 크게 떨어
졌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대졸학력이 부자 간 소득계층 상승확률에 미치는 양(+)의 효과
가 아버지의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교육의 계층이동 사다리 역할
이 유효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소득이동성 제고는 소득불균등이 야기하는 사회문제를 최소
화시킬 수 있으므로 소득분배 정책 수립 시 중요한 목표로 고려되어야 한다. 공교육 정상화,
성과주의 임금체계로의 전환 등을 통해 능력 중심의 사회를 위한 환경 조성에 힘써 소득이동
성 제고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평가
역동적 사회 건설을 위해 소득이동성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소득분배정책의 목표를 분
배 지표 개선뿐만 아닌 소득이동성 제고에 두어야 한다는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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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파른 최저임금인상:
고용재앙
박기성 |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할 경우 우리나라 일자리는 약 50만 개가 사라질 것으로 추
정된다. 뿐만 아니라 성장률도 약 1.5%p가량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를 보호하지도 못하면서 부정적인 영향만 크기 때문에 재고되어야 한다.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
는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수량적으로 제시하여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본연의 목적
을 달성하지 못한 채 고용만 위축시킬 가능성이 큼을 보이고자 한다.
연구내용
노동의 수요탄력성을 추정한 결과를 활용하여 최저임금이 7,000원, 8,000원, 9,000원 및
1만 원으로 인상되었을 경우 발생하는 고용 위축을 추정한 결과, 일자리는 각각 4만 6,000
개, 15만 4,000개, 31만 1,000개 및 50만 6,000개가량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
니라 최저임금은 노동시장의 최저가격(price floor)이므로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초래한다.
최저임금이 높을수록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증대되어 경제성장률은 하락한다. 최저임금이
7,000원, 8,000원, 9,000원 및 1만 원으로 인상되었을 경우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추정한 결과, 성장률은 각각 0.36%p, 0.73%p, 1.11%p 및 1.48%p 하락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평가
정치권에서는 경제적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 경쟁이 확연하다. 본 연구는 과도
한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 본연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한 채 일자리 위축 및 경제성장률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인 연구로 평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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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제도에 관한 연구(2):
유연한 근로시간제도와 관련하여
김희성 |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리나라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등을 포함한 유연
근로시간제 할용률이 상당히 낮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근로시간면제제도
를 도입하고 일본의 기획업무형 재량근로제도를 도입하여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등의 유연근로시간제가
도입됐지만 활용률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 장기적으로 입법을 통해 미국의 근로시간면
제제도를 도입해 사무직 관련 유연근로시간제를 종합적이고 통일적으로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연구내용
우리나라의 유연근로시간제 활용률은 상당히 저조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근
로시간면제제도(화이트이그젬션: White-Collar exemption)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이 제
도는 근로시간으로 성과를 평가받기 어려운 화이트칼라 근로자에게 업무시간배분 재량권을
주고 성과에 따라 생산성을 평가·보상하는 제도다. 또한, 재량근로시간제 활용률을 높이려
면 일본의 기획업무형 재량근로시간제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연구개
발, 취재·방송/제작·디자인 등 제한된 일부 전문업무에 대해 재량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있
지만 활용률이 낮다. 반면 일본은 전문업무뿐만 아니라 사업운영에 관한 기획․입안․조사 및
분석업무이면서 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경우에 기획업무형 재량근로
제를 허용하고 있다. 우리도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상 업무에 기획·계획수립,
분석업무를 추가한다면 재량근로시간제 활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평가
유연근로시간제의 활용률을 높이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근로시
간면제제도와 일본의 기획업무형 재량근로시간제 도입이 필요함을 해외 사례를 통해 밝힌
보고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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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관련 입법 개정안의 검토와 문제점
권혁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경영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긴박한 경
영상의 필요를 모두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는 방식으로, 이는 구조조정을 지연시켜 회생
가능한 기업도 도산하게 만드는 불합리한 개정이다. 독일에서는 경영판단의 합리성은
사법적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법리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연구배경 및 목적
경영상 해고의 요건에 있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지나치게 엄격히 강조하는 최근 근로
기준법 개정안은 실효성 없이 노사 간 분쟁만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다. 최근 개정안의 문제
점에 대한 지적이 필요한 시점이다.
연구내용
20대 국회에서 제출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중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들은 해고
회피 노력을 예시하면서 이런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접근방법은 기본적으로 경영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긴
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모두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는 방식이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에 올 수
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단하는 이유
는 바로 사용자의 경영판단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개정안처
럼 경영악화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가능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모두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는 방식을 취할 경우 구조조정이 지연되
면서 회생 가능한 기업도 도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사법적 분쟁만 증가할 것이다.
평가
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정리해고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정리해고 분쟁들에 엮여 소모적 분
쟁을 반복하게 되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한 보고서이다. 특히, 최근 개정안의 문제
점을 독일과의 비교를 통해 지적한 점은 높이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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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임금근로자의 고용구조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유진성 | 연구위원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비정상적으로 과중한 비임금근로자 비율은 고용의 불안정을 심
화시키고 고용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
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경제사회적 여건하에서 정상적인 비임금근로자비율을 추정하
고, 비임금근로자 고용구조조정의 필요성과 정책적 시사점을 검토한다.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비임금근로자 비율은 OECD 평균(16.5%)보다 약 10%p 높은 수준이며, 비임
금근로자의 소득구조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열악하여 비임금근로자의 높은 비율은 고용의 질
적구조를 저하시키고 국가경제의 비효율성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비임금근로자 비율의 과중성을 평가하고 취업구조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
을 도출한다.
연구내용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비임금근로자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경제발
전 수준, 실업률, 각국의 노동시장환경 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호
정도가 낮을수록 고용의 유연성이 높아질수록 비임금근로자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현재 비임금근로자 비율이 26.8%인 데 반해 추정된 정상수준의 비임금근로자 비율은
18.3%로 나타났으며, 정상수준으로 비임금근로자 비율이 감소할 경우 우리나라의 노동소득
분배율은 2014년 기준 48.8%에서 최소 53.7%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어 노동소득분배율
도 개선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과도한 비임금근로자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정책에 집중하여 임금근로자 취업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신성장산
업 육성, 제도개선 등을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노동시장 규제완화 등 노동개
혁으로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임금근로자로의 유입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 생산성 임금제를 도입하여 기업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 여력을 제고
함으로써 비임금근로자의 임금근로자 취업기회를 확대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평가
본 연구는 글로벌 국부펀드 운용방식이 변화하는 시점에 여러 변수를 고려하여 국내 국부펀
드 운용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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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이사제 도입논의와 검토과제
이상희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융합학부 교수

서울시가 근로자 대표를 비상임 근로자이사로 임명하는 근로자이사제를 시행할 예정이
다. 하지만 서울시가 모델로 삼고 있는 독일의 근로자이사제의 역사적 배경에는 제도가
시행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다. 한국의 경우는 독일의 그 시대상황뿐만 아니
라 양국 간 노사관계가 크게 달라 면밀한 검토 후 시행될 필요가 있다.

연구배경 및 목적
서울시는 산하 공사·공단·출연기관 근로자 대표 1~2명을 비상임 근로자이사로 임명해 경
영에 참여하게 하는 근로자이사제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오는 12월부터 이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근로자이사제 도입은 철저한 제도적 검증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의도마저
의심되는 제도이다. 서울시에서 강조하는 독일의 사례를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근로자이사
제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필요하다.
연구내용
현재 서울시가 모델로 삼고 있는 독일식 근로자이사제는 2차 세계대전 후 전승연합국의 강
요에 의해 도입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오랜 시간 실험을 통해 누적된 노사 간의 신
뢰관계가 바탕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독일이나 유럽국가와 달리 노사 간의 신뢰관계
가 구축되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근로자이사제를 실험하는 것은 대(對)시민 서비스 질 개선
이나 대국민 후생증진을 유인하기보다 지방공기업 노사 간의 담합 형성을 야기할 우려가 크
다. 독일의 유명 대기업인 알리안츠(Allianz), 바스프(BASF), 프레제니우스(Fresenius)뿐
만 아니라 Surteco, Gfk 등과 같은 중소기업도 해외진출 시 해당 제도를 유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일부만이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등 공동결정제는 기업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감독이사의 숫자가 적어 신속한 경영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유럽회사(SE:
Societas Europaea)로 전환했다. 국민후생보다 노사갈등을 부추길 가능성이 큰 근로자이
사제 도입은 재고되어야 한다.
평가
서울시가 철저한 검토 없이 도입을 추진하는 근로자이사제의 부작용을 독일 사례를 통해 지
적하면서 근로자이사제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수정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보고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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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시대, 아시아 국가의 보육 정책 현황과 시사점
신윤정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출산율 및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위해 영아 보육의 차등적 지원과 함께 양질의 여
성 일자리 마련이 시급하다.

연구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아시아 저출산 국가들의 보육 정책을 중심으로 특징적인 양상을 비교 분석하여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경제활동 제고 등 저출산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국내 보육 정책이 나아갈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연구내용
3~5세를 위한 유아 조기 교육체계는 한국, 일본, 대만, 홍콩과 같은 아시아 선진국에서는 체
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나, 0~2세 영아 보육은 한국을 제외하고 다른 국가에서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보 통합을 위한 노력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0~2세
영아 보육과 3~5세 유아 교육으로 분리된 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보육료는 이용시간, 자
녀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부과하고 있으며 보육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도 이러한 기준
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보육 정책의 발전과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으로
서 첫째, 3~5세 유아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가 요청된다. 둘째, 0~2세 영아 보육은 부
모들이 가지고 있는 보육 필요성에 근거하여 차등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여성들
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육 서비스 확대뿐만 아니라 노동 시장이 가지고 있는 근
본적인 문제 해결과 일 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이 요청된다. 넷째, 개
인 돌봄 서비스는 양질의 적정한 임금이 보장되는 여성 돌봄 일자리로서 마련되어야 할 것
이며, 시설 보육 서비스와 함께 아동 발달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평가
초저출산 추이로 인해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와 비슷한 상황
에 처해 있는 아시아 국가의 보육정책을 살펴보고 출산율 및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위
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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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국가의 보육 정책 현황과 시사점
권미경 |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연구실장

보육 및 양육 지원의 실질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 향후 지원은 부모의 소득 수준, 자녀 수,
취업 상황 등에 따라 차등화되어야 한다.

연구배경 및 목적
지속적인 합계 출산율의 하락과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사회 현황은 장기적 관점에서 인적
자본 형성과 여성경제활동 참여율에 영향을 주어 경제성장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보육정책을 포함하는 육아지원을 통해 출산율과 여성경제활동참여율 증진
등의 정책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관련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국내 보육정책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내용
보육 및 교육서비스를 비롯하여 다양한 가족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핀란드, 스웨덴, 영
국 및 프랑스는 그들의 고유한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긴 호흡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들 국가는 지원 방식 및 기준이 개별 가구의 다양한 상황에 맞추어 설계된 보육 및 교육서
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영유아 가구가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지원을 선택할 수 있다. 우
리나라도 전체 육아 지원이라는 큰 틀에서 영유아 가구의 상황에 맞게 선택 가능한 대안들
이 더욱 다양하게 마련되어야 하며, 보편적 지원 확대보다는 실질적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
는 보육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유럽 국가 사례를 참조하여 영아의 가정 내 양육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양육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한다. 저출산 대책으로의 육아지원정책은
즉각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출산과 여성경제활동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장기적인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여 개인의 선택의 변화를 가져오는 사회 환경
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정책들이 최적화된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있음을 감안하여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지켜보며 지속하는 여유가 필요하다.
평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유럽 국가의 보육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출산율 및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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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럽 노동시장 개혁과 시사점:
이태리, 네덜란드, 스페인을 중심으로
이진영 | 부연구위원

이태리, 네덜란드, 스페인은 최근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해고 규제를 완화하여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에 힘썼다. 우리나라 역시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등 노동시장 제반 환경을
개선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연구배경 및 목적
2016년 1월 현재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으로 노동시장 개혁이 좌초 위기를
맞았다. 본 연구는 최근 단행된 이태리, 네덜란드, 스페인의 노동개혁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노동개혁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바람직한 노동시장 개혁 방향을 모색
하고자 한다.
연구내용
2012년부터 2015년에 거쳐 꾸준히 노동시장을 개혁한 이태리는 부당해고자 복직 가능성
제한, 기간제 근로 사용사유 명시 의무 폐지, 청년고용 및 신규 정규직 채용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해고절차 간소화 및 실업급여 지급기간 축소 등을 통해 노동시장을 유연화
하고자 했다. 네덜란드는 2014년 개혁을 통해 해고절차를 정비하고 해고비용을 낮추어 보
다 쉬운 해고가 가능하게 하는 한편 실업급여 수급자의 일자리 제안 수락 의무와 기간제 근
로자의 정규직 전환 의무를 강화했다. 스페인은 2012년 개혁을 통해 내부유연성 제고를 위
한 정책을 마련하고 경직된 단체협약 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
고자 했다. 1년간 해고규제에 자유로운 새로운 형태의 무기근로계약도 도입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유럽 3개국 노동개혁의 공통점은 해고규제를 완화하여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근로
자 보호에 치중되어 있는 노동법을 개정하여 근로자와 기업 간의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해고비용을 낮추어 신규채용에 대한 유인을 높이고 내부
유연성 제고를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등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에 힘써 국가경쟁
력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평가
본 연구는 노동개혁을 단행한 유럽 국가의 최신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노동개혁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개혁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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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 및 경제적 효과를 통해 본
대체근로 도입의 필요성
유진성 | 연구위원

대체근로 금지 규정으로 인해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높아지면서 노사 간 불합리한 관계가
구성되고, 이로 인한 기업 및 국가의 손실이 막대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파업
시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외국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대체근로 도
입이 우리나라 파업손실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하였다.

연구배경 및 목적
대체근로 금지 규정으로 인하여 장기파업을 통해 노조의 요구가 언제나 관철되는 등 현장의
불합리한 노사관계를 바로잡고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대체근로 금
지 규정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주요 선진국인 미국, 프랑스, 독일, 일
본 등의 대체근로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문헌조사
와 우리나라 파업 관련 자료를 결합하여 대체근로 도입 시 우리나라에서의 파업손실 감소효
과를 검토하였다.
연구내용
미국은 선진국 가운데 대체근로를 가장 활발하게 운용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으며 일시적인
대체근로뿐만 아니라 영구적인 대체근로까지도 허용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일반적으로 파
업 시 사업 내 인력을 이용한 대체근로까지도 허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파업 불참 근로자를
통한 대체근로, 무기계약 근로자의 신규채용, 기업 외부의 도급 발주 등을 통한 대체근로는
허용된다. 독일의 경우 파업발생 시 원칙적으로 대체근로가 가능하며 신규채용, 하도급 등
을 통한 대체근로가 허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대체근로를 도입할
경우 파업기간은 평균 34.3% 감소하여 2014년 기준으로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약 224천 일이 감소하고, 완성차 업계의 파업손실액도 2014년 기준 약 7,700억 원 이상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취업자 수는 2014년 기준으로 약 20만 명이 증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선진국들의 대체근로 운용 사례와 대체근로 허용에 따른 경제
적 효과 등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도 대체근로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평가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합리적 구조개혁, 일자리 창출이라는 노동개혁 기조하에 대
체근로 금지 규정 개선방안 및 제도의 효과성을 검증하여 올바른 정책 방향 수립에 기여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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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주요국의 부당해고와 금전보상제도
이수정 | 연구원

다양한 방식으로 금전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유럽 선진국들과는 달리 우리의 경우, 금
전보상제도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계속되는 노동환경의 변화를 고려한다면 유럽
선진국들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제한적으로 신청주체를 확대하고, 보상기준을 구체화하
는 등으로 현행 금전보상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연구배경 및 목적
부당해고 구제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2007년 근로
기준법 개정 시 금전보상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구체적인 규율 내용이 미비하여 이를 둘러싼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유럽 선진국들의 해고 관련
구제수단을 소개하면서 시사점을 도출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내용
유럽 주요국들의 경우,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다양한 방식에 의한 금전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한 이탈리아의 경우, 복직을 통한 구제가능성을
제한하면서 해고유형별로 상이한 구제수단을 도입하였고, 영국의 경우에는 실무에서 대부
분 금전보상(법원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해고분쟁이 해결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프랑스에
서도 부당해고의 주된 구제수단은 금전보상으로, 법원의 복직제안에 대해 당사자 일방이라
도 이를 거부하면 복직이 강제되지는 않는다. 독일은 원직복직이 원칙, 금전보상이 예외이
나, 사용자에게도 제한적으로 금전보상신청권이 부여되는 해소판결제도가 존재하며, 실제
로 화해에 의한 금전보상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우리의 경우, 신청주체의 제한성,
산정기준의 부재 등으로 금전보상제도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전보상제
도의 본래적 취지(실효성 있는 구제 도모) 및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라도 유럽 선진국
들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신청주체를 제한적으로 사용자에게 확대하는 방안 혹은 해고유형
별 구제수단을 달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평가
본 연구는 유럽 선진국들의 해고구제시스템을 개관하고, 한국의 금전보상제도와 유럽 선진
국들의 금전보상제도를 비교·분석하여 향후 금전보상제도의 합리적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는 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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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파견허용업무 확대와
영세 자영업자 과밀화 완화 가능성
변양규 | 연구위원
우광호 | 부연구위원

고령층 파견이 허용되는 업종을 현재 32개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할 경우 약 9만 개의 일
자리가 생길 것으로 추정된다. 고령층 파견허용업종 확대는 영세자영업자의 과밀화 현상
및 중소기업 인력부족 현상을 완화시키는 시발점으로 가능성이 충분하다.

연구배경 및 목적
고령층 중 49.4%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자영업을 선택한다. 본 연구는 현재 32개로 제한되
어 있는 파견허용업무를 고령층에 대해 전 산업으로 확대할 경우 중소기업 인력난 및 고령
층의 과도한 자영업자화를 완화할 수 있을지 검토하였다.
연구내용
중소기업 인력부족 중 파견이 허용될 경우 신규 창출이 가능한 일자리 규모는 9만 개 수준
이다. 노동력 공급 측면에서 볼 때, 55세 이상 자영업자(약 288만 명) 중 사업체를 정리할
예정인 자영업자는 21만 명에 달하며, 이들 중 취업을 계획하고 있는 고령층 자영업자는 6
만 1,000명이다. 여기에 더해, 퇴직하는 60세 이상 정규직 근로자 중 재취업을 희망하는 근
로자가 약 6만 명이다. 그러므로 구직의사가 있는 고령층을 모두 합하면 대략 12만 1,000
명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선에서 고령층 파견허용업무 확대로 신
규창출 가능한 최대 일자리는 약 9만 개로 볼 수 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의 파견근로자 월
평균 임금은 158만 원이다. 또한, 주된 일자리서 은퇴하고 자영업에 종사하는 고령자 약 49
만 명 중 희망임금이 150만 원 미만인 경우는 42.5%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령층 취업희망자들은 신규로 창출될 파견 일자리를 선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고령층의 파견허용업무를 확대하는 것은 과도한 자영업 과밀화 현상 완화 및 중소기
업 인력부족 완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평가
고령층에 대한 파견근로 허용업종을 확대할 경우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인력부
족 완화 및 자영업자 과밀화현상도 완화시킬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인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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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의 성장동력 제고를 위한
고용률 수준 추정
유진성 | 연구위원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출산율은 낮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고령화 심화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노동력의 재배치라는 측면에서 경제성장 저하를
제고하기 위한 고용률 수준을 추정한다.

연구배경 및 목적
고령화는 노인부양에 대한 젊은 세대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핵심 경제활동 인구비의 저하로
생산, 저축, 투자 등을 감소시켜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본 연구는 OECD 국가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고령화의 경
제적 영향과 성장동력 제고를 위한 고용률 수준을 추정한다.
연구내용
고령화율이 1%p 증가하면 실질 GDP는 약 0.97% 감소하고, 고용률이 1%p 증가하면 실질
GDP는 1.0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 2026년 초고령 사회
로 진입 시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고령화로 인해 2014년 대비 약 8% 감소할 것으로 전망
되었으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최소 73.1%의 고용률이 요구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
리고 73.1%의 고용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287만 명의 신규 취업자가 필요한 것으로 분
석되었다. 2050년에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정도가 더욱 심해져 최소 86.7%의 고용률이 요구
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고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등을
통해 기업의 고용창출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파견법 개정,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
경요건 완화 지침의 정착, 대체근로제 허용 등 노동시장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
다.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고용의 경제적 효과를 강화할 필
요도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향후 고령화 심화를 감안할 때 65세 이상 고령층에서의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평가
본 연구는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출산율을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
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고령화 심화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고령화의 부
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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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과 산업별, 연령별 영향
우광호 | 부연구위원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산업과 연령별 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최
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될 시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연령별로는
60세 이상과 29세 이하의 집단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배경 및 목적
올해 4월 13일에 있었던 총선에서 여․야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주요 공약으로 내놨다. 이는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될 경우 미칠 영향을
산업별, 연령별로 구분해 살펴보고자 했다.
연구내용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숙박․음식점업에서는 81%의 근로자가 최저임금 대상
자로 포함되어 해당 산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순
으로 많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증가율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종에서
현재 7.7%가 최저임금적용 대상자인 데 반해 1만 원으로 인상 시 56.6%의 근로자가 해당
되어 38.6%p 증가하는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또한 연령별로는 60세 이
상은 63%, 29세 이하는 57%의 근로자가 최저임금 대상이 됨에 따라 해당 연령의 고용이
감소하거나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높은 근로자로 대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평가
저숙련․취약계층의 노동비용이 급격히 상승하면 고용이 감소하거나 숙련근로자로 대체할
유인이 상당히 높아진다. 결국 피해는 저숙련․취약계층의 일자리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점
을 고려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단어 그대로 최저수준임금수준을 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포
퓰리즘과 맞물려 전체근로자 생활수준의 잣대가 되어서는 최저임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
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면 최저임금을 받던 근로자의 임금
상승이 아니라 일자리 상실 혹은 물가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한 결정이 필요하다.
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162

3
경제와 사회에
울림을 주다

기업과 산업 경쟁력
강화의 길을 찾다

성장의 토대를
다시 구축하다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다

지식 네트워크를
구축하다

직장점거 및 직장폐쇄 법리의 쟁점과 개선방안
이수정 | 연구원

대립적·소모적 노사관계를 유발하는 직장점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직장점거를 원
칙적으로 금지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반면, 직장폐쇄에 대한 과도한 제한은 기업의 경영
권 및 노사대등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직장폐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의
입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연구배경 및 목적
기업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직장점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법(판례)을
분석하고 서구 국가들의 입법례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또, 최
근 국회에 발의된 직장페쇄 법안의 문제점 및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연구내용
서구 국가들이 대부분 사업장 내 파업을 금지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은 파업 시 직장점거
관행이 형성되어 있어 기업의 재산권 및 영업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다. 이러한 관
행은 사업장 내 파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듯한 현행법의 규정방식 및 판례의 태도
로 인해 계속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즉, 현행법은 주요업무시설에 대한 점거만을 금지하고
있으며 판례 역시 전면적·배타적 점거만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직장점거 행위가 계속될
경우, 불법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사용자가 직장폐쇄 내지 민·형사상 수단
을 고려하게 됨으로써 장기간 분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결국, 대립적 노사관계를 유발
하는 직장점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내 파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입법이 필
요하다. 한편, 최근 직장폐쇄를 과도하게 제한하려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는데 이는 기
업의 경영권 및 노사대등의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사업장 내 파업에 대항하여 사용자
가 취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직장폐쇄이기 때문이다. 또한, 판례를 통해 직장폐쇄의
요건이 형성되어 직장폐쇄의 남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법개정은 그 필요성이 적
다고 판단된다. 만일 예측불가능성의 해소 측면에서 직장폐쇄의 요건 및 효력을 명확히 하
기 위해 법개정을 해야 한다면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입법화하는 방향이어야 할 것이다.
평가
본 연구는 직장점거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구 국가들의 입법례와의 비교·분석을 통
해 직장점거 금지 규정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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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제 도입과 노동시장 미스매치 해소
이진영 | 부연구위원

성과급제 도입으로 고성과자에게 고임금이 지급된다면 빈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실업 상태에 있는 구직자를 일자리로 유인할 수 있
어 노동시장 미스매치를 줄일 수 있다.

연구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성과급 일자리가 비성과급 일자리에 비해 근로자-일자리 간 매치 정도를 향상
시킨다는 이론적 가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이러한 매치 정도의 향상이 노동시장 미스
매치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연구내용
본 연구는 성과급 일자리가 비성과급 일자리에 비해 근로자 특성에 대한 보상을 더 많이
해 주어 근로자-일자리 간 매치 정도를 향상시킨다는 이론적 가설을 한국노동패널조사
(KLIPS)의 직업력과 개인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성과급 일자리가
비성과급 일자리에 비해 근로자 특성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약 두 배 정도 높게 추정되어
이론적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과급제 도입으로 고성과자에
게 고임금이 지급된다면 빈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실업 상태에 있는 구직자를 일자리로 유인할 수 있어 노동시장 미스매치를 줄일 수 있
음을 시사한다. 2014년 현재 우리나라 사업체의 약 44%가 성과급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은 제조업 분야에서의 시행률은 평균에 못 미치는 42%에 머물고 있
다. 성과급제 시행률 제고와 성공적 안착을 위해 정부는 객관적 성과 지표 개발 및 관리 매
뉴얼 보급 등의 정책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평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고질적 문제인 미스매치 문제를 성과급제 도입으로 해결할 수 있음
을 보임으로써 성과급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노동시장 미스매치 문제의 해결
책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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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방정식 추정을 통한 임금격차 분석
우광호 | 부연구위원

그룹 간 단순 평균비교로는 정확한 임금격차를 추정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특성
을 고려한 임금방정식 추정을 통해 임금격차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녀, 교육수준별로 구분한 단순 평균치 임금격차보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임금격차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연구배경 및 목적
기존 임금격차와 관련된 언론보도를 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교육수준, 근속
년수에 따른 임금격차가 과도하게 존재하고 이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임금수준 비교에 있어 근로시간, 개인특성, 산업특성 등을 고려치 않은 단순비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임금방정식 추정을 통해 집단별로 보
다 정확한 임금수준을 분석했다.
연구내용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단순비교에서는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에 비해 49%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임금방정식 추정결과 비정규직임금은 정규직에 비해 87%로 38%p 차
이를 보였다. 남녀임금격차도 단순수치에서 60% 수준이던 여성임금수준은 78%로 18%p,
규모별임금격차도 단순비교 수치와 비교할 때 5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은 300인 미만 사업
장에 비해 20%p 차이를 보였다. 학력에 따른 임금수준 역시 단순비교에서는 고졸 이하 임
금수준이 대졸 이상에 비해 57% 수준이었으나 임금방정식 추정결과 75% 수준으로 18%p
차이를 보였다. 다만, 근속에서는 1년 미만 근로자 대비 10년 이상 근로자 임금수준이 단순
비교 수치인 2.6배와 분석결과인 2.57배가 차이가 없었다.
평가
근속년수 분석 결과에서 성과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집
단별 단순임금비교를 통한 잘못된 임금수준 정보는 사회갈등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 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매우 다양하므로 이를 고려한 임금수준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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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한국 제조업의
수출영향 전망 및 시사점
차경수 |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미국 기준금리 인상은 시차를 두고 산업별 수출에 상이하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데, 자동차 부품과 같은 조립가공산업에는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지만 반도체 및 전자
표시장치산업의 경우에는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배경 및 목적
미국이 양적완화 등을 통해 경제회복을 추진한 결과 민간소비와 고용이 증가하고 물가가 상
승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그동안 인위적 저금리에서 탈피하여 통화정책의 정상화를 진행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되었을 시 우리나라 산업에 주는 영향과 향
후 수출전망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소득효과와 가격효과를 통해 국내 산업의 총수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 그런데 국내 제조업 내 산업별 특성에 기인하여 그 영향은 상이
할 것으로 전망된다. 1991~2015년까지 제조업 내 27개 산업의 총수출을 구조적 벡터자
기회귀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소비재산업 및 기초소재산업에 속하는 산업들의 총수출은 미
국 기준금리 인상이 야기하는 가격효과에 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립가공
산업에 속하는 산업들은 소득효과에 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리인상
에 따른 소득효과는 충격 발생 직후 1년 차에 주로 나타나는 반면, 가격효과는 시차를 두고
중장기적으로 나타나 소득효과를 압도할 수도 있다. 또한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산업별 수출 명암이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수출액을 기준으로 미국 기준금리가
1%p 인상될 경우 1차 년도에 자동차용 엔진·부분품 수출액이 가장 큰 감소를 나타낼 것으
로 보인다. 반면 반도체·전자표시장치의 경우는 가격효과로 가장 크게 수출액이 증가할 분
야로 예측된다.
평가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통신·방송장비, 자동차용 엔진·부분품, 영상·음향기기 등과 같이
소득효과에 영향을 받아 수출량이 감소할 수 있는 산업들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선제적 대
응이 요구됨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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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소비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와 진출방안
곽복선 | 경성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중국 소비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중국 전체 소비시장에서 한국수출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0.5%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미미하다. 최근 중국 소비시장 여건이
한국 기업 진출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으므로 세분화된 지역·고객·가격 타게팅
과 정확한 포지셔닝을 통해 중국 소비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연구배경 및 목적
중국의 소비시장은 매년 1~1.5개의 한국 소비시장이 생길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 소비시장의 약 14배 규모에 이르고 있다. 이 같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한국 소비재
가 중국 소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한편 중국정부는 내수를 중
시하는 정책기조로의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도시화의 확산으로 중국 소비시장도 도시를 중
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 같은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본 보고서는 대중국 소비재 수
출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내용
최근 중국정부는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내수확대 중심의 소비촉진을 최우선시하는 성장패
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고 소비의 86%를 차지하는 도시지역 주민 소득이 빠르게 증가하면
서 중국은 선진국형 소비구조로 바뀌고 있다. 또한 중국의 100여 개 도시가 일인당국민소득
1만 달러를 넘어서고, 도심지역 소득은 2만 달러에서 5만 달러 수준에 이르고 있어 중·고가
의 IT통신, 웰빙, 문화 상품 등에 대한 소비기반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온라
인 구매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유통채널의 근본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를
중국 소비시장 진출확대에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세분화된 지역·고객·가격
타게팅과 정확한 포지셔닝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도시별 진출로드맵 작성 및 추
진, 서로 다른 분야의 한국 기업 간 공조 마케팅, 한국상품전의 지속적인 개최 등 Show-Up
마케팅과 K-브랜드 마케팅, 온라인 마케팅 강화, 한-중 FTA 활용 지원, 중국인과의 협력을
통한 중국 내수마케팅 등을 들 수 있다.
평가
급성장하는 중국의 소비시장을 한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 필요한 소비재 수출전
략을 제시하고 있어 기업의 대중국 수출전략 수립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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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란 경제협력의 경제적 효과와 한국 기업의 대응방안
최남석 | 전북대학교 무역학과 조교수

우리나라가 이란과 경제협력을 확대할 경우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총 수출액
은 845억 달러, 일자리는 68만 개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건설서비스 185억 달러,
석유화학 148억 달러, 자동차 176억 달러, 인프라·플랜트 116억 달러, 휴대폰 111억
달러, 백색가전 98억 달러, 문화콘텐츠 11억 달러이다.

연구배경 및 목적
서방 주요국의 대이란 경제제재 해제 이후 이란은 높은 성장잠재력과 풍부한 천연자원을 기
반으로 중동 최대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이란 경제협력 활성화에 따른 대이
란 인프라·플랜트, 건설, 최종재 수출 증대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고, 한국 기업의 경협 확
대를 위한 대응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내용
이란의 수출과 현지 투자를 상호 연계해 경제협력을 확대할 경우,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총 수출액은 845억 달러에 달하고 일자리는 68만 개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분
야별 수출액은 건설서비스 185억 달러, 석유화학 148억 달러, 자동차 176억 달러, 인프라·
플랜트 116억 달러, 휴대폰 111억 달러, 백색가전 98억 달러, 문화콘텐츠 11억 달러로 나타
났다. 같은 기간 국내에 창출되는 일자리 규모는 분야별로 건설서비스 28만 8천 명, 자동차
15만 3천 명, 휴대폰 6만 4천 명, 석유화학 6만 3천 명, 백색가전 5만 6천 명, 문화콘텐츠 3만
2천 명, 인프라·플랜트 2만 9천 명으로 추정된다. 한편, 생산유발액은 188.9조 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50.3조 원 증가할 것이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주요 수출산업 부문을 대상으
로 한·이란 교역패턴을 분석한 결과, 경제제재가 시작된 2012년을 기점으로 비중과 수출입
규모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란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의 금융조달 능력
을 높이기 위해 한·이란 금융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국내 및 중동 국가의 금융기관과 국제적
인 다자개발금융기관, 수출신용기관 간의 금융 지원을 둘러싼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평가
미국 등 서방 주요국의 대이란 경제제재 해제 이후 한국-이란 간의 경협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경제적 효과를 시의적절하게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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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환율 모형 개발 및 시사점
김창배 | 연구위원
김성훈 | 부연구위원

국제통화기금(IMF)의 환율자문단에서 채택한 거시균형접근법과 균형실질환율접근법을
차용하여 각 나라들의 기초경제여건과 대내외균형을 반영한 중장기 균형환율의 수준을
추정하고 현시점에서의 이탈 정도를 검토한 후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한다.

연구배경 및 목적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환율변동으로 인해 우리 경제가 치르게 되는 경제사회적 비용
을 생각할 때, 우리 경제의 기초경제여건과 대내외균형을 반영한 중장기 환율의 수준이 어
디인지, 현시점에서 얼마나 이탈하였는지 가늠해 보는 일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국제통화
기금의 표준화된 방법론을 이용해 각국의 중장기 균형환율을 추정하고 이탈 정도를 가늠해
봄으로써 우리나라의 통상 및 외환 관련 주요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연구내용
국제통화기금(IMF)의 환율자문단에서 채택한 거시균형 접근법과 균형실질환율접근법을
차용하여 각 나라들의 기초경제여건과 대내외균형을 반영한 중장기 균형환율의 수준을 추
정하였다. 먼저 지난 1994년부터 2014년까지 21년간의 평균을 균형값으로 보았을 때
2016년 3월 현재 한국의 실효환율은 대략 14~18%가량 저평가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의 평균을 균형으로 정의할 경우 2016년 3월
한국의 실효환율이 2~13%가량 고평가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인
일본의 경우에도 엔화가치가 최근 5년간 약 10~16% 고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역시
14~28%가량 고평가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거시균형 접근법은 각국의 기초경제여건에
부합하는 균형 경상수지와 실제 경상수지와의 차이로 환율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방식
이다. 해당 접근법을 적용한 결과, 한국의 2016년 균형경상수지는 GDP대비 1.8%로 경상
수지 전망치(IMF자료) 8.2%보다 낮아 절상압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Bennet-Hatch-Carper 법안 발효 이후 미국이 한국을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목하고 국
제통화기금 또한 대외불균형을 초래하는 환율정책을 피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중장기 균형환율 및 이탈 여부를 추정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 연구다.
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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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경제제재의 효과와 시사점
최수영 | 초빙연구위원

대북경제제재는 현실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북한과의 협상 채널을 복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국의 적극적인 결의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와 대중 외
교 노력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연구배경 및 목적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는 전례 없이 강경하게 북한
을 외교·군사·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2016년 새로운 대북제재의 강화된
내용 및 예상효과를 살펴보고 향후 대북제재의 경제적 효과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
였다.
연구내용
대북제재의 궁극적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를 위한 북한과의 협상 채
널을 복원하기 위한 수단이다. 2016년 대북제재의 성공 여부는 북한의 외화수입에서 가장
중요한 북한의 최대 수출품목인 석탄을 중국이 금수품목 예외를 아주 제한적으로 허용해 수
입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한편, 미국 행정부는 2016년 2월 의회에서 통과된 『대북제재법』
에 근거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줄 ‘세컨더리 보이콧’ 성격의 재량권을 부여받았다. 만약
북한이 추가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으로 대응할 경우 기존 스마트제재 중심의 대북제재
에서 벗어나 북한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포괄적 대북제재를 반드시 도입해
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과 대북제재 사이에서 취하고 있는 입장
이 과거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단기적으로 안보리 대북제재의 성과를 도
출할 만큼 적극적인 중국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종합해 보면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의 성과는 중국의 적극적인 제재 동참과 성실한 결의 이행으로 귀결된다.
평가
이번 대북제재는 과거보다 실효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경제적 효과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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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시장 리스크 요인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서창배 |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교수

중국의 부동산시장은 3~4선 도시들을 중심으로 한 투자버블이 지방부채 문제와 맞물
리면서 2016년 말부터 전반적인 하락세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 기업들도 고속
철도 건설로 인해 도시집중화현상과 함께 새로운 소비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서
부 내륙지역의 2선 도시들의 소비시장 진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구배경 및 목적
중국경제 리스크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부동산시장의 리스크 요인들을 지역별로 세밀하게
분석함으로써 중국 부동산시장의 버블 가능성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높이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중국발(發) 금융위기에 대비한 우리 기업의 대중국 사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과
대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내용
중국 부동산시장의 상승ㆍ하락 주기가 2.5~3.5년 정도로 비교적 짧고 2016년 4월을 정점
으로 다시 하락세로 전환한 점 등을 놓고 볼 때 2016년 말부터 중국 부동산시장이 전반적인
하락세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중국의 부동산시장이 심각한 양
극화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1~2선 도시들의 경우, 여전히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위험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3~4선 도시들은 도시화 추진으로
인해 미분양 주택 등 공급 대비 수요가 부족한 상황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기업들의
중국시장 진출 및 비즈니스전략도 지역별 및 1~2선 도시와 3~4선 도시별로 구분하여 추진
할 필요가 있다.
평가
중국 부동산시장은 가계의 소득 및 소비와 직결되는 문제이고 버블 여부에 따라 내수시장
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향후 중국소비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
이다. 더욱이 한-중 FTA 발효 이후 對중국 소비재제품의 수출 증가가 예상된다는 점에서도
본 연구의 분석 내용은 우리 기업들의 소비시장 마케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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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기변동 국면 판단과 시사점
변양규 | 연구위원

세계교역량과 산업생산량으로 살펴본 세계 경기는 2015년 이후 다시 하락세로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조속한 시일 내에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경영환경 개선
과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투자와 소비의 회복, 서비스업 확대 및 서비스 수출 확대, 국내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 등이 필요하다.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경기회복세가 다시 약화될 경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는 이렇다 할 회복
을 보이지 못한 채 다시 경기침체기로 전환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계경제는 장기 저성장
(secular stagnation)에 진입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전 세계
경제가 경기순환국면상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선결과
제이기 때문에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연구내용
세계교역량과 산업생산물량을 분석한 결과, 금융위기 이후 제대로 회복하지도 못한 채 등
락을 거듭하던 세계 경기는 2015년 1분기를 정점으로 하락세가 확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흥국의 경기가 2015년부터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며 2015년
1분기를 정점으로 선진국의 경기도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다. 특히, 신
흥국 중 아시아 신흥국의 경기침체가 확연했고 선진국 중에는 미국의 경기침체가 뚜렷했다.
국제교역량으로 추정한 세계 경기가 최근 하락세인 점을 감안하면, 세계 교역량이 빠른 시
일 내에 회복될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우리나라처럼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경기침
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국제원자재 가격이 약세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신흥
국의 경기가 조속한 시일 내에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도
커지면서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도 경기침체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할 전망이다.
평가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비하여 경영환경 개선과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투자와 소비의 회복,
서비스업 확대 및 서비스 수출의 확대, 국내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 등이 필
요함을 강조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보고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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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net-Hatch-Carper 수정법안 검토 및 시사점
김성훈 | 부연구위원

‘환율’을 매개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무역/환율/통화/산업정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잠재적 파급력을 지닌 Bennet-Hatch-Carper 수정법안의 내용
을 검토하고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점검한다.

연구배경 및 목적
미국은 ‘무역촉진법 2015’ 중 ‘교역상대국의 환율’에 관한 규정들을 수정한 BennetHatch-Carper 수정법안을 올해 초에 제정 공표하였다. 최근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상태
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미국 내부의 우려를 반영하고 있는 이 법안은, 한국처럼 미국
과의 교역비중이 높은 나라들의 대외경제활동에 커다란 잠재적 파급력을 지니고 있다. 이에
이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한국과 관련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연구내용
해당 법안의 주요 골자는, ① 미국의 주요교역국들 중 환율개입(의심)국가들에 대한 분석을
확대하고, ② 국제사회의 제재를 유도하며, ③ 통상과 투자 부문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를
강화하는 것으로, 수퍼 301조의 ‘외환버전’으로 볼 수 있다. 한마디로 ‘환율’을 매개로 전세
계 모든 국가들의 무역/환율/통화/산업정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법
안이다. 특히 한국은 대만과 더불어 미국과의 무역에서 상당한 흑자를 얻고 있고, 세계를 상
대로도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를 내고 있어 이 법안의 1차적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나아가 한국은 향후 미국과의 구체적인 교역 (재)협상 과정 등에서 대미무역수지와 경
상수지의 흑자폭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도록 요구받을 가능성도 높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우
리나라의 관련기관들-기재부, 한국은행, 외교부, 산자부, 국제금융센터 등-은 철저하게 데
이터와 새로운 연구결과에 기초한 외환-통상 외교 능력을 갖춰야 한다. 또한 관련 기관들
사이에 공조체계를 확고히 해야 할 필요도 있다.
평가
본 연구는 2016년 미국에서 새롭게 발효된 통상 관련 법안을 검토하고 우리 경제에 미칠 잠
재적 파급효과를 점검함으로써 한국정부와 기업들이 향후 미국과의 교역협상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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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펀드의 전략적 운용 방안:
국제 비교를 중심으로
장성렬 | 연구원

최근 글로벌 국부펀드는 포트폴리오의 다각화와 국가 전략적인 투자 형태로 다양하게 이
루어지는 가운데 주요 다른 글로벌 국부펀드들의 투자동향을 분석하고 동시에 이에 따른
우리나라 국부펀드가 국민연금으로 대표되는 여타 국내공적연기금과 다른 특징 및 설립
목적을 지닌 바 이를 적극 활용한 투자운용 방안을 제시한다.

연구배경 및 목적
글로벌 국부펀드는 세계경제 침체로 인해 전통적 운용방식에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글로벌 국부펀드의 추세 및 주요 글로벌 국부펀드와 우리나라 국부펀드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유일의 국부펀드를 운영 중인 한국투자공사의 현 상황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운용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국민연금과 비교를 통해 한국투자공사만이 가질 수 있는 차별성과
이를 통한 활용 방안을 도출한다.
연구내용
노르웨이, 중국, 싱가포르의 국부펀드는 포트폴리오 다각화 및 적극적인 펀드운용방식을 고
수하고, 그에 따른 일환으로 다양한 대체투자자산 부문의 비중 확대 및 M&A 시장에 적극
적인 투자를 이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투자공사에 비해 규모도 크며 더욱 적극적으로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국가 전략적 투자에 집중하고 있는 주요 글로벌 펀드의 움직임과 글로
벌 경제상황, 한국투자공사 현황을 고려한 우리나라 국부펀드 운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
째, 한국투자공사의 대체투자 비중을 확대하여 수익률 제고와 함께 국내 금융산업 부문 중
특히 해외대체투자 부문의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이 있다. 둘째, 대체투자 부문에서도 인프
라 부문에 적극 투자하여 수익률 제고 및 국내 금융산업 발전 기여목적 외에 국가 간의 전략
적이고 미래지향적 협력 차원에서 국부펀드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셋째, 국부펀드의 글
로벌 네트워킹을 활용하여 해외 M&A 시장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이 있다. 넷째, 한국은행
과 기능 이원화 및 중소기금의 한국투자공사 위탁 활성화는 국내 국부펀드의 해외투자역량
을 업그레이드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평가
본 연구는 글로벌 국부펀드 운용방식이 변화하는 시점에 여러 변수를 고려하여 국내 국부펀
드 운용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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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소로스 통화전쟁의 배경과 전망 및
한국의 대응전략
오정근 | 초빙연구위원

소로스를 포함한 글로벌 헤지펀드들의 베팅과 중국의 외채 상환부담으로 위안화 하락이
이어졌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환율안정, 외화유동성 확보와 규제 개혁의 필요성
을 제언하고 있다.

연구배경 및 목적
중국과 소로스 등 헤지펀드 간에 벌어지는 전면전은 중국경제의 문제점을 환기시켜 준 계기
가 되고 있다. 모순된 과잉투자와 위안화가치 절상 정책 추진과 헤지펀드들의 공격까지 합
세했다. 본 보고서는 중국 경제 전망과 한국의 대응전략을 검토하였다.
연구내용
조지 소로스가 중국의 경착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위안화 절하에 배팅했다고 밝힌 후 소로
스 외 다른 헤지펀드들도 동조하면서 헤지펀드와 중국 정부의 통화전쟁이 가열될 조짐이다.
4조 달러에 육박하는 외환보유액을 쌓고 G2로 등극하며 자신감이 붙은 중국이 2005년부
터 고정환율제도에서 관리변동환율제도로 바꾼 후 위안화는 절상을 지속했다. 그러나 위안
화 절상은 수출둔화를 초래했다. 그동안의 과잉투자 과정에서 중국의 외채는 기하급수적으
로 증가했다. 따라서 중국도 무작정 위안화를 절하할 수는 없지만, 일본이 마이너스금리까
지 도입하면서 엔화를 절하시키고 있어 중일 통화전쟁은 또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다. 한국
수출은 대중국 비중이 25%로 위안화 환율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따라서 환율안정과
외화유동성 확보, 국제금융외교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가
본 연구는 직접투자와 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헤지펀드의 공격대상이 되지 않도록
대비책을 제시한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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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의 경제적 영향
윤상호 | 연구위원

EU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독서율 및 독서량의 현황을 살펴보고 독서율과 주
요 경제지표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경제발전의 간접적 기반으로 독서의 중요성을 제시
하였다.

연구배경 및 목적
독서는 타인의 경험, 성공사례 등에 대한 간접적 체험을 통해 창의성과 혁신성을 가진 인적
자본의 축적과 질 제고를 도모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청
소년(15세 학생)의 경우 측정된 학습능력에 비해 현저히 저조한 학업 외 독서율(reading
for enjoyment)이 관찰되고 있어 창의적 사고방식을 요구하는 혁신성 기반 경제로의 전환
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연구내용
본 연구는 EU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독서율 및 독서량의 현황을 살펴보고 독서
율과 주요 경제지표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경제발전의 간접적 기반으로 독서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비록 경제발전의 원인으로 독서를 지목하기에는 부족하지만 독서와 혁신관련 주
요 경제지표 간의 높은 상관관계는 독서가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주요 요소로서 역할을 수행
할 개연성을 제시한다. 특히 독서율은 국가의 창의성을 대표하는 혁신성 지수 및 기업가정
신 지수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는 주요 변수로 평가받을
수 있다. 유아 및 청소년 시기의 독서를 장려해 향후 독서 습관을 제고할 수 있는 사회적 공
감대를 형성해 창의적 사고가 가능한 인적 자본의 양성에 대비해야 한다.
평가
본 연구는 인적 자본의 축적에 기여하는 주요 요소로 독서를 제시해 독서에 대한 사회적 인
식을 재고하는 데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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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소고
윤상호 | 연구위원

집회·시위를 정보재의 전달 수단으로 인식하고 집회·시위의 제한에 따른 비용·편익 분
석을 시도해 집시법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배경 및 목적
집시법은 헌법 제21조를 통해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영위하는 수단 중 하나인 집회·시위를
통한 표출 방식의 범위를 규정하는 법령이다. 헌법 제21조는 원칙적으로 집회·시위에 대한
정부의 허가제 운영을 금하는 등 집시를 통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지만 헌법 37조
의 제2항을 통해 국가안정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통해 집시법은 집회·시위를 통한 표출 방식의 범위를 설정하
고 있다. 따라서 집시법은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과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사회적 목적이 상충하는 경우 이 둘 간의 합리적 조화를 추구하는 법률로 해석
될 수 있다.
연구내용
본 연구는 집회·시위를 정보재의 전달 수단으로 인식하고 집회·시위의 제한에 따른 비용·
편익 분석을 시도해 다음과 같은 집시법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집회·시위 또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며 집회·시위의 통제 비용보다 크게 나타난다면 집회·시위의 자유
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둘째, 집회·시위의 내용에 따른 제한이 불가하도록 현
행 집시법은 규명하고 있으나 내부화의 가능성, 대체재의 존재 등 전달되는 정보의 성격 또
한 제한의 근거로 사용되어야 한다. 셋째,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제한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 기관에 귀속된 관할 구역의 크기에 따라 차별적 제한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넷째,
집회·시위의 제한 여부는 집회·시위의 자유 자체가 아닌 표현의 자유라는 본질적 가치의 표
출 수단 중 하나로서 평가되어야 한다.
평가
본 연구는 집회·시위를 정보재의 공급 수단으로 인식하는 새로운 해석을 제공해 효율적인
집시법의 운영방식을 고안하는 데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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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화 리스크 점검 및 시사점:
중국의 새 외환제도를 중심으로
김성훈 | 부연구위원

중국은 최근 도입한 새 외환제도하에서 외환정책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13개국 통화 바
스킷의 인덱스를 중심으로 위안화의 주요 리스크를 점검하고, 바람직한 대중국 투자와
교역 방향을 검토하였다.

연구배경 및 목적
중국은 위안화를 세계 3대 통화로서의 지위로 안착시키기 위해 2015년부터 다른 나라들과
의 교역비중을 반영하여 13개국 통화로 이루어진 바스킷을 구성하고 위안화와 이들 통화 간
의 시장 환율을 기초로 지수를 개발, 새 외환정책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새
외환제도하에서 위안화 주요 리스크 점검 및 대중국 투자와 교역 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연구내용
중국은 1994년과 2005년에 이어 2015년에 또 한 차례 외환제도를 바꾸었다. 새 외환제도
의 목표는 대(對)달러 중심의 외환정책에서 벗어나 위안화를 세계 3대 통화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새 제도와 관련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확인하였다. 첫
째, 새 위안화 인덱스와 위안-달러 환율 사이의 동조성이 2015년을 기준으로 크게 줄어들
어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매우 약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둘
째, 새 위안화 인덱스와 원-위안 환율 사이의 동조성 또한 최근 들어 크게 낮아졌다. 이는 기
본적으로 새 인덱스를 구성하는 13개국 통화에 우리나라 원화가 빠져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
다. 결국 원-위안화와 여타 주요통화 대비 위안화의 명목환율 사이에는 단기적으로 매우 상
이한 움직이 나타날 수 있어 한국 외환당국이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새 제도 도입
후 위안화 인덱스는 매우 안정적으로 움직이며 시장의 단기 절하 압력을 소화하고 있고, 중
국경제의 연착륙이 이뤄지는 4~5년 후부터는 안정적인 절상 움직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
된다.
평가
중국의 위안화가 IMF 특별인출권(SDR)에 편입되고 새 외환제도 시행을 통해 기축통화로
발돋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외환당국이 유의해야 할 주요 리스크 요인들은 무엇인지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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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경착륙 요인 점검 및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김창배 | 연구위원

중국경제의 경착륙이 현실화될 경우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실물 경제는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수출입 탄력성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중국의
GDP 1% 하락이 우리의 GDP를 0.37%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배경 및 목적
중국 정부의 '의도된 성장 감속' 정책이 기업부채 급증, 부동산 문제, 소득 양극화, 지방 정부
부채 등으로 어긋나면서 경제 전체가 경착륙할 위험도 작지 않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이
에 본 연구는 중국 경착륙을 파악해 보고 아울러 만약 경착륙이 발생할 경우 한국경제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내용
중국의 질적 성장전략이 추진된 2006년 이후, 전반적인 리스크 요인들이 경착륙의 가능성
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방부채의 경우, 지방정부의 채무율
(재정능력 대비 부채 비율)이 아직 안전한 수준에 있고 2014년 이후 지방정부 부채 관리가
강화되면서 지방부채 증가율도 2015년에는 한자리 수(9.9%)로 둔화되었다. 당초 우려되
었던 ‘구조개혁과 성장의 상충’ 우려도 견조한 성장요인(소비증대), 구조개혁 성과 등이 버
팀목으로 작용하면서 점차 완화되는 모습이다. 만약 부동산 경기 급랭 등으로 지방 및 기업
부채 문제가 악화되어 중국경제의 경착륙이 현실화될 경우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실물
경제는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수출입 탄력성을 도출하여 분
석한 결과 중국의 경제성장 1% 하락이 우리의 수출과 GDP를 각각 0.29%, 0.37%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중국경제의 불안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중국과의 교역 및 투자 등
여러 면에서 상호연관성이 상당히 높은 한국경제의 대책 수립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
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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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없는 경제:
의미와 가능성
김성훈 | 부연구위원

‘현금 없는 사회’로의 이행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자연스런 과정이다. 본 연구에
서는 거래의 효율성, 통화정책 및 조세정책에서의 효과 등을 중심으로 현금 없는 사회가
갖는 의미를 알아보고 그 이행 가능성을 점검한다.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신용카드가 보편화하고 모바일 뱅킹이 확대됨에 따라 지폐와 동전이 없는 법정 화폐 제
도, 이른바 ‘현금 없는 사회’에 대한 논의가 주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의 강국이라는 한국은 그런 논의에 뒤처져 있다. 현금 없는 경제에 관한 최
근 연구와 국제적 논의들을 살펴보고, 이것이 우리 경제에 던지는 함의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내용
‘현금 없는 사회’로의 이행은 기술 발전에 따른 자연스런 과정이다. 현금 없는 사회가 갖는 장
점들은 많다. 첫째, 현금 거래보다 효율적이어서 현금 없는 사회로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경제
성장률을 1%만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 둘째, 현금 없는 사회에선 중앙은행이 전통적인
통화정책 틀 안에서 네거티브 명목금리를 설정할 수 있어, 저성장·저물가·저금리 시대에 매
우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셋째, 지하경제가 양성화될 수 있어 세율 인상 없이도 재정적
자 폭을 완화하거나 해소할 수 있다. 장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정부 개입의 확대로 재정적자의
늪에 빠져 있는 점을 고려하면 현금 없는 사회는 그 자체로 매우 효과적인 재정안정화 방안
인 것이다. 넷째, 현금 없는 사회는 핀테크산업과 관련 정보통신기술을 더욱 자극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의 촉매가 될 수도 있다. 다만 현금 없는 사회의 이행 초기에는 현금 사용에 익
숙한 노인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고, 금융실명제 초기처럼 단기적으로 거래 자체가 다소 움
츠려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점들을 함께 고려하며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준비해
간다면, 현금 없는 사회는 우리 경제가 새로운 발전 단계로 도약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평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자연스런 이행 과정인 현금 없는 사회의 의미와 가능성을 최근
의 국제연구결과들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관련 논의가 거의 없었던 우리 사회에 체계적으로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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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금융스트레스지수 추이와 시사점
김윤진 | 연구원

충격에 따른 각국 금융시장의 취약성 정도를 나타내는 금융스트레스지수의 한국 수치를
IMF 방식으로 산출했다. 최근 그 지수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증권시장 부문의 추
세가 가팔라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한편, 금융스트레스지수의 상승은 실질 GDP 성장률
에 1분기, 산업생산과 소매판매에 한 달 선행해 실물변수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배경 및 목적
2016년에도 영국의 EU 탈퇴 확정·위안화 절하 등 금융시장에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다.
경제금융시장이 고도화·개방화되고 있어 금융시장 충격이 금융시장뿐 아니라 실물시장에
동시에 악영향을 미치기에 금융시장 충격이 주는 효과를 하나의 숫자로 지수화할 필요성
이 있다.
연구내용
본 연구는 직관적이고 간단하지만, 위기 설명력이 좋은 IMF 방식으로 한국의 금융스트레스
지수를 산출했다. 신흥시장 방식의 경우 은행 부문 베타, 주식시장 하락률, 주식시장 변동성,
국채 스프레드, 외환시장 압력지수 5개의 데이터의 등 분산 가중평균이고, 선진시장 방식의
경우 은행 부문 베타, TED 스프레드, 인버스 장단기금리차, 회사채 스프레드, 주식시장 하
락률, 주식시장 변동성, 실질실효환율 변동성 7개 데이터의 등 분산 가중평균이다. 한국의
금융스트레스지수는 최근 0 부근에서 안정적인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와 그 대응으로 스트레스가 높았던 미국보다 증권시장 부문의 2013년부터의 추세가 가팔
라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증권시장 부문을 타고 한국의
금융스트레스지수가 현재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금융스트레스지수가 상승할 경우,
1분기 후 실질 GDP 성장률이, 한 달 후 산업생산과 소매판매가 악화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
가 요구된다. 현재의 L자 식물인간 경제가 더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스트레스지수를 낮
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평가
금융부문 충격에 대한 IMF 방식의 취약성 지수를 소개하고 한국의 수치를 산출함으로써 향
후 금융부문 충격에 대한 거시경제 전망에 일말의 실마리를 제공하였고, 기타 추가적인 지
수 연구의 단초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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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개혁의 주요 쟁점 점검:
취업규칙변경 및 통상해고 지침을 중심으로
일시 | 1월 25일(월) 14:00~16:20
장소 |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룸

정부는 지난해 12월 말 취업규칙 변경 및 통상해고 규정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다. 하지
만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한 이해부족이 심각하고 정치적 구호만 앞서는 상황이 지속되
고 있다. 이를 점검하는 종합토론회를 개최하여, 노동개혁 양대 지침과 관련해 ‘쉬운 해
고를 조장한다’는 주장은 지나치다는 지적을 제기하였다.

개최배경
정부는 지난해 12월 말 정년연장의 충격을 흡수할 뿐만 아니라 직무능력과 성과중심의 인
력운영을 통해 유연하고 효율적인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취업규칙 변경 및 통상해고 규
정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한 이해부족이 심각하고 정치적
구호만 앞서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제 우리도 노동시장의 완벽한 개혁을 달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경제연구원은 노동
시장 개혁의 주요 쟁점 중 취업규칙 변경 및 통상해고 지침을 점검하는 종합토론회를 개최
하였다.
프로그램

발표 1
발표 2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법리의 쟁점과 과제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융합학부 교수
직무수행능력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이상익 국제공인노무사사무소 노무사
좌 장 김영문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희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박우성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 소장
이철행 전국경제인연합회 고용복지팀 팀장
홍준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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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활성화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산업 규제개혁과제:
의료·관광·유통·금융·소프트웨어산업을 중심으로
일시 | 1월 26일(화) 14:30~17:35
장소 |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룸

서비스산업 성장저해 규제의 개혁이 부진할 경우, 다양한 서비스분야에서 새로운 성장동
력의 발굴과 육성을 통한 한국산업의 구조고도화와 선진화의 걸림돌로 작용될 우려가 높
다. 이에 의료, 관광, 유통,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서비스산업의 발전·육성을 위한 바람
직한 규제개혁 및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방안에 대한 지혜를 모으는 장(場)을 마련하였다.

개최배경
연구·개발(R&D)과 투자지원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인 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마련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하여 의료법, 관광진흥법
등 서비스산업 관련법안의 개정이 지연되거나,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경제연구원은 의
료, 관광, 유통,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서비스산업의 발전·육성을 위한 바람직한 규제개
혁 및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방안을 도출하고자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프로그램

발표 1
발표 2
발표 3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현황 및 규제 개선방향
발표자 조현승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한국관광산업 규제개혁 및 발전방안
발표자 김혁수 청주대학교 호텔경영학과 교수
대형마트와 중소슈퍼마켓의 경쟁관계
발표자 정회상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사 회 조성봉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토론

김대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박문수 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연구실장
이창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

발표 4
발표 5

SW산업 성장을 위한 공공SW사업의 민간투자방식 도입 제언
발표자 안홍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책연구팀장
핀테크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방법론
발표자 박소영 페이게이트 대표이사
사 회 조성봉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토론

강임호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용진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양금승 한국경제연구원 산업연구실장

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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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동치는 국제금융시장과 한국의 대응방안
일시 | 2월 16일(화) 10:00~12:00
장소 | 한국경제연구원 중회의실

2%대의 저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수출은 연이어 마이너스증가율을 지속하고 있
고 외국인자본유출도 지속되어 코스닥시장은 거래중지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는 등 실물
금융 양면에서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한국의 대
응방안을 모색하였다.

개최배경
전 세계 주가가 지난해 5월 고점대비 20% 급락해 이미 1998년 동아시아금융위기 시의 하
락 수준에 육박하고, 56% 하락했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하락수준을 위협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글로벌
주식시장 침체는 역자산 효과로 민간소비를 둔화시키고 기업공개 어려움으로 자금조달이 어
려워져 기업투자도 위축돼 글로벌 경제의 장기침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요동치는 국제금융시장과 한국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한국의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는 긴급좌담회를 마련하였다.
프로그램

발표

요동치는 국제금융시장과 한국의 대응방안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건국대학교 특임교수
황윤종 S
 K경영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전 중국한국상회 회장,
SK중국경영경제연구소장
하문홍 골든리버 중국투자자문역, 전 현대종합상사 북경사무소
안유화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교수, 전 자본시장연구원 중국연구위원

토론

김영익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 전 하나대투증권 부사장
문형욱 펀드온라인코리아 경영전략본부장
이창형 울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전 한국은행 국제국 부국장
안병찬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객원교수, 전 한국은행 국제국장
이영세 전 대구사이버대 총장
정재호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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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제와 캐시리스사회 전환 전략
일시 | 3월 17일(목) 14:00~17:30
장소 |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과 관련해 중요한 과제인 비대면인증, 금융인증체계와 블록체인, 개
인정보 보호와 빅데이터 활성화 등 캐시리스사회 전환문제를 주제로 글로벌 금융플랫폼
을 선점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제와 기술적 어려움을 알리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최배경
정보통신기술의 기하급수적 발전과 스마트 모바일기기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모바일 혁명
에 힘입어 인터넷전문은행이라는 모바일금융 시대가 열리면서 금융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금융소비자들의 편익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각국 정부는 모바일금융과 핀테크를 자국의 미
래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금융플랫폼을 선점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새로운 혁신적인 금융시대에 맞추어 금융제도와 금융산업의 재편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캐시리스사회 전환문제를 주제로 관련 산업에 여러 가지 규제와 어려움을 알
리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프로그램
개회사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환영사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축사

진웅섭 금융감독원 원장

좌장

오환술 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원장

발표 1
발표 2
발표 3
발표 4

비대면인증의 정착을 위한 장애요인과 제도적 방향모색
김정혁 한국은행 전자금융팀장
금융인증체계 재편성을 위한 블록체인 필요성과 도입전략
이동산 페이게이트 기술이사
개인정보보호와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
이영환 건국대학교 기술경영학과 교수
캐시리스 사회로 방향전환의 문제점
문종진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좌 장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토론

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정유신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전희주 동덕여자대학교 정보통계학과 교수

임세희 금융감독원 국제협력국장

김양우 수원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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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일시 | 4월 25일(월), 14:00~15:45
장소 |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1층
그랜드볼룸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가 과연 치열한 글로벌 경쟁환경하에서 적합한 정책인지를 고
민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는 기업의 경영전략과 활동 전반에 중요
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책당국의 ‘대규모’에 대한 자의적 판단은 기업들을 불
확실성과 변동성에 노출시키는 문제가 있다.

개최배경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는 우리나라 대규모 기업집단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 아
니라 직접적인 규제대상이 아닌 중견 기업집단들이 규제에 부담을 느껴 5조를 넘지 않으려
는 일명 피터팬 증후군까지 초래할 우려가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 기업들은 국내 시장이 아
닌 글로벌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다. 이러한 치열한 경쟁상황에서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만 무거운 부담을 지워 해외 경쟁기업들과의 공
정한 경쟁을 어렵게 하고 있다.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프로그램
발표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좌 장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토론

김형기 셀트리온 사장
홍은택 카카오 부사장
신현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91

ANNUAL REPORT

인터넷전문은행 성공적 출범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 필요성
일시 | 5월 16일(월) 14:00~17:00
장소 |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룸

우리나라는 은산분리와 같은 규제 장벽으로 인해 금융서비스 혁신이 사실상 봉쇄되어 있
어 새롭게 도래하고 있는 모바일 금융혁명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금융 산업의 낙후를
자초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규제완화의 시급성
및 대응과제를 모색하였다.

개최배경
각국 정부의 적극적 지원 아래 금융ICT 기업들에 의해 세계 금융시장이 급격히 재편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은산분리와 같은 규제 장벽으로 인해 금융서비스 혁신이 사실
상 봉쇄되어 있어 새롭게 도래하고 있는 모바일 금융혁명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금융 산업
의 낙후를 자초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경제연구원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경제인
문사회연구회, 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금융IT학과와 공동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성공
적 출범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 필요성”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프로그램
개회사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공동회장

환영사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축사 1

김종석 국회의원/ 여의도연구원 원장

축사 2

김용태 국회의원

좌장
발표 1
발표 2
발표 3

오환술 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원장
금산분리 완화, 인터넷전문은행 성공의 필요조건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공동회장
인터넷전문은행 설립과 은산분리 규제완화의 시급성
문종진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인터넷전문은행과 은산분리법제 검토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좌 장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공동회장

토론

강임호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윤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

김양우 수원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

이영환 건국대학교 금융IT학과 교수

김준환 금융감독원 은행인허가팀장

최경규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윤창현 공적자금관리위원장/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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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최저임금 인상 경쟁과 그 폐해
일시 | 5월 18일(수) 10:00~12:00
장소 |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룸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포퓰리즘적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본 세미나를 통해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시킬 경우 일자리 창출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노동력 배치의 비효
율성을 증가시켜 성장률마저 하락시킬 우려가 있음을 실증분석 자료를 통해 강조하였다.

개최배경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정치권은 포퓰리즘적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최저임금 인
상을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영세사업장이 많은 우
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사업장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고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오히려 저소득층의 일자리마저 앗아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최저임
금 인상이 우리 경제의 성장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히 분석해야 할 필요가 크기
때문에 본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프로그램
기조연설
발표

복거일 경제평론가
가파른 최저임금인상은 고용재앙
박기성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좌 장 현진권 자유경제원장
이인재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전 노동연구원장

토론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전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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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직 채권추심인의 노동법상 지위를 둘러싼 쟁점
일시 | 5월 26일(목) 14:00~16:20
장소 |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룸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에 대한 논란이 크다. 세미나에서는 근로자성의 과도한 확
대보다는 다양한 계약유형을 인정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며 채권추심업의 업무특성 및
당사자의 자율적인 의사가 존중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또한, 과도한 근로자성 인정은 산업
과 금융을 연결하는 추심산업의 위축만 초래할 것이란 점을 실증분석을 통해 제시했다.

개최배경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하여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논쟁은 근로
자로서의 채권추심인과 독립된 사업자로서의 채권추심인 간 근로제공 방법이나 법적 지위
의 차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는 데 기인한 것이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서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임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내용과는 다른 방향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빈번해
지고 법적 안정성의 훼손마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논란에 대해 노동법적·경제학적
분석을 기초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
프로그램

발표 1
발표 2
발표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위임직 채권추심인 사례를 중심으로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임직 채권추심인 사건 및 유사직종 사건을 대상으로 한 판례 비교분석
김희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임직 채권추심인 근로자성 인정의 경제적 영향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연구실장·우광호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좌 장 송강직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경민 한국신용정보협회 본부장

토론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박철성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이달휴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동채 법무법인 I&S 변호사

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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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
일시 | 6월 30일(목) 14:30~17:30
장소 |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룸

미국은 물론 중국에서도 새로운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경
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의 혁신노력이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정부가
각종 융합규제를 푸는 것이다. 이제 정부와 국회도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입
법화하여 신성장동력 출현과 한국경제 재도약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개최배경
세계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조차도 최근 몇 년간 수익성과 성장성
이 급격히 낮아지고, 기업경쟁력이 저하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 신산업
의 출현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의 경쟁국인 중국에서 핀테크, 드론, 원격진료 등 인터
넷 플러스 관련 산업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혁신과 경쟁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서 정부는 법과 제도를 글로벌 수준에 맞도록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첫 단추는
전통산업을 옥죄고 있는 갈라파고스적인 규제와 신산업의 출현과 성장에 장애물이 되고 있
는 각종 융합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다. 본 세미나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풀어야 할 규제개혁
과제에 대한 심층 논의를 위해 추진되었다.
프로그램
OECD 국가 패널분석을 통한 규제개혁의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 효과 분석
발표 1

최진욱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박진아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력사용 규제개혁

발표 2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연구실장
우광호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
발표 3
발표 4
토론

김 신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철성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ICT 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
이광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시스템개선방안
이종한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김성준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혁우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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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소득제 설계 및 시사점
일시 | 7월 4일(월) 14:00~16:00
장소 | 한국경제연구원 대회의실

기존 복지제도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 현재 복지제도의 상당 부분을 폐지하고, 대
신 음소득세제에 기반한 안심소득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
지원에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제도가 가지고 있는 의욕저상(disincentive), 고용
감소, 성장률 하락의 부작용도 없다.

개최배경
우리나라는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취약계층지원, 실업급여, 근로장려세제, 최저임금제
등 복잡한 복지제도를 유지하고 있어 중복수급, 사각지대 발생 등 복지정책의 효율성이 떨
어지고 있다. 이런 저효율성하에 보건・복지분야 재정투자는 정부지출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각종 복지제도의 과도한 확대를 막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음소득세
(Negative Income Tax)를 기반으로 하는 안심소득제를 설계하고 그 영향 및 장점을 살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본 특별좌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프로그램
기조연설

복거일 경제평론가
‘음 소득세’가 ‘보편적 기본소득’보다 나은 대안이다.

발표

김우택 한림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안심소득제
박기성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토론

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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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프리존 정책 방향
일시 | 7월 12일(화) 13:30~15:40
장소 |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룸

현재 우리나라의 규제프리존법은 19대 국회 막판에 무산되었다가 20대 국회에서 재발
의되었다. 일본 국가전략특구, 미국의 실리콘밸리 등 도시 간 특성화 정책이 국가경쟁력
향상을 가져온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신산업의 창출을 돕고
또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 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한 시점이다.

개최배경
규제프리존 정책은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성장 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특례 적용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정책은 14
개 시·도별 지역전략산업 관련규제를 우선적으로 철폐함으로써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
하고, 지역의 지속적인 투자기반 구축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규제프리존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세미나는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프리존 정책 추진 방향을 논
의하고, 향후 규제프리존 입법 방향을 논의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프로그램

발표 1
발표 2

일본의 신성장동력 창출과 국가전략특구 제도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
미래 성장동력 창출과 규제프리존 정책의 추진과제
최윤기 산업연구원 박사
사 회 이인실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두현 건국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토론

김선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장
안혁근 한국행정연구원 박사
김태호 큐어셀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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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 스튜어드십 코드의 쟁점과 한계
일시 | 7월 19일(화) 14:00~15:30
장소 |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룸

정부는 연기금,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기관 투자가들의 수탁자책임을 한층 강화․확대하
여 이들의 경영관여를 촉구하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쟁점을 논의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개최배경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과 도입과정에서 기관투자자, 경제단체 등의 의견전달에 대한 수용 여
부 수준과 설명이 충분히 공개되지 못해 불투명하게 이뤄졌고 사회적 합의과정이 미흡했다
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외국에서도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경성규범으로 구속력 있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기업
과 기관투자자 모두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편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한국경제연구원은
‘기관투자자 스튜어드십 코드의 쟁점과 한계’라는 세미나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프로그램
개회사
발표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기관투자자의 책임과 역할에 관한 스튜어드십 코드의 본질과 쟁점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 회 신현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창현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공적자금관리위원장
지인엽 동국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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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쟁점과 정책과제
일시 | 7월 26일(화) 13:30~15:00
장소 |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룸

수도권 규제는 지방이 고르게 발전하기보다는 기업이 외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투자
유치 기회를 놓치는 등 국가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어 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규
제라고 지적되고 있다. 이에 수도권 규제의 쟁점에 대해 논의하고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짚어보았다.

개최배경
20대 국회 개원 이후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수도권 규제는 지방이
고르게 발전하기보다는 기업이 외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투자 유치 기회를 놓치는 등 우
리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고 국가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듯 수도권 규제는 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규제로서 수도권 자체의 경쟁력은 물론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규제 개선안을 발의한 국회의원과 학계 전문가를
모시고 규제의 쟁점에 대해 논의하고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 짚어보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프로그램
개회사
발표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저출산·고령화시대 수도권 규제에 대한 재평가와 개선방향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사 회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토론

정유섭 국회의원
송석준 국회의원
손재영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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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이후 유럽경제질서의 전망
일시 | 7월 27일(수) 10:00~12:00
장소 | 한국경제연구원 대회의실

브렉시트(Brexit) 이후 유럽연합(EU)과 유로존 등 유럽경제질서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는 우리 대 EU무역과 투자는 물론 세계경제와 우리 경제 전망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중
요한 이슈이다. 브렉시트 이후 유럽경제질서를 전망하고 우리의 대응전략을 논의하였다.

개최배경
세계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것이 전망되는 지금 브렉시트 이후 유럽 역내의 무역질서와 통화
체제의 변화와 유럽경제 및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여 우리의 대응전략을 수
립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에 한국경제연구원과 아시아금융학회는 세계무역질서 및 국제통
화제도 전문가이며 미국 하버드대학 경제학과 교수와 재무성 부차관보를 역임한 클레아몬
트(Claremont)대학의 토마스 윌렛(Thomas D. Willett) 교수를 초청하여 “브렉시트 이후
유럽경제질서의 전망”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프로그램
개회사
사회

김정식 아시아금융학회장,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인철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브렉시트 이후 유럽경제질서의 전망

발표

토마스 윌렛 미국 클레아몬트대학 교수, 前 하버드대학 경제학과 교수,
미국 재무성 부차관보
김정식 아시아금융학회장,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토론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건국대학교 교수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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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유보금의 올바른 의미와 새로운 용어 모색
일시 | 7월 27일(수) 14:00~15:40
장소 |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룸

기업의 사내유보금의 규모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으며 기업소득환류세제 강화
와 법인세 인상의 근거로 이용되고 있다. 학계와 재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사내유보금의
의미를 정립하고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새로운 용어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개최배경
사내유보금은 기업소득환류세제 및 법인세 논의에서 가장 큰 근거로 이용되고 있다. 실제와
달리 기업 내부의 쌓아놓은 돈으로 인식되어 있다. 자금조달의 원천 중 하나임에도 회사 내
현금과 혼동되어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회계학회와 함께
사내유보금의 의미와 본질을 탐색하는 한편 새로운 용어를 모색하여 기업의 재무 및 투자활
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고하고자 본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프로그램
기업의 사내유보와 현금보유: 국제비교
발표 1

황인태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전 회계학회장
강선민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발표 2

사내유보금에 대한 오해: 용어변경의 필요성
김윤경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사 회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권성수 한국 회계기준원 상임위원

토론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현한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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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를 위한 배임죄 개선방안
일시 | 8월 2일(화) 14:00~15:40
장소 |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룸

현행 배임죄는 정상적인 경영행위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배
임죄 개선을 위한 형법 및 상법개정이 필요하다. 형법에서는 배임죄 요건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상법에서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도입해 비록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경영판단 행
위에 대해서는 배임죄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

개최배경
최근 어려운 국내외 경제상황 속에서 기업들이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로 신성장 동력을 확
보할 수 있도록 경제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정부의 규제완화 노
력만으로 위축된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기업들의 기(氣)를 살
리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규정의 모호함으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오명을 쓰고 오랜 기간 동안 역동적인 기업가정신을 위축시켜 온 배임죄 개선
이 그중 하나이다. 불확실한 경제상황 속에서 내려진 경영자의 사업결정이 사후적으로 잘못
되더라도 배임죄라는 형법적 잣대가 아닌 위험을 감수한 경영적 판단으로 존중해 주는 제도
적 환경조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따라서 20대 국회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배임죄 개
선을 위한 형법과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프로그램

발표 1
발표 2

경영자에 대한 형법상 배임죄 과잉적용을 둘러싼 개선방안 논쟁
손동권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상법상 경영판단의 원칙 도입과 배임죄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
사 회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토론

연강흠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이상현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교수
최승재 세종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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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대란 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
일시 | 9월 12일(월) 13:00~14:30
장소 | 한국경제연구원 대회의실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물류대란 사태를 한진그룹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과
함께 대한항공 측에 추가적인 부담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 우려되고 있다. 법
적으로나 회사경영 측면에서나 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사에 대해 대주주 기업에 부담을 지
우는 것은 무리한 처사라고 세미나를 통해 지적하였다.

개최배경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물류대란 사태를 한진그룹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 제
기되면서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 이후에 물류대란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
는 가운데 대한항공 측에 추가적인 부담을 요구하는 분위기까지 감지되고 있어 우려되고 있
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물류대란 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세미나를 개최하여 법적
으로나 회사경영 측면에서나 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사에 대한 대주주 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것은 무리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한진그룹의 추가 지원 요구는 배임을 강요하는 셈임을 주장
하였다. 더불어 국가가 경제적 파급효과 등 거시적인 측면에서 미래 전략을 갖고 산업 구조
조정이나 산업재편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물류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
조하였다.
프로그램
좌장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연강흠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토론

이동현 평택대학교 무역물류학과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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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특별법의 입법화와 정책과제
일시 | 9월 28일(수) 14:00~16:00
장소 |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룸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시행해온 규제개혁이 제도적 제한으로 정책추진에 애로
를 겪고 있다. 현실에서 규제개혁에 추진력을 더하고자 현재 발의된 규제개혁특별법의 입
법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기에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개최배경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시행해온 규제개혁이 제도적 제한으로 정책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다. 규제비용총량제는 법제화되지 못해 동력을 상실해 가고 있고 네거티브리스트식
규제개혁 원칙은 개별 규제의 법제화 과정에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피규제자인 국민과
기업은 부적절한 규제의 개선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 규제신문고의 답변에 희
망을 걸고 기다려야 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규제개혁에 추진력을 더하고자 현재 발의된 규
제개혁특별법의 입법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한국경제연구원은 “규제개혁특별법의 입법
화와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프로그램
개회사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축사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

환영사
발표 1
발표 2

김주찬 한국규제학회 회장
규제비용총량제 동향과 정책과제
이수일 KDI 규제연구센터 소장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 성과, 개선과제
이혁우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사 회 최병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성준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토론

이종한 행정연구원 규제연구실장
이창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과
최성호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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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일시 | 10월 6일(목) 14:00~16:20
장소 |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룸

우리나라 전력요금체계는 독점 공급자의 재량적 요인으로 전력시장가격이 적정한 가격
신호로서 작동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요금 개편을 통해 복잡한 누진제를 간소화해
야 한다. 또한 계절 및 시간대별 공급원가의 차이와 전압 및 사용특성이 반영되도록 해야
하며, 전력의 소매판매 경쟁 방식을 도입해 요금인하를 유도해야 한다.

개최배경
최근 기록적인 무더위로 인해 전력사용량이 많아짐에 따라 전력요금 누진제를 비롯한 전력
요금체계에 대한 관심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더욱이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과거와
달리 전력소비 패턴도 변화했기 때문에 전력시장에 대한 적절한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적 목
소리가 높다. 게다가 다른 국가와 달리 단일 공기업이 국가 전체의 전력을 독점적으로 공급
하는 우리의 경우에도 이제는 전력시장의 개방과 판매경쟁을 통해 선진화를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전력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통해 사회후생을 높이기 위한 전
력요금체계의 합리적 개편과 전력판매시장 개방에 대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프로그램

발표 1
발표 2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합리적 전기요금 산정방안
김대욱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전력 소매판매 도입의 필요성
김영산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
사 회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토론

남정임 철강협회 기술환경실 팀장
손양훈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윤원철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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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일시 | 10월 19일(수) 14:00~16:00
장소 |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룸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징세비용과 납세 협력비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
다. 하나의 소득에 대해 이중삼중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고, 지방납부분에 대한 세액공
제․감면이 배제되어 기업부담이 연 9,300억 원이나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세무조사를 단
일화하고 법인지방소득세와 법인세를 통합하여 공동세로 다시 전환해야 한다.

개최배경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각 지자체는 법인소득세 신고 및 조사업무를 담당
하는 공무원을 늘리고 있고, 기업은 지자체마다 납세신고를 위해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을
쏟고 있다. 국세청에서 통합관리하던 때에 비해 징세와 납세 협력비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
다. 전국에 여러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국세청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로부터 하나
의 소득에 대해 이중삼중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더욱이 법인에 대해 세액공제․ 감면을
전면 배제함으로써 기업부담이 연 9,300억 원이나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
화되면서 대내외 환경이 극도로 불안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독립
세화는 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개편이 필요하다.
프로그램
개회사
발표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법인지방소득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좌 장 안경봉 국민대학교 사법학과 교수
김선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토론

김용민 인천재능대학교 세무회계과 교수,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안택순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전동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최병호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206

4
경제와 사회에
울림을 주다

기업과 산업 경쟁력
강화의 길을 찾다

성장의 토대를
다시 구축하다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다

지식 네트워크를
구축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의 쟁점과 과제
일시 | 10월 26일(수) 14:00~15:40
장소 |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룸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과 관련해서는 최근 EU가 10년 논의 끝에 미국식 집단소송제 도입
을 배제하기로 한 만큼 유사한 법체계를 가진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식 제도 대신 현행 우
리나라의 ‘선정당사자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최배경
기업에게 실손해 이상을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일부 피해자의 소송 제기로 잠
재적 피해자 모두가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최근 높아지고 있다. 이미 하도급 거래분야와 증권분야 등에 도입되어 있는 제도를 소비
자와 관련된 모든 분야로 확대 도입하자는 것으로 지난 19대 국회에 이어 이번 20대 국회에
서도 많은 관련 법안들이 제출된 상태이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에 대한
최근 논쟁의 쟁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 세
미나에서는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소비자들에게 효율적인 배상이 이
루어질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 도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프로그램

발표 1
발표 2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의 쟁점과 과제
김두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의 쟁점과 과제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
사 회 김선정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곽관훈 선문대학교 경찰행정법학과 교수

토론

문상일 인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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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보육정책 사례와 시사점
일시 | 10월 27일(목) 10:00~11:40
장소 |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룸

지속적인 저출산·고령화 추이로 인해 생산가능인구 급감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아시아 및 유럽 국가의 보육정책을 살펴보고 저출산 극복 및 여성경제
활동참가율 제고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였다.

개최배경
지속적인 저출산 추이로 인해 다른 국가에 비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라는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출산율 회복과 여성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나, 그간 정
부의 여러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시적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본원은 각
계 전문가들과 함께 아시아 및 유럽 국가에서 시행 중인 보육정책과 이러한 외국 정책들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저출산 극복 및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프로그램

발표 1
발표 2

저출산 시대, 아시아 국가의 보육 정책 현황과 시사점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유럽 국가의 보육 정책 현황과 시사점
권미경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연구실장
사 회 우석진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토론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장호연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장
최 충 한양대학교 ERICA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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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상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일시 | 11월 1일(화) 14:00~16:00
장소 |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룸

법인세를 인상하자는 야당의 요구가 거세지면서 이에 동조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법인세에 대한 오해를 하나씩 살펴보고 법인세의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는 노력이 요구된
다. 본 세미나는 법인세의 실체, 국제적인 동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법인세
인상의 위험성을 알리고 세계적 추세에 맞는 법인세제를 수립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개최배경
글로벌 경기침체로 대내외 경제가 극도로 불안하게 전개되고 있다. 도산하는 기업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고, 청년실업은 치솟고, 소득불평등은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
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이 그 원
인을 지난 정부의 감세정책에서 찾고 법인세를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고 있다. 법
인세를 인하해도 기업은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지 않고 사내유보금만 쌓고 있다는 잘못된 인
식이 확산되고 있다. 부자인 기업의 배만 불리는 법인세율을 이제라도 ‘정상화’하자는 목소
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동조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데는 법인세에 대한 오해의 골
이 깊기 때문이다. 법인세에 대한 오해를 하나씩 짚어보고 법인세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바람직한 법인세제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높다.
프로그램
개회사
발표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법인세 인상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좌 장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토론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성명재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영환 계명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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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기업지배구조 정책의 쟁점과 과제
일시 | 11월 7일(월) 14:00~15:40
장소 |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룸

최근 주주민주주의에 기반을 두며 경영권 통제에만 집중된 경제민주화 관련 기업지배구
조 입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되고 있다. 그러나 주주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과거의 미
국 지배구조 모델은 오히려 ‘주주독재’ 부작용을 초래하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주주민주주의에 기초한 최근의 경제민주화 기업지배구조 정책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개최배경
최근 세계 각국의 기업들은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직면하고
있고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장기적 안목에서의 창조적 경영판단이 요구된다. 따라서 각
국에서는 성장동력 확보와 장기적 경제성장을 위해 자국 기업의 경영권을 제도적으로 보장
해 주고 있다. 특히 단기적 이익에만 관심을 가지는 투기적 해외자본의 주주행동주의로부터
자국 기업의 장기적 성장동력을 지켜내기 위해 경영권 안정화 정책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
나 최근 우리나라에서의 경제민주화 기업지배구조 정책은 주주민주주의를 강조하며 경영권
통제에만 집중되고 있어 자칫 우리나라 기업들의 장기 성장동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경제민주화 기업지배구조정책의 최근 쟁점과 향후 과제를 살펴보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프로그램

발표 1
발표 2

경제민주화가 불러온 헤지펀드 행동주의: 미국의 실패와 교훈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주주민주주의와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정책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
사 회 신현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민세진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신현한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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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과 한국 경제·안보에 대한 시사점
일시 | 11월 10일(목) 15:00~16:30
장소 |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룸

선거인단 선출을 통한 제45대 미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미국 차기대통령 정부의 정책은
향후 한국경제와 외교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주목해야 한다. 정
책좌담회를 통해 미국 차기정부의 정책을 전망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개최배경
미국 차기대통령 정부의 정책은 향후 한국의 경제와 외교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
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미국 새정부의 동북아정책에 따라 북핵, 사드배치 등 여러 안보현
안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외교·안보정책도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 더불어 내년 우리도
대선을 앞두고 있어 미국의 대선결과에 따른 적절한 준비를 차기정부 정책방안으로서 마련
해야 할 중요한 시기이다. 이에 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 대선과 한국 경제·안보에 대한 시
사점”이라는 주제로 정책좌담회를 개최하여 미국 차기정부의 정책을 전망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프로그램
개회사
사회
발표 1
발표 2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박태호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전 통상교섭본부장
미국 차기정부의 통상무역정책과 시사점
허 윤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
미국 차기정부의 외교안보정책과 시사점
신성원 국립외교원 교수
사

회 박태호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전 통상교섭본부장

패널토론 김성환 한양대학교 특훈교수, 전 외교통상부 장관
토론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 전 주제네바 대사
신성원 국립외교원 교수
허 윤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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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년, 앞으로의 30년 한국경제가 가야 할 길:
OECD 가입 20주년 기념
일시 | 11월 21일(월) 13:30~15:00
장소 |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룸

OECD 가입 2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담당관인 랜달존스 선임이코노미스트를 초청하여
한국경제의 변화와 현황을 국제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앞으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노동개혁과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개최배경
1996년 OECD 가입으로 한국은 29번째 회원국이 되었으며 올해 가입 20주년을 맞이하였
다. 이에 따라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경제학회와 함께 가입 이후 한국경제의 변화와 현황을
검토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OECD의 한국담당관, 전직 OECD 대사와 경제
학자를 초청하여 특별좌담회를 개최하였다. 국제비교를 통해 한국경제의 강점과 약점을 평
가하는 동시에 선진화와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프로그램
Korea’s 20 Years After its Accession to the OECD: Its Economic Growth
발표

and Challenges
Randall Jones OECD 선임이코노미스트, 한국·일본 담당관
좌 장 윤창현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공적자금관리위원장

토론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前 주 OECD 대사
양수길 UN SDSN 한국대표, 前 주 OECD 대사
조장옥 한국경제학회 회장·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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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상 무엇이 문제인가
일시 | 11월 29일(화) 12:30~14:00
장소 | 한국경제연구원 접견실

법인세를 인상하여 늘어나는 복지 지출을 감당하자는 논의가 심화되고 국회에서도 법인
세 인상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주요 경제ㆍ경영학회장들을 초청하여 법인세
인상의 문제점에 대해 평가하였다. 특히 어려운 경제상황에 비추어 볼 때 법인세 인상은
악수(惡手)임을 강조하였다.

개최배경
글로벌 경기침체 및 국내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 등 대내외 경제가 극도로 불안하게 전개되
고 있다. 도산기업은 늘어나고 있고, 청년실업도 악화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
제가 아닌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만이 그 해결책을 법인세 인상에서
찾고 있는 듯하다. 이에 따라 한국경제연구원은 매일경제신문과 함께 법인세 인상의 문제점
을 모색하기 위해 주요 경제ㆍ경영학회의 회장들을 초청하여 긴급좌담회를 개최하였다. 법
인세 인상의 부정적인 영향 및 세계적 동향을 살펴보며 법인세 인상의 반대 필요성을 강조
하고자 하였다.
프로그램
사 회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토론

조장옥 한국경제학회 회장,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한인구 한국경영학회 차기 회장, 카이스트 기술경영학부 교수
김원식 한국재정학회 전임 회장,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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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파견근로제도 변천과 시사점
일시 | 12월 7일(수) 10:00~11:40
장소 |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룸

파견근로에 대한 규제를 포지티브 리스트에서 네거티브 리스트로 바꾸고 제조업 파견을
허용하는 등 1990년대 말부터 파견근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하여 일자리 창출
에 성공한 일본의 사례를 노동경제를 전공한 일본 교수로부터 직접 듣고 우리나라에 시사
하는 바를 살펴보았다.

개최배경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다른 부문에 비해 비효율성이 높고 국가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주요
요인이라는 지적이 있는 상황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글로벌스탠다드에 부응하지 못하
는 낡은 구조를 급변하는 산업과 그에 걸맞는 일자리로 재편하는 것이다. 그 일환 중 하나가
파견근로사용 규제완화이다. 파견법제정의 목적은 파견근로자 보호와 인력수급의 원활이
지만 한국파견제도는 파견근로자보호에만 집중되어 인력수급원활이라는 목적을 상실한 지
오래이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다양한 근로형태 인정이 필요한 이때, 불안정한 정치 상황
과 파견근로규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한국노동시장 구조개선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에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일본에서 한국과 일본경제 특히, 노동시장 문제를 오랜 기간 연구해
온 다카야스 유이치 교수를 초청하여 일본 파견근로제도의 변천을 살펴보고 한국파견제도
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
프로그램

발표

일본의 파견법 개정의 역사와 효과
다카야스 유이치 일본 대동문화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경제학학과장
좌 장 남성일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융합학부 교수

토론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연구실장
박우람 한국개발연구원 인적자원정책연구부 부연구위원
정장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과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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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2008년 금융위기의 경험과
2017년 위기 예방을 위한 정책방향
일시 | 12월 15일(목) 14:00~16:00
장소 |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룸

대내외 경제환경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선거철마다 다가오는 정치위기와 국정공백이 심
각하다. 이러다간 1997년, 2008년처럼 경제위기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
다. 위기예방을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심포지움을 개최하여 한국경제를 진
단하고 해법은 무엇인지 방향을 모색하였다.

개최배경
한국경제에 퍼펙트스톰이 몰아치고 있다. 첫째, 수출 소비 투자가 트리플 추락하고 제조업
가동률이 70%까지 하락하는 등 경제활력이 전방위적으로 급락하고 있다. 둘째, 한미 FTA
전면 재검토와 환율 절상 압력 등 신보호무역주의와 환율전쟁의 트럼프 쇼크가 강타하고 있
다. 셋째, 중국경제는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45% 관세부과, 환율조작국 지
정으로 수출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 기업부실과 금융부실이 증가하는 경착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 경제환경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선거철마다 다가오는 정치위
기와 국정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다간 1997년, 2008년처럼 경제위기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위기예방을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
하기 위하여 “1997년, 2008년 금융위기의 경험과 2017년 위기 예방을 위한 정책방향”이
라는 주제로 정책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프로그램
개회사
좌장
발표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강태수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
1997년, 2008년 금융위기의 경험과 2017년 위기 예방을 위한 정책방향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건국대학교 특임교수
김세형 매일경제신문 고문

토론

윤창현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공적자금관리위원장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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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연구회
시장경제연구회는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현 한국경제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성장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경제 및 관련 분야 전문가들
의 식견을 모아 정책 결정에 일조하는 것이 목표이며, 올해는 여섯 번의 연구회가 개최되
었다.

발족 배경 및 운영
현재 한국 경제는 저출산, 고령화 등의 구조적 문제에 더하여 성장잠재력마저 저하되고 있
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새로운 정책방향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회는 우
리 경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자 경제 분야 교수 및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시장경제에 기반을 둔 경제성장 방안에 대해 주
기적으로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인적구성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유지수 국민대학교 총장

김승욱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유호열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김영용 전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윤창현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공적자금관리위원장

김인영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영훈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정호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이인실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종석 제20대 국회의원

이종욱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태준 동덕여자대학교 국제경영학과 교수

정구현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초빙교수

남성일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정재호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석좌교수

노성태 (전)대한생명경제연구원 원장

조동성 인천대학교 총장

박우규 안민정책포럼 이사장

좌승희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최병일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신현윤 연세대학교 교학부총장

최완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재욱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황인태 중앙대학교 경영대학 회계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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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운영 실적
일시

2월 26일(금) 11:30

주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이민정책

발표

장준오 IOM이민정책연구원장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로 이민에 대한 새로운 방향 정립과 정책이 바뀌고 있다.
Guest worker인 인권보호, 동화주의에서 Multi culture로 독자성을 보유하는 차이

제1회

나타운과 같은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 한발 더 나아가 Inter culture로 주류사회의
내용

메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 사회의 일원이 되지 않으면 이
민정책은 실패이고, 이를 위해 국민들의 인식변화 캠페인은 절실히 필요하다. 더불
어 외국인의 범죄, 테러, 인신매매, 밀입국 등은 일부이기 때문에 이를 방어하고 두려
워하기보다는,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민정책을 시
행해야 하겠다.

일시

5월 3일(화) 11:30

주제

한국의 미(美)

발표

배국환 전 기획재정부 차관
한국의 전통미는 우리나라 기업의 제품에 접목되고, 경제와 연계되어야 더욱 가치

제2회

를 발휘한다. 구체적으로는 IT 등 정보통신산업분야, 건축디자인과 공간배치, 관광·
내용

예술 등의 고부가가치 분야, 한류의 세계화(k-pop, 음식, 국악, 한복 등), 한국형 국
토개발 등이 국가 브랜드가 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 프리 국가가
우선되어야 하며,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각 나라별 문화에 대한 상대주
의, 경제주의적 시각과 사고방식을 키워야 하겠다.

일시

6월 14일(수) 11:30

주제

이번 총선의 시사점과 향후 대응방향

발표

권혁세 전 금감원장
우리나라 정치계의 리더십이 젊지 않은데, 그 정치 지도자들은 지금의 위기와 경제
를 도와주기에는 힘든 여건이다. 레이건, 대처의 시대처럼 바닥을 쳐서 직접 경험하

제3회

지 않으면 쉽게 회복되기가 어렵다고 여겨진다. 더불어 경제는 좌파, 안보는 우파라
내용

는 이념의 이종교배되어 있는 정치인들이 정치권을 망치고 있다고 본다. 분명한 철
학과 이념에서 외연을 확장하기보다는 중간만 찾으려는 정치인들의 행보가 매우 우
려되고 있는 현실이다. 보수정권이라 해도 친기업·친시장 정책이었나 반문해 보면
서, 포퓰리즘적 정책이 만연하고, 이러한 정책을 내세우지 않으면 당선되지 못하는
현실이니, 국민의 뜻과 여론에만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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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8월 26일(금) 11:30

주제

제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

발표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전문가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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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금 저성장 국면으로 인한 소득 창출이 어렵다는 것이 문제인데, 제4차 산업
혁명, 디지털 혁명의 흐름에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고 이게 선순환되도록 하는 것이

제4회

중요하다. 이러한 변화에 정부의 Distal SOC 참여는 실질적인 생계비 지출 부담을
내용

줄여 결과론적으로는 실질소득이 올라가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부의 관심과 고민이 필요하다. 그러나 앞으로 지능형 SW산업에 5조 투자, 민관 합
동 연구소 설립 등은 정책 타당성 조사도 없이 이해당사자들이 모여서 정책을 입안
하는 급조된 국가정책으로 과연 앞으로의 미래 산업에 도움이 될 것인지 면밀한 검
토가 필요해 보인다.

일시

10월 21일(금) 11:30

주제

Employment and Digital Economy

발표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디지털 기술의 융복합, 산업의 재편 등의 변화로 일자리가 파괴되고, 일하는 방식
이 바뀌고, 고용구조 및 고용계약이 바뀔 것이며, 그 결과 소득의 분포도 바뀔 것이
다. 더불어 비즈니스는 글로벌화가 되니 글로벌 탈렌트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고, 과

제5회

연 우리나라는 이런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냐가 중요한 아젠다가
내용

되었다. 이에 규제가 이노베이션보다 앞서는지 창업가들이 보상을 받는 시스템인지,
정부가 시장의 천재성에 의존하는지, 규제에 의존하는지, 강요된 이노베이션인지 시
장이 끌고 가는 이노베이션인지, 일이 모듈화되어 있어서 자유롭게 허용되는 사회인
지, 번영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갖고 가는 것인지 등 우리 사회 전반의 규제개혁에 대
한 성공을 점치기 위한 점검을 해 보면 암담하다고 여겨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방안에 대한 이성적 논의와 합의가 절실하다고 본다.

일시

12월 7일(수) 11:30

주제

진짜 인문학 산책: 정의로운 시장경제

발표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
우리나라에서는 임마누엘 칸트의 인식론만을 강조하고 그의 사회철학을 가르치지
않았는데, 칸트는 “상호 이해에 따라 스스로 연합하도록 하는데 그것이 상업정신이

제6회

다. 돈의 힘은 국가권력 아래에 있는 모든 권력 중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것이다. 이
내용

것으로 국가들은 굳이 도덕적 강제가 아니더라도 고귀한 평화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도록 되는 것이다”라는 명문장을 통해 시장이야말로 신뢰를 만들어 내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기적 인간의 진화적 전략으로 이타적인 행동을 이끌어 내는 것이 칸트
의 이론으로 선진국에서는 그런 덕성이 길러지는 반면 한국에서는 인문학이 좌경화
되어 있고, 이런 철학을 설파하시는 분들이 귀해 안타까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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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강화포럼
경쟁력강화포럼은 기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규제개혁 방안,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및 교육, 환경, 과학기술 등에서의 국가인프라 개선방안, 국민편익 증진 및 국가선
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등의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2014년 10월에 제
1회 포럼이 개최되었다.

발족 배경 및 운영
본 포럼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국경위) 폐지로 한국경제연구원이 세계경쟁력위원회연합
(GFCC: Global Federation of Competitiveness Councils) 이사회원 자격을 승계함에
따라 국경위가 수행하던 경쟁력강화 관련 사업을 민간 차원의 경쟁력강화 정책방안을 논의
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하는 주체로 활용하고자 한다.
교수 및 연구원 등 학계 전문가, 기업 및 언론계 인사들이 분기별로 모여 다양한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정례 회의체로서 발족되었다.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주제
발표 후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인적구성
강상진 ㈜코씰 대표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강성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윤창현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공적자금관리위원장

김기흥 경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봉순 리컨벤션 대표

김성곤 한국문학번역원 원장

이인실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세형 매일경제신문 주필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영근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본부장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영욱 금융연구원 상근자문위원

정 준 한국솔리드 대표

김종석 제20대 국회의원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김태윤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박영숙 프레시먼힐러드코리아 대표

조준모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박우규 리인터네셔널 특허법률사무소 고문

최창규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박혜린 바이오스마트 대표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

신현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황호택 동아일보 논설주간

222

5
경제와 사회에
울림을 주다

기업과 산업 경쟁력
강화의 길을 찾다

성장의 토대를
다시 구축하다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다

지식 네트워크를
구축하다

2016년 운영 실적
일시

3월 23일(수) 17:00

주제

우리나라 분쟁해결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발표

김두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법원 외 분쟁해결제도)을 확산해야 하는

제1회

지 법원을 강화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다. ADR이 법원보다 효과적으로 분쟁을 해결
내용

하고 있다는 근거는 찾기 어려우며, 확대하더라도 제도의 복잡성 증가에 따른 비용
을 고려해야 한다. 중단기적으로는 분쟁해결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법원에 더욱
할당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ADR은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일시

6월 29일(수) 17:00

주제

제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

발표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대기업 집단의 성과가 부

제2회

진하다. 자본주의 분배의 실패, 글로벌화, 광범위하고 혁신적인 기술의 영향, 급격한
내용

인구구성의 변화 및 도시화 등으로 인해 성장엔진이 저하되었다. 특히 한국의 상품
시장 규제가 엄격하고 기업가정신에 대한 장벽이 높아 새로운 산업에 진출하기 어렵
다. 창조적 파괴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일시

9월 29일(목) 17:00

주제

한국자본주의의 경쟁력

발표

이 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한국자본주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자본중심의 월가식 주주자본주의

제3회

를 피하고 산업자본 주도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가야 한다. 장기투자를 유도하
내용

기 위해서는 첫째로 장기보유 유인주식을 허용해야 하며, 둘째로 차등의결권을 허
용해야 한다. 셋째로 외국인에 의한 기업 M&A 규제 강화 및 투자목적 변경을 규제
해야 한다.

일시

12월 8일(목) 17:00

주제

국방경쟁력 현황 및 발전방향

발표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우리나라 대북경쟁력은 양적 열위로 볼 수 있으나, 무기체계 및 함정 등을 고려한 질
적인 측면이 우수하다. 전략환경 측면에서 출생률 저하, 국방예산 감소, 미국 트럼프

제4회

정부의 방위비 압박 증가가 위험요소이나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국방경쟁력을 높일
내용

수 있다. 최근 북한의 핵개발 및 미사일 시험발사가 지속되고 테러와 사이버 공간에
서의 위협, 기후변화와 재난재해 등이 증가하여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국군조
직의 능률성, 경제성, 미래지향성을 강화해 나가는 국방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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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혁신연구회
기업과 혁신연구회는 경제의 기본단위인 기업조직과 관련된 학술 토론 및 연구 프로젝트
를 수행하기 위해 젊은 소장학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되었으며 정기적인 연구발표회를 통
해 기업 구조와 전략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발족 배경 및 운영
기업집단 시스템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및 경영전략 연구, 상장제도 회계제도 등 기업 관
련 제도 분석, 대·중소 하도급과 기업 성과, 기업의 내생적 성장 요인과 환경요인 연구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발족되었다. 1996년 연구회 모임 결성과 함께 첫 공동 프로젝트
로 동경대 아오키 교수의 『비교경제제도론』을 『기업시스템의 비교경제학』이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판한 것을 시작으로 『외환위기 이후 기업환경 변화와 기업 성과』, 베인&컴퍼니의
『Profit from the core』를 『핵심에 집중하라』는 제목으로 공동 번역서를 출판하는 등 연
구발표회 이외에도 적극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인적구성

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강명헌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 근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곽만순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미래성장동력실장

곽주영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이우관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건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장지상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김기원 방송통신대 경제학과 교수

장하성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미애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정균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용렬 홍익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조성욱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윤지 한국수출입은행 연구위원

진태홍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진방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경규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박영렬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최인철 삼성경제연구소 상무

오 철 상명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최정표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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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운영 실적
일시

1월 28일(금) 18:30

주제

Technological Catch-up in China: A Comparison with Korea

발표

이 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중국의 catch-up 추세를 눈여겨볼 필요성은 이러한 산업의 발전 추세에 정부의 역
할이나 정책이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처럼 지나
치게 FDI에 의존하거나 외국의 기술이전으로 발전을 추구하게 되면 국가 내부의 기
술역량이나 인적자원의 축적에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 있으며 혁신적이고 시장선

제1회

도적인 기업이 자생하기 어렵다고 평가된다. catch-up 기업은 항상 catch-up만
내용

하게 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급진적이지 않더라도 latecomer가 leader firm을
넘어설 수 있는 자체적 역량을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와 더불어 국내 기업에
주는 시사점은 실질적으로 중국은 글로벌 마켓에서의 catch-up을 바탕으로 한 것
이기 때문에 한국기업과 중국기업의 경쟁심화로 볼 것이 아니라 대미무역, 대유럽무
역에 크게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라는 큰 시장이 근거리에 있는 지리적
이점을 적극 이용해야 할 것이다.

일시

3월 11일(금) 18:30

주제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최근 현황과 이슈,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고용관계 발전

발표

정영록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박사
한국과 중국 각각의 경제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한중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
지 가늠하고자 한다. GPN이론(Global Production Network: GPN)을 사용하며

제2회

분석한 결과 한국의 재벌들은 GPN의 중심인 함장기업(flagship)으로서 가치사슬
내용

을 지배하고 관리할 역량을 발휘하고 있으며 주로 생산 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함장기업과 동반 진출한 중견/중소기업들의 가치 창출
활동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부품의 현지 조달과 연구개발 활동
은 아직까지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 당국의 요
구도 반영하여 점차 가치 창출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일시

4월 19일(화) 18:30
1. Standards and Technological Trajectories of M2M/IoT(김동휴)

주제

2. Incumbent utilities’ response to economic incentive and regulatory
policies in the renewable energy market(최현도)

발표

1. 김동휴 연세대 국제대학원 박사 2. 최현도 조선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1. 현재 IoT라고 하는 산업은 기존의 센서기술, 네트워크기술, 데이터 분석기술이 융
합된 또 다른 기술산업으로서 기존 산업발전 단계에서 M2M 기술이 가장 핵심이다.
기술의 표준화는 주변 기술의 발전을 오히려 촉진하는 면이 클 뿐만 아니라 다른 클

제3회

러스터화된 기술들과의 융합을 일으키는 주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표준화
작업의 중요성을 평가할 수 있다.
내용

2. 에너지시장에서 정책에 따라 경쟁구조가 달라지는 것을 국가별 에너지시장 비교
에서 알 수 있는데, 기존의 다른 마켓에서 유사 산업에 영위 중인 기업은 새로운 경쟁
자의 진입에 대하여 극단적인 경쟁, 진입차단, 정부와 시장의 선점효과 확대 전략 중
에서 가장 성공가능성이 높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택하여 대응하게 된
다. 에너지시장의 경우 기존의 기업은 일정부분 정부에서 매입하여 주는 고정판로가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자의 진입에 의해 시장의 수요나 가격이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산업과의 차별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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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주제
발표

6월 8일(수) 18:30
1. 자본주의 4.0과 신산업정책의 탄생
2. Industry 4.0과 한국 산업
1. 김호원 전 특허청장, 부산대학교 석좌교수
2. 임채성 건국대학교
1. 한국 산업 정책의 현주소는 과거의 많은 성공사례와 현재의 문제점을 융합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인 합의도출이 어려운 상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지식기반사회의
핵심 경쟁력인 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가형 정부」가 요구되는데 이를

제4회

위해서 단기적인 통화·재정정책보다 구조개혁에 치중하는 산업정책이 필요하다.
2. 4차 산업혁명은 기업들이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작업 경쟁력을
내용

제고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가리키는 말이다. ‘인더스트리(Industry) 4.0’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며 한국에서 추진하는 ‘제조업혁신 3.0 전략’과 같은 개념이다. 인공지
능, 로봇기술,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한다. 개별화 생산 방식은
하이브리드 제조 방식으로 나타나며 IoT 등 신기술과 결합되어 다양하게 나타난다.
더불어 개별 고객화 생산은 다양한 디자인 변화의 저비용 실현이라는 점에서 빠른
디자인 변화 구현 제품의 시장 출시(즉 제품혁신) 혁신을 가능케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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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연구회
기업 활동과 직결되는 공정거래법과 회사법 연구를 통해 현행법의 체계적 문제점을 지적
하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면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도록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
한다.

발족 배경 및 운영
기업활동과 직결되는 공정거래법과 회사법 연구를 통해 현행법의 체계적 문제점을 개선하
고자 2016년 ‘기업법연구회’를 발족하였다. ‘기업법연구회’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개
별 규제와 제도에 대응하며 개선안을 제시하는 기존 연구방법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의 방
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과 회사법의 체계가 법률의 목표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면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도록 한다. 또한 경제학, 경영학 연구
와 연계하여 분석의 틀을 확장하여 정책제언의 근거를 강화하고자 한다.
인적구성
강영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천경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곽관훈 선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난설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윤경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준선 성균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영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태희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신현탁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6년 운영 실적

제1회

일시

2016년 2월 12일(금) 16:00

주제

기업법 연구의 새로운 방향성 모색

발표

기업법연구회 토론
한국경제의 도약을 위해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회

내용

사법과 공정거래법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여 연구회를 발족하였다. 관련 법률의 국
내외 정책동향을 토론하고 앞으로의 연구 주제 및 연구 활용방안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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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6년 3월 10일(목) 16:00

주제

회사법상 특수관계인 등 불명확 개념에 관한 연구

발표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2회

현행 상법의 특수관계인, 주요 주주, 주요 경영사항, 사실상의 영향력과 같은 모호
내용

한 개념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제비교를 통해 국내 상법상 이사의 자
기거래금지 규정의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법률 간 정합성, 혈족관계 기준 축소 또
는 폐지 등 특수관계 규제에 대한 총체적 제도개선을 제언하였다.

일시
주제
제3회

발표

2016년 4월 29일(금) 16:00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연성규범(Soft Law)의 역할과 한
계에 관해 논의
곽관훈 선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한국의 모범규준은 다른 나라와 달리 법률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지 않아, 법률과 충

내용

돌되거나 법률에 없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
하였다. 원칙중심규제적 방법을 통해 기업이 자신에 적합한 지배구조를 스스로 만
들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제4회

일시

2016년 6월 3일(금) 16:00

주제

회사합병으로 인한 취득 주식이 신규취득인지 여부에 대한 해석

발표

최난설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대기업집단 내 합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순환출자 해소 판단 결정을 통

내용

해 순환출자 정책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현행 신규 순환출자 판단 기준을 검토하는
한편, 순환출자 정책의 운용사례와 M&A 활성화 방안의 충돌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제5회

일시

2016년 6월 24일(금) 16:00

주제

일본에서의 은행 및 보험회사 의결권 보유규제 개정에 대한 소고

발표

강영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일본은 은행, 보험회사의 의결권 규제의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게 되었다. 이는 성장

내용

전략에 필요한 자금의 확충을 위하여 예외 대상을 확장한 데 기인한다. 일본의 은행
법과 금산분리 규정의 내용과 특징을 국내와 비교하여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일시
주제
제6회

발표

2016년 7월 22일(금) 16:00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수단으로서 구조적 시정조치 도입론에 대한 검토
- 영화시장을 중심으로
신영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 영화시장의 구조적 문제 논의는 소비자와의 접촉이 빈번한 시장 특성으로 인

내용

해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구조적 시정조치 도입이 발의되었다. 미국, EU,
일본과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국제 입법례가 존재하나 실제로 시행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임을 들어 도입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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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6년 8월 23일(화) 16:00

주제

경쟁정책의 관점에서 본 중소기업정책의 현황과 방향

발표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7회

지식 네트워크를
구축하다

공정거래와 중소기업 정책 각각의 법적 근거를 통해 우리나라 현 법체계를 검토하
내용

였다. 경쟁보호와 직간접으로 관련성이 없는 거래질서와 관련된 불공정성은 공정
거래법이 아닌 일반 민사법에서 다루어야 하는 것에 주목하여 현행 중소기업 특별
법의 법적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일시

2016년 9월 20일(화) 16:30

주제

노동이사제(勞動理事制) 논의

발표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8회

근로자 우리사주조합의 사외이사 추천ㆍ선출권을 주장한 상법개정 발의안의 문제
내용

점을 유럽과 한국 노동시스템의 비교를 통해 제기하였다. 또한 노사관계의 발전도
에 있어서 선진국의 협조적 단계에 비해 노사대등단계에 위치한 한국적 특성이 고
려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일시

2016년 10월 25일(화) 16:30

주제

자본시장법상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해석론상 문제점

발표

신현탁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9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즉 크라우드펀딩플랫폼의 법적 지위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
내용

었으나, 개념 및 역할에 대한 법적 규율이 명확하지 않고 모순점이 존재한다. 단순
체약대행업무만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플랫폼 간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진입제한
완화를 비롯한 근본적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제언했다.

일시

2016년 11월 22일(화) 16:30

주제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 자진신고 책임과 신고자 포상제

발표

황태희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제10회

담합행위의 내부고발자로서 증거를 제출하는 개인에 대한 형사책임과 면책 또는
내용

포상의 법적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현재 자진신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리니
언시 제도와 함께 임직원에 대한 형사면책제도 정립을 통해 카르텔의 억제와 법 집
행의 실효성 제고를 제시하였다.

일시

2016년 12월 20일(화) 17:30

주제

완전모자회사 간의 지원성 거래와 이사의 책임

발표

천경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11회

국내 판례와 주요국의 입법례 검토를 통해 완전모자회사 간의 지원성 거래를 연구
내용

하였다. 하향식 지원은 지원주체인 완전모회사의 자산 운용방식 또는 보유형태의
선택이고 이해관계의 충돌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후적 시각에서 형사적으로 처벌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함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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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연구회
정치, 경제, 경영, 법학, 사회, 회계 등 다양한 학제적 접근을 통해 기업 및 기업집단 관련
이슈를 검토하여 통합적 차원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연구한다.

발족 배경 및 운영
‘기업집단연구회’는 경제적 효율성 및 경영학적 성과들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기업·
기업집단에 대한 오인 요소를 해소하는 한편 기업·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효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법적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기업·기업집단 정책방향에 대한
바람직한 국민인식 형성을 위해 정치학·사회학적 연구도 함께 수행한다.
인적구성

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권남훈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송민규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실장

김두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송옥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윤경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신현한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김태진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김현욱 SK경영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임경묵 CJ미래경영연구소 부원장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산업연구실장

전현배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민세진 동국대학교 경제학과부 교수

정지웅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조교수

박세열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조교수

조성익 KDI 경쟁연구부 부연구위원

박정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 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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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운영 실적
일시

2월 26일(금) 17:00

주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두부산업을 중심으로

발표

이진국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제1회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 도입의 목적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었
내용

는지 수익성 향상에 기여하였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제도
미도입 시에 소비자와 생산자 후생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근본적인 중소기
업 경쟁력 향상 정책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일시

3월 31일(목) 17:00

주제

한국형 Stewardship Code 도입과 관련 쟁점

발표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
세계 금융위기 이후 기관투자자의 경영감시 기능을 강조한 해외 도입사례가 증가하

제2회

고 국내에서는 지배구조 리스크와 주주권 행사에 소극적인 기관투자자에 대한 문제
내용

인식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기관투자자의 개인 고객에게 투
자정보 공개는 미흡한 상태에서 권리만을 우선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고, 본래의 의
미대로 수탁자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였다.

일시
주제
제3회

발표

4월 23일(목) 17:00
Business Groups and Tunneling: Evidence from Corporate Charitable
Contributions by Korean Companies
배진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기업 기부의 결정요인을 상장여부, 기업집단의 소속여부의 영향에 따라 분석하였다.

내용

계열사가 5개 이상인 기업을 기업집단으로 구분하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구
분하여 분석하였으나 결과에는 차이가 없었다. 기업집단은 재무적 재원 외에도 무형
자산을 개별기업이 아닌 기업집단 전체를 고려하여 배분된다는 것을 논의하였다.

일시

6월 23일(목) 17:00

주제

대규모기업집단 소유지배지표의 동향 및 분석

발표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산업연구실장
2001년에서 2007년까지 10대그룹의 소유지배괴리지표의 동향을 보면 4대그룹은

제4회

큰 변화 없이 약간 감소한 반면, 5위에서 10위 기업들의 괴리지표가 크게 성장하였
내용

다. 2008년에서 2010년까지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침체를
경험하면서 소유지배괴리지표가 감소한 측면이 나타났고 2010년 이후 경제회복과
더불어 사업확장 기회를 전략적으로 획득한 기업집단의 경우 소유지배괴리지표가
상승하였음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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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7월 21일(목) 17:00

주제

대규모기업집단 재출자의 쟁점 논의

발표

조성익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재출자의 경우 지배주주의 의결권 확보, 기업 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확보를 위한 경

제5회

영상 판단,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 등의 목적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목적과
내용

관계 없이 가공자본을 형상하여 자본충실성의 원칙을 저해하고, 소유지배를 괴리시
켜 1주1표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 더불어 재출자가 지배구조 및 소액주주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목적을 이해하고 그 부작용과 비교형량을 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일시

8월 31일(수) 17:00

주제

계열기업 간 출자에 있어 새로운 규율 방안에 관한 연구

발표

조성익 KDI 경쟁정책연구부 부연구위원

제6회

재출자에 대한 새로운 규율로 사전적이 아닌 사후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 규율이 필
내용

요하고, 규율의 실효성을 위한 출자 가이드라인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가
이드라인의 이행을 통해 부적절한 출자의 교정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분석하
였다.

일시

9월 21일(수) 17:00

주제

소매시장 고용에 대한 대형마트 진입의 영향분석

발표

전현배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997년부터 2010년까지 전국 소매시장을 대상으로 대형마트의 진입 효과를 분석

제7회

한 결과 대형마트 1개당 약 200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경제적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내용

나타났다. 한국의 대형마트는 기존 체인형 마트들과 경쟁했던 미국의 월마트와 달
리 중심역할을 수행하여 특정분야(제과제빵, 입점의류 점포, 전자제품판매점 등)에
서의 고용을 증진시켰는데, 대형마트 개점의 스필오버 효과가 전국의 소매점 고용을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일시

10월 26일(수) 17:00

주제

대-중소기업 협력관계와 중소기업정책의 개선방향

발표

장우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제8회

중소기업지원정책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특히 중소기업지원정책과 관련
내용

한 개별 정책당국들과 하도급 관계를 감시하며 규율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유기적
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정책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운용방안을 마련할 것을 구체적으
로 제언하였다.

일시

11월 24일(수) 17:00

주제

The Role of Public Equity in Business Groups’Internal Capital Markets

발표

서정원 성균관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교수
한국 대기업집단의 결합재무제표를 이용하여 그룹 내 출자행위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제9회

비상장계열사보다 상장계열사가 계열사에 대한 출자를 통한 지분 소유가 많은 것으
내용

로 나타났다. 상장계열사가 다른 계열사에 대규모로 출자할 경우 주식가치가 하락하
는 성향을 나타냈는데 이는 기업집단 경영진이 성과가 우수한 상장계열사가 성과가
열악한 계열사를 지원해 주는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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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규제연구회
각 분야 규제 연구 전문가를 중심으로 산업규제연구회를 구성하여 안전·기술, 의료·관
광, 인터넷, 문화, 환경 등 부문별 규제개선 방안과 법제도적 정립 방향을 심층적으로 분
석한다. 2016년에 총 6회의 연구회가 개최되었다.

발족 배경 및 운영
한국경제가 저성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안전·기술, 의료·관광, 인터넷, 환경 등 새로운
먹거리 산업분야에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 개혁과 제도 정립이 필요하다. 따라
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지만 각종 규제와 제도적 미비함으로 인해 기업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분야를 대상으로 규제 개혁과 제도적 정립 과제를 발굴하여 이에 대한 정책
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회에서는 각 분야 규제 연구 전문가를 중심으로
안전·기술, 의료·관광, 인터넷, 환경 등 부문별 규제 개선 방안과 법·제도적 정립 방향을 심
층적으로 분석한다.
인적구성
김녹영 규제개선추진단 전문위원

이수일 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소장

김영신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영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산업연구실장

이종한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비용분석실장

박문수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실장

이창우 카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양금승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혁우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오경수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재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최진욱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광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술규제연구센터장

허원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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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운영 실적
일시

3월 4일(금) 16:30

주제

방송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

발표

이영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우리나라 방송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구조적 측면과 행위적 측면에

제1회

서 규제정책이 개선되어야 한다. 지상파 방송은 외주제작 의무편성 제도 개선, 기술
내용

규제 완화, 유료방송 진입 확대를 허용해야 하며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의 경제 활
성화를 위해 M&A 활성화와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규제 완화, 요금 규제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

제2회

일시

4월 22일(금) 16:30

주제

기술규제 개선과제

발표

이광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사
기술 규제의 개선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육성 및 교류를 확대하고 시스템 구축과 제

내용

도적 지원기반이 필요하다. 또한 기술수요자 측면에서의 지속적 문제제기와 더불어
전문성을 갖춘 제3자의 객관적 판단이 필요하다.

일시

7월 29일(금) 16:30

주제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발표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제3회

한국은 OECD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2000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으
내용

며, 중년층 이후의 자살률이 타국가 대비 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보험의 자살면책
기간으로 인해 자살률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경제적 유인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제4회

일시

8월 26일(금) 16:30

주제

규제개혁의 창

발표

이혁우 배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잠재성장률 감소와 외국직접투자 불균형, 인구 고령화, 재정부담 가중 등 여러 문제

내용

에 직면한 상황이다. 이에 규제개혁 추진체계, 주요 규제의 정비 등 규제개혁을 통해
사회 시스템을 좀 더 합리적으로 만들어 돌파구를 찾을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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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0월 21일(금) 16:30

주제

현장에서 바라본 규제개혁

발표

김녹영 규제개선추진단 전문위원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다

지식 네트워크를
구축하다

항공기 부품 제조업체 사례, 디스플레이 제조업체 사례, 조선업체 사례 등은 현존하

제5회

는 규제가 기업 현장의 사정을 고려하지 못한 규제임을 나타내고 있다. 규제자와 피
내용

규제자의 온도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아무리 많은 규제가 철폐되더라도 철
폐되지 않은 하나의 규제로 인해 실제로 규제완화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일시

11월 30일(수) 16:30

주제

가구 의료부담 추이 연구: 2008~2014

발표

이창우 카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제6회

의료서비스는 보건의료체계에서 국민건강보험의 틀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

형태의 의료전달방법이나 새로운 의료서비스 수요 창출에 어려움이 있다. 의료서비
스 가격, 의료기기와 의료재료 수요를 결정하는 국민건강보험에 의한 의료서비스의
파생산업 성장의 한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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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신전략연구회
본 연구회는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진단하고 미래비전을 제시하고자 국제통상
및 산업전반에 대해 연구기관, 대학, 업종단체 등 각계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발제 및 토
론을 통해 현안을 파악하고 심층 분석함으로써 연구역량을 결집하고자 한다.

발족 배경 및 운영
본 연구회는 급변하는 대외 경제환경에 산업 및 기업의 입장에서 신속ㆍ정확하고 체계적으
로 대응하기 위한 산업혁신 전략을 고찰하고자 발족되었다. 세계 산업 통상환경에 관한 동
향과 분석 및 전망을 통해 산업 고도화와 융복합을 통한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방안을 도출
하고자 한다. 매월 1회 회동을 원칙으로 주제발표 후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인적구성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김영신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노영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성한경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송용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원
송치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신현곤 포스코경영연구원 철강연구센터 상무
양금승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재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전자산업정책실장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실장
차경수 부산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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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운영 실적

제1회

일시

2월 4일(목) 16:30

주제

ICT 융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

발표

정재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전자산업정책실 실장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ICT 진흥 및 융합 활

내용

성화를 저해하는 법·제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제조업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
는 방안을 분석한다.

제2회

일시

3월 17일(목) 16:30

주제

글로벌 저성장시대 한국산업의 위기와 해법-민간기업의 관점에서

발표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4차 산업혁명과 소득양극화와 각국의 부채경감 해소를 위해 구조개혁이 필요함을

내용

설명하고, 정부의 R&D 투자가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노베이션이 가능하
도록 테스트 베드, 규제완화, 성과 그리고 환류로까지 이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일시

4월 28일(목) 16:30

주제

최근 산업 경기 점검 및 수출 경기 전망

발표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실장
최근 미약한 경제성장 속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지수상 회복 신호를 찾기 어려운

제3회

상황을 설명한다. 전년동기대비 기준 경제성장률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전기
내용

비 성장률은 미약한 수준임을 강조한다. 산업별 경기 동향에 대해서는 제조업의 침
체가 비제조업으로 전이되어 생산증가세를 약화시키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분
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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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간 조세제도 연구회
세대간 조세제도 연구회는 세대간 부의 이전과 축적에 직결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상속·
증세세제의 현 체계와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세제개편안을 모색해, 잘못된 국민
정서를 순화하고 향후 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토대를 마
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발족 배경 및 운영
세대간 조세제도 연구회는 상속·증여세제의 과세 메커니즘을 연구함으로써 정책 및 입법 방
향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선제적 대응을 가능케 하여 바람직한 정책 방향 도출을 모
색코자 한다. 또한 다차원적인 상속·증여세제에 대한 조세정책 평가와 분석을 통해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적구성
김상겸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박명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박종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
이상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이전오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교수

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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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운영 실적
일시

4월 12일(화) 16:00

주제

상속·증여세제 개정시리즈 분석
1. 상속세제 관련 개정이 필요한 법조항 후보 제안

발표

이상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2. 증여세제 관련 개정이 필요한 법조항 후보 제안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

제1회

1.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과세이연 대상에서 제외된 세목으로서, 과세이연까지
는 아니지만 분납은 할 수 있게끔 세제를 운용하고 있다. 과세이연 추진에 대한 가능
내용

성을 타진해 보고 제안하는 것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겠다.
2. 상증세법 제2조, 31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45조의 2 명의신택재산의
증여 의제 등 각 조항의 문제점과 추가적 고려사항을 논의하여 세부 조항을 정리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시

6월 2일(목) 16:00

주제

상속·증여세제 개정 시리즈 분석

발표

이상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제2회

상속과세절차 합리화방안 중 배우자상속공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우리나라
내용

배우자 공제제도의 문제점은 공제한도의 적정성이다. 현재 민법 개정안은 무조건
1/2을 배우자에게 주고 나머지를 청산하게 되어 있다. 과세구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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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연구회
조세재정연구회는 우리나라 조세체계와 중앙·지방정부의 재정현황 및 문제점들을 검토
하고, 향후 합리적인 세제개편과 건전한 국가 재정 수립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
색하고자 한다. 조세체계 및 조세정책, 재원조달을 위한 세제개편 방향 등 조세재정과 관
련된 폭넓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 2016년 한 해 동안 총 7회의 연구회가 개최되었다.

발족 배경 및 운영
복지와 분배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철저한 검토 없이 정부의 재원조달 방안
이 수립될 경우 경제활동은 심각하게 왜곡되고 국가의 부담은 증가하는 한편 경제의 효율성
은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회는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 과세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공공지출의 재원조달을 마련하기 위한 바람직한 세제개편 방
안을 모색하기 위해 발족되었다. 또한 최근 증대되고 있는 재원 부담 주체(소득계층 간, 세
대 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 문제를 검토하고 이로부터 지속 가능한 국가 재정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매월 1회 회동을 원칙으로 연구회 위원들
의 발표와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인적구성
김상겸 단국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동원 성균관대학교 글로벌경제학과 교수

김상헌 서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미래성장동력실장

김영덕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영환 계명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세외수입연구센터장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윈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석우남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성명재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진성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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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운영 실적
일시

1월 22일(금) 16:30

주제

세대 간 상생을 위한 공적연금제도의 개혁방안

발표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제1회

세대 간 이해관계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경제성장률 둔화, 복지
내용

수요 증가, 인구고령화로 인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젊은 세대가
노인 세대를 부양하는 사회적 계약으로 시작하여 세대 간 소득재분배를 갈등의 요인
으로 파악하고 개혁방안을 살펴보았다.

일시

02월 19일(금) 16:30

주제

Supermajority Rule in Bicameral Legislatures

발표

이동원 성균관대학교 글로벌경제학과 교수

제2회

초과반수 의결은 과반수 의결의 비효율성을 해소시킬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
내용

배연합의 세력 확장을 위해 특정 지역구나 의원만을 이롭게 하는 추가적인 정부 보
조금의 요구가 증가해 정부 예산 증가를 야기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초과반수 의결
이 양원제의 정부예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일시

3월 1일(금) 16:30

주제

인건비 미해결 기초지자체 발생원인과 대응방안

발표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세외수입연구센터장
인건비 미해결이란 지방정부가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중앙정

제3회

부에 보조금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인건비가 충당되지
내용

않는다고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지자체가 당초 예산을 적게 잡기 때문이다. 자치구의
인건비 장기추세를 보면 미해결 단체의 인건비가 커지고 있다. 인건비 미해결 단체
와 해결단체 사이에 자체 세입의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시

4월 18일(월) 16:30

주제

지역 R&D 재정지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표

김상헌 서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제4회

기존연구는 인간은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이성적 존재로, 소득․ 환경 등 제약조건은
내용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있어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는 특성 및 행동을 제약조건으로 고
려하지 않고 있다. 유전자에 의해 개인의 특성이 다르다면 기존과 다른 가정으로 최
적조세 논의가 필요하다.

일시
주제
제5회

발표

5월 13일(금) 16:30
Has been the reginal policy mitigated the capital zone concentration of
population?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본 연구는 패널 데이터 분석을 통해 중앙정부의 재원 투입과 지난 수십 년간 비수도

내용

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이 점차 감소하는 현상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고 있다.
중앙 정부와 지역자치단체의 지역 내 자본 투자는 재분배 지역 정책으로서, 지난 이
십 년간 인구이동 감소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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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6월 17일(금) 16:30

주제

소득세 부담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의 상관관계 분석

발표

성명재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 사이에는 역U자의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있다. 현재 우리

제6회

나라는 누진도는 매우 높고 소득재분배의 효과는 낮아 역U자의 오른쪽에 위치해 있
내용

다. 따라서 세율을 높여 누진도를 강화하는 것은 소득재분배를 오히려 악화시킬 가
능성이 높다.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득세의 비과세 공제 항목을 줄여
누진도를 낮추고 세수입을 확대하는 것이 요구된다.

일시

9월 9일(금) 16:30

주제

예산·결산 심사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표

이영환 계명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국회가 예산의 심의·확정권과 결산의 심의·확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단순 ‘승인’의 기

제7회

능을 가지며, 결산은 추후 조치에 대한 강제력이 없다. 형식적인 결산심사와 부족한
내용

심의기간, 법안과 예산안의 동시 심의 등으로 효율적·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행 예산·결산 심의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투입단계’, ‘전환단계’, ‘산
출 및 피드백 단계’로 나누어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높다.

일시
주제
발표

10월 21일(금) 16:30
지방재정지출이 지역총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상호관계에 대한 연
구-Keynesian theory vs. Wagner’s law
김상겸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재정지출이 급격히 증가함에 지방재정에 대한 관심이 고

제8회

조되고 있다. 이에 ‘지방재정지출의 증가가 지방소득 증가로 이어지는가’에 대한 의
내용

문이 고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 재정지출이 지역경제성장을 견인한다기보
다는 지역경제의 성장으로 인해 지방재정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
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한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정책은 경계
할 필요가 있다.

일시

11월 18일(금) 16:30

주제

주택 임대소득 과세와 주택시장 영향

발표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현재 우리나라 주택 시장상황은 성숙기에 접어듦에 따라 기대 자본이득이 낮아지고

제9회

있는 상황이다. 즉 기대 자본이득을 포함한 시장균형이 점차 임대료 중심의 시장균
내용

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임대료 상승은 전세보증금 상승 또는 월임대료 상승으로 나
타나게 되는데, 경제성숙에 따른 투자기회의 축소, 비대칭적인 과세정책 등으로 인
해 임대인의 월임대료 선호도 상승으로 월세 공급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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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도경제학회 월례포럼
본 월례포럼은 한국경제가 선진국 문턱을 넘지도 못한 채 정체상태에서 성장 동력을 잃
어가고 있는 가운데, 경제적 자유를 훼손하는 제도를 점검하고 한국경제가 침체에서 벗
어나 새롭게 재도약하기 위한 제도개혁 방안을 찾고자 연구기관, 대학, 업종단체 등 각계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자유토론으로 진행하였다.

발족 배경 및 운영
한국제도경제학회는 한국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 새롭게 재도약하기 위해 경제적 자유를
훼손하는 제도를 점검하고, 제도개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더불어 한국경제의 미래 비전
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안 파악과 심층분석을 위해 주제발표 후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
하고 있다.
인적구성
안재욱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국제도경제학회장

설 윤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신도철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영신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성규 안동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김행범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영훈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문성배 국민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이종인 여의도연구소 연구위원

민경국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전택승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박우규 전, SK경영경제연구소 소장

정회상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준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실장

좌승희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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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주제
제1회

발표
내용

제2회

10월 21일(월) 18:30
하이에크의 정치철학적 관점에서 본 포스너의 법경제학:
경제학과 법의 만남을 중심으로
민경국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하이에크의 핵심철학인 자생적 질서(Spontaneous Order)관점에서 리처드 포스
너의 법경제학이 인식론 및 도덕철학적 측면에서 미흡함을 분석하였다.

일시

12월 16일(금) 18:30

주제

샤플리값을 이용한 소득과 자산 불평등의 요인별 기여도 분석

발표

이우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협조적 게임이론에서 게임 참여자 간 협조로 얻어진 총 이득을 참여자의 한계적 기

내용

여에 따라 배분하는 균형배분규칙인 샤플리값을 이용하여 한국의 노동소득보다 자
산소득이 더 불평등함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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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는 자유주의 철학과 경제학 연구를 통해 정치·경제·교육·언
론·복지 등 한국 사회의 모든 부문에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의 풍토를 조성하고, 자유주의
법·제도적 토대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2016년 한 해 동안 총 5회의 연구회가
개최되었다.

발족 배경 및 운영
기업활동과 직결되는 공정거래법과 회사법 연구를 통해 현행법의 체계적 문제점을 개선하
고자 2016년 ‘기업법연구회’를 발족하였다. ‘기업법연구회’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개
별 규제와 제도에 대응하며 개선안을 제시하는 기존 연구방법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의 방
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과 회사법의 체계가 법률의 목표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면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도록 한다. 또한 경제학, 경영학 연구
와 연계하여 분석의 틀을 확장하여 정책제언의 근거를 강화하고자 한다.
인적구성
황수연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회장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전용덕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정기화 전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정회상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최창규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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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3월 25일(금) 17:00

주제

자유와 책임에 관한 뇌과학과 하이에크 비교

발표

민경국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제1회

인간행동은 자연주의적 인과성의 결과이고 자유의지는 과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내용

자유와 책임도 의미가 없다는 현대 뇌과학 주제를 하이에크 관점에서 검토했다. 하
이에크는 인간행동의 인과적 결정성 때문에 오히려 책임원칙이 작동할 수 있고 자유
의지는 책임 면제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시

4월 29일(금) 17:30

주제

오스트리아학파와 시카고학파는 적인가 친구인가?

발표

김정호 연세대학교 특임교수
DL(Deontological Libertarian)의 강점은 도덕적 추동력과 정의, 권리 등의 관념

제2회

에 기반한 점이고, CL(Consequential Libertarian)의 강점은 보다 많은 사람들에
내용

게 설득력이 있고 제도변화에 따른 세상의 변화 모습을 본다는 점이다. CL이 경계해
야 할 점은 “inter personal comparison of utility → 모든 것을 상대화하는 성향
→ 잘못 적용하면 통제주의/전체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이고, DL이 받아들일 만
한 점은 제도의 변화에 따른 결과의 변화를 따져보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일시

5월 27일(금) 17:00

주제

경제성장 측면에서의 우리나라 세제정책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발표

허원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광역자치단체별 최근 13개 연도의 패널자료를 분석해 주요 국세 및 지방세 세목별

제3회

수입의 GRDP(지역내총생산) 탄력성을 추정한 결과, 일부 분석대상 세목들의 세수
내용

탄력성은 금융위기 전·후로 동일한 수준이 유지됐지만 일부는 탄력성 수준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등록면허세-주민세-지방교육세-취득세-소득세-자동차
세-재산세-담배소비세’ 순으로 감세의 여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일시

9월 23일(금) 17:30

주제

한국 소주시장에서 지역별 가격차별의 후생효과

발표

이기환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제4회

소주시장에서의 가격차별은 서울, 경기, 강원 지역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나 전
내용

체 지역의 후생은 증가시킨다. 또한 가격차별은 평균적으로 사회적 후생을 월별로
약 7.5억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고, 지배기업의 점유율 확장으로 시장집중도가 상
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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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2월 6일(화) 17:00

주제

Failure of American liberalism: How and Why

발표

장대홍 한림대학교 금융경제학 명예교수

지식 네트워크를
구축하다

Economic stagnation and social unrests observed in recent years
in America could only be a precursor of the failure of liberalism. It is

제5회

welcome reassurance to bring back the liberalism, in the original sense
내용

and based on democratic republicanism, in the world in the dire need
of free spirit. Liberalism dominates political thinking among intellectuals.
Libertarians would have to work harder to curb the incessantly recurring
urge for liber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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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자본주의 신 경제발전론: 기업부국 패러다임
저자 ㅣ 좌승희·이태규
이 책은 자본주의 경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시장경제’가 아니라 ‘기업경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에서 기업의 성장이 곧 국가경제의 성장이고 또한 기업의
성장은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포용적’ 동반성장이며 이를 이 책에서 실증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이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이 책은 저성장과 소득분배의 개선은 기업의 성장을 이룸으
로써 달성되며 정책패러다임도 기업의 성장유인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노동시장 개혁은 슈뢰더처럼, 대처처럼
저자 ㅣ 박동운
이 책은 독일과 영국의 노동시장 개혁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노동시장 개혁만이 살길임
을 강조하는 책이다. 특히 정규직의 과도한 고용보호를 완화하고 파견근로 등 비정규직 사
용에 대한 규제도 폐기해야만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아지고 가시적인 노동시장 개혁의 성
과를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한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 생명을 걸고라도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
차원에서 과감히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재도약을 위한 제20대 국회 정책과제
저자 ㅣ 이태규 외
성장동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대 국회의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현재의 저성
장 장기화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기업)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특히 국회
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경제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서는 기존 법·제도의 단순한 기능적 보완으로는 역부족이며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수준의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77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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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의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사업장 안전관련 규제합리화 과제
저자 ㅣ 양금승
산업안전보건 규제분야는 정부의 규제개혁 사각지대로 남아 과도하고, 비현실적이다. 이
는 기업경영의 큰 부담요인이 되며, 오히려 사업장의 안전을 저해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2015년도 매출액 순위 300대 제조업체·건설업체업의 인식조사를 통해 안전기준, 지도점
검, 안전교육 등 131건의 안전규제 합리화과제를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본 건
의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민안전처 등 각 소관부처에 정
책건의(12월)하여 규제개혁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기업의 차별규제 개혁과제
저자 ㅣ 양금승
국내 민간기업의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차별규제가 적용될 경우, 규제 순응비용 등 기업부
담이 증가될 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에 비해 불리한 사업 환경에 놓여 기업경쟁력을 약화시
킨다. 이에 한국경제연구원은 기업경영 및 정책 환경의 변화로 규제실효성이 퇴색한 차별규
제 개혁과제를 주요 기업과 경제단체로부터 발굴하여 관련부처에 시의 적절하게 정책 건의
하였다. 본 건의과제는 국무조정실(민간합동규제개선추진단)을 중심으로 각 소관부처에서
규제개혁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산업경쟁력 강화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과제
저자 ㅣ 양금승
한국경제연구원이 기업 활동부담 경감분야, 투자·고용창출 촉진분야 등 규제개혁이 시급한
250개의 규제개혁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산업경쟁력 강화의 골든타임을 실기(失機)하지
않도록 정부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시행령 이하의 규제를 개선하고, ‘한시적 규제유예조치’
와 같은 특단의 규제개혁조치가 필요하다. 본 건의는 정부의 『경기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
정비 방안』에 일부 반영되었으며, 나머지 건의과제도 국무조정실(민간합동규제개선추진단)
을 중심으로 각 소관부처에서 규제개혁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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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변양규 | 연구위원, 거시연구실장
김창배 | 연구위원
김윤진 | 연구원

2016년 성장률을 3월호 2.6%, 6월호 2.3%, 9월호 2.3%로 비교적 일관되게 전망하였다.
6월호에서의 성장률 전망 하향은 브렉시트 위험성을 고려한 것이었다. 이슈 분석에서는 세
계 경기 진행방향 등 대내외 현안을 시의성 있게 분석하고 바람직한 정책대응을 제시했다.
2017년 성장률은 2.2%로 2016년(약 2.3%로 추정)보다 소폭 낮은 수준으로 전망했다.

연구배경 및 목적
국내외 경제현안에 대한 심층 분석과 향후 경제흐름에 대한 예측을 통해 기업 경영전략 수
립을 쉽게 하고 정책 당국에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의 심도 있
는 분석과 예측은 자체 경제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대부분 회원사들에 직접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정책 방향 제시는 민간의 시각을 대변하는 종합연구소로
서의 본원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연구내용
2016년 3월호(통권 제26-1호)
전망_2016년 우리 경제의 연간 성장률은 2.6%, 향후 5년간 성장률은 2.7%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015년 12월호에 이어 2016년 성장률을 2.6%로 유지한 것은 수출 감소가
내수활성화 효과에 의해 상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민간소비는 전년보다 소폭 증가하
고, 물가상승률은 0%대에서 벗어나 1.4%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해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5년간의 전망은 세계 경제 회복세 약화에 따라
수출회복세가 미약한 데다 금리 상승, 부동산 경기 불안, 고령화 등으로 내수회복세마저 부
진해 2.7%에 그칠 것으로 예상한다.
정책과제_최근 장년층 취업자 증가는 장년층에 진입하는 50세 취업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통계적 착시현상에 불과해 노동시장 여건이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2015년에 50~64세 취업자가 28만 6천 명 증가했지만, 신규로 장년층에 진입한 취업자가
64만 5천 명으로 장년층에서 벗어난 취업자 23만 6천 명을 크게 웃돌면서 생긴 현상이다.
연령대별 인구 변화에 따른 취업자 증가 효과는 2019년부터 사라지고 2025년부터는 오히
려 취업자 감소 효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임금체계 개선, 다양한 근로 시간제 확대, 장
년층 적합 직무 개발 등 노동시장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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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호(통권 제26-2호)
전망_2016년 우리 경제의 연간 성장률이 2.3%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3월호에
비해 0.3%p 전망을 낮춘 것은 연초 이후 중국경제둔화와 미국 금리 인상 불확실성 등 불안
한 대외여건이 이어져 온 가운데 브렉시트(Brexit) 위험성이 추가되면서 하반기 성장률이
1%대로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월 전망치보다 0.2%p
낮아진 1.2%로 예상하고, 원/달러 환율은 브렉시트 발생으로 인한 국제금융시장 불안의 영
향으로 상승추세가 지속하며 1,191원의 절하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정책과제_실질 국내총생산은 장기추세의 경우 2013년 1분기 이후 8.9% 성장하는 데 그쳐
96년 이후 평균 회복세의 60% 수준에 불과해 잠재성장률 자체의 하락이 우려된다. 우리 경
제는 2013년 1분기를 기점으로 저점을 통과하는 것으로 보였지만 2015년 4분기부터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 경기 재하강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계경기가 다시 회복세를 보일 때까지
추경을 포함한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정책과 함께 체질개선을 위한 장기적 경쟁력 제고 방안
이 추진돼야 한다.
2016년 9월호(통권 제26-3호)
전망_2016년 우리 경제의 연간 성장률은 2.6%, 향후 5년간 성장률은 2.7%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015년 12월호에 이어 2016년 성장률을 2.6%로 유지한 것은 수출 감소가
내수활성화 효과에 의해 상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민간소비는 전년보다 소폭 증가하
고, 물가상승률은 0%대에서 벗어나 1.4%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해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5년간의 전망은 세계 경제 회복세 약화에 따라
수출회복세가 미약한 데다 금리 상승, 부동산 경기 불안, 고령화 등으로 내수회복세마저 부
진해 2.7%에 그칠 것으로 예상한다.
정책과제_최근 세계 교역량의 장기추세는 금융위기 이후보다 더욱 낮아졌으며 세계 산업생
산의 경우는 금융위기 이후 낮아진 추세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주요국 총부채가 지난
20년간 크게 증가했고 선진국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이 이미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황에서
세계 경제 침체 장기화에 대비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평가
대외여건의 변화를 고려해 성장률 전망이 분기별로 수정되었지만 2016년의 흐름과 크게
어긋나지 않았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형 개선을 통해 예측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노력은
지속하여야 할 것이다. 이슈 분석을 통해 장년층 취업자 증가의 착시효과, 한국과 세계 경제
국면의 판단 등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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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소비, 투자가 더욱 세계화되어 감에 따라 대한민국의 거시 경제
건강에 대한 국내외 수요에 부응하고자 분기별로 주요 거시경제 동향과 전망, 그리고 시
의적절한 정책 이슈에 대해 영문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연구배경 및 목적
시장의 세계적 연결성으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 상황의 변화가 국내뿐 아니라 해외 경제주체
(가계, 기업, 투자자, 정부 등)의 의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에 이들의 의사 결정에 도
움을 주고자 거시 경제 동향 및 전망에 관해 영문 보고서를 제작했다.
연구내용
보고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보고서의 요약인 Executive Summary, 최근 대
한민국의 경제 동향과 다음 기에 대한 전망, 시의성 있는 정책 이슈에 대한 분석이 있는
Economic Trends and Outlook, 그리고 본원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가 소개되어 있는
Recent Publications이다. 올해 한국의 GDP는 3분기 연속 전기비 0%대의 낮은 성장률
(1/4분기 0.5%, 2/4분기 0.8%, 3/4분기 0.7%)을 지속했다. 수출입 증가율은 2015년보
다는 위축세를 회복했지만, 여전히 1~8월 수출 증가율 –8.7%, 수입 증가율 –11.8%의 마
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경상수지는 1~7월 585.8억 달러로 작년보다는 그 성장폭이 줄
었지만, 여전히 큰 수치이다. 2016년 성장률은 3월호 2.6%, 6월호 2.3%, 9월호 2.3%로 전
망했고, 6월호에서의 큰 폭의 성장률 전망 하향은 브렉시트(Brexit)에 따른 리스크 때문이
었다. 정책 이슈 분석은 장년층 취업자 증가의 착시효과(3월), 경기 국면 판단 연구와 시사
점(6월), 장기추세를 통해 본 세계 경기 진행방향(9월)에 대해 분석했다. KERI Economic
Bulletin은 온라인으로 분기마다 발간되는 보고서로 3월, 6월, 9월 발간되었으며 12월 연
내 마지막 발간을 앞두고 있다.
평가
영문으로 된 간결한 보고서로 주요 대한민국의 거시경제 동향과 전망 및 이슈에 대해 명확
하고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했다. 또, 시의성 있는 거시 이슈에 대해 간략한 원인 분석 및 정
책을 제시해 독자의 의사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쳤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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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칼럼
한국경제연구원은 과거 ‘전문가 칼럼’, ‘경제이슈 논평’, ‘기업법과 제도이슈’ 등 세 가지로
나누어 운영하였던 주요 오피니언 리더 대상의 웹메일링 서비스를 2009년 7월 1일부터
‘KERI 칼럼’으로 통합·운영하고 있다. KERI 칼럼은 한경연이 추구하는 ‘자유시장(Free
Market)’, ‘자유기업(Free Enterprise)’, ‘자유경쟁(Free Competition)’의 가치에 부합
하는 정론을 펼치는 장으로 한경연 내·외부 필진이 집필한다. 2016년 중 KERI 칼럼의 주
요 내용 및 필진은 다음과 같다.

2016년 KERI 칼럼 게재 현황
날짜

한국경제연구원 연차보고서

내용
노동개혁담론, 일자리와 임금격차 해

필진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융합학부 교수

001

01.19

002

03.29

003

04.06

004

04.26

005

05.03

계몽된 민주주의를 기대하며

황수연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006

05.11

개별소비세 개편방향에 대한 소고

성명재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007

05.18

청년실업, 종합처방이 필요하다

박완규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008

05.26

009

06.01

010

06.10

011

06.24

012

07.01

013

07.08

014

07.15

015

07.24

법에 대한 더 솔직한 노동토크가 필요
독과점 이윤동기가 성장을 촉진시킨다
경제활력 회복 위해 입법효율성
제고방향으로 국회선진화법 개선해야
창조경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교육시장 자율화

노동시장 개혁 반대,
이제는 야당이 가지 않아도 되는 길
20대 국회가 가장 먼저 할 일은
경제 활성화다
노동개혁의 핵심은 대체근로 인정
한-멕시코 FTA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20대 국회는 개헌과 격차가 아니라
경제 자유와 성장에 집중
포이즌 필의 도입이 시급하다
자기주식의 처분을
규제하여야 하는가?
법인세 인상을 얘기하는 유일한 나라,
한국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건국대학교 특임교수
양금승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규석 강원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교수

박동운 단국대학교 명예교수
김은경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기성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인영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
최완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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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진

016

07.29

누구를 위한 지방자치인가?

이종욱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017

08.12

기활법 시행과 산업구조 재편

최승재 대한변협 법제연구원장, 변호사

018

08.26

김영란법, 보완이 시급하다

019

09.09

020

09.30

021

10.21

022

10.28

023

11.14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의 리스크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024

11.25

가계부채의 진정한 문제

전용덕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025

12.30

‘큰 바위 얼굴’을 기다리며

안재욱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분배문제에 대한 이해: 우리는 과연
공평분배를 추구하고 있는가
경제적 자유,
법의 지배가 더욱 필요한 때
중국 부동산 시장, 수포가 나무 모두를
보아야 해답이 있다.
대학교육과 청년실업,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바른사회 사무총장
성명재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신중섭 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서창배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교수
김영덕 부산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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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서평

제목

저자

서평

Banker to the Poor: microlending and the battle against

Yunus, Muhammad

김윤진

세대충돌

로런스J.코틀리코프·스콧번스

김혜련

주식 가치평가를 위한 작은 책

애스워드 다모다란

신석훈

환율의 미래

홍춘욱

김성훈

사회주의

미제스

정회상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클라우스 슈밥

김선우

공유의 비극을 넘어

앨리너 오스트롬

김영신

예고된 버블

주닝

김미애

싱가포르에 길을 묻다

강승문

허원제

구글의 미래

토마스 슐츠

강소라

내가 미래를 앞서가는 이유

사토 가츠아키

이병기

인간은 필요 없다

제리 캐플란

변양규

회계는 어떻게 역사를 지배해왔는가

제이컵 솔

김창배

알렉로스의 미래산업보고서

알렉로스

김윤경

상식 밖의 경제학

댄 애리얼리

이진영

데이비드 버커스의 경영의 이동

데이비드 버커스

송용주

4차 산업혁명의 충격

클라우스 슈밥

우광호

world pov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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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 KERI
본원은 회원사 임직원 및 일반회원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고, 회원사 임직원과
의 사이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상호 효율적인 정보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지식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지식정보 서비스는 본원의 연구발간물을 게재하
는 ‘연구자료’ 부문, 다양한 이슈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층적 진단과 분석정보를 제공하는
‘이슈분석’ 부문, 경제동향 및 30대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KERI DB’
부문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다.

사업의 목적
온라인 지식정보 서비스 사업은 21세기 디지털 시대를 맞아 회원사 임직원 및 일반회원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고, 회원사 임직원과의 사이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상호 효율
적인 정보교류의 장으로 발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인터넷 환경변화와 스마트 미디어 기기의 발전에 따른 회원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
고, 정보 콘텐츠 강화 및 서비스 고도화 전략을 통해 온라인 지식정보의 허브로 자리매김하여
명실상부 ‘자유시장경제’를 대표하는 ‘Data Bank’로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업의 주요 내용
다양한 콘텐츠와 차별화된 서비스, 정보의 구조화 및 사용자 접근성 강화를 통해 스마트 미디
어 환경에 최적화된 온라인 지식정보 서비스(www.keri.org)의 주요 콘텐츠는 다음과 같다.
‘연구자료’ 부문은 ‘연구보고서’,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규제연구지’, ‘세미나 자료’ 등 본원
에서 발간되는 모든 자료의 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기업경영에 관련된 정부정책 등의 분
석 및 최근 경제동향 및 전망을 제공하여 능동적인 기업경영전략 수립과 최근 경기 및 경제
정책에 대한 이해 등에 도움을 주고 있다.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분석과 정부정책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담은 ‘KERI 브리프’, 다양한
이슈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층적 진단과 분석정보를 제공하는 ‘KERI 칼럼’을 통해 시장경제
원리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의 구심점을 잡아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자 노력하고 있다.
다음으로 ‘KERI DB’ 부문은 최근 경제동향 및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의 경제전망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제동향과 전망’ 코너와 우리나라 상위 30대 대규모기업집단의 연도별 순위, 경
제성과 추이, 영위업종 및 계열기업수, 기업공개 현황 등의 요약정보를 제공하는 ‘30대 대규
모기업집단’ DB가 구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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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제·경영 관련 도서에 대한 전문가 리뷰를 게재하는 ‘KERI 서평’과 본원 연구진과 각
계 전문가들과의 학술적 교류 및 연구지원을 위한 모임인 각종 연구회의 발표자료를 게재하
는 ‘지식네트워크’ 부문 등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양질의 정보를 회원 개개인에게 보다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한 메일링 서비
스를 강화하고 있다. ‘KERI 칼럼’과 ‘KERI 브리프’ 뉴스레터를 비롯하여 각종 행사 안내 및
주요 콘텐츠를 종합·정리한 KERI Mailzine 등 한 해 동안 총 113회의 뉴스레터를 발송하
였다.
본 연구원은 급변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이와 같은 온라인 지식정보 서비스를
수행해왔으며 그 결과, 2003년 2월 회원제 사이트로 개편한 이래 현재 회원수가 7만 명이
넘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12년 10월부터 모바일 웹(m.keri.org)을 통
해 다양한 환경의 사용자들에게 본원의 온라인 지식정보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으며, 소셜미
디어 서비스인 트위터(twitter.com/keri_org) 외 신규 채널(블로그: http://blog.naver.
com/keri1981,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eri2016)을 오픈, 다양한 매
체를 운영해 정책 제안과 정보유통의 장으로 활용했다. 이러한 온라인 지식정보 서비스는
KERI의 브랜드 가치 향상 및 시장경제 철학을 전파하는 유용한 기제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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